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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속의 지역적 특징과 
접근방법의 모색 

정형호(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 머리말

경기도 민속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양상을 보여 성격 파악이 쉽지 않다. 필
자도 경기도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 민속의 특징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다. 또한 이런 작업을 시도한 민속학자도 아직은 없다. 

처음 경기도 민속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나름 고민 끝에 지역에 따른 개괄적 특징의 추출과 방법론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지만 
이 또한 난해한 작업이다.  

경기도는 지역도 넓으며, 인구도 1300만명으로 남한 지역의 1/4을 넘는 수준이다. 1000만
명이 사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적 성격의 거대도시들이 포위하듯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곽 중소 도시도 다른 지역의 도시에 비해 규모가 크다.  30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
만, 3개 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고 27개 시(市)로 되어 있어 대부분 도시화 되
어 있다. 

지역적으로 북쪽은 휴전선을 맞대고, 남으로는 평야지대, 그리고 서쪽으로 인천을 제외하고 
서해안과 일부 도서에 접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강원도와 맞대어 있으면서 산악지역을 형
성한다. 특히 동서로 한강이 관통하며 수로교역과 비옥한 농경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지정학
적 특징이 경기도 민속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지역적 특성상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급격한 공간변화가 일어나 공업단지, 군사시설,  
재개발, 교통망 등이 다수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생업의 변화가 심하다. 이런 지리적, 환
경적, 생업적 특징을 고려해서 우선 경기도 지역의 민속적 특징을 큰 틀 속에 몇 개 지역으
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그리고 경기도의 축제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경기도 지역의 민속문화
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고, 경기도 민속의 방법론적 접근을 모색해 보겠
다. 

이를 위해 필자가 기존에 집중조사한 경기도 용인 한터마을과 인근 지역, 안산 소재 섬인 
풍도, 그리고 부분 조사한 평택, 고양, 안성, 화성, 양주 지역 등을 대상으로 논의하겠다. 그
리고 개괄적 특징 파악에 필요한 기존 조사와 연구성과 등을 활용하겠다

이 글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민속에 대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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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자료만을 갖고 논의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문제점도 있고, 주관적 시각에 의한 개인적 관점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시론적 성격에 그친다.   

  

2. 경기도의 지역별 민속의 다양한 특징

경기도 민속의 지역적 특징을 자연환경 및 생업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7개 지역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분류기준을 수도권 지역, 외곽 도시화 지역, 군사 지역, 평야 지역, 한강 수로 
지역, 어촌과 섬 지역, 동부 산악 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은 민속적 특징이 서울 지향적 성격을 지니며, 이런 현상은 생업, 교통, 
주거공간, 교육, 여가 등에 두루 나타난다. 자족적 기능이 약하고 서울 중심의 위성도시적 성
격을 지니는 지역이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경기도는 서울에 쌀과 채소류, 땔감, 소금과 수산물 공급처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수상교통으로 한강을 이용한 내륙 수로와 서해 수로로 나뉘어지며, 육상교통도 서
울을 중심으로 삼남으로 통하는 하행 길과 북쪽의 평양 지역으로 가는 상행 길을 상하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 민속문화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놀이문화를 보면, 조선 말 서울 
본산대의 영향을 받아 양주와 퇴계원, 송파(원래 경기도) 등에 별산대가 형성되었으며, 각종 
전문 예인패가 흥행적 성격을 노리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
다.  

한편 개항에 의해 19-20세기 인천-부평과 부천-영등포-용산-서울 중심 지역을 연결하는 
물적 이동 통로와 공장이 조성된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일환에 의한 경인일체화1) 정
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20세기에 각종 교통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각
종 철도와 도로가 비록 일제의 한반도 지배 논리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경인선(1899), 경부선
(1905년, 1939년에 복선화), 경의선(1906), 경원선(1914), 한강인도교(1917)의 건설은 삶을 크
게 바꾸었다. 이 과정에 모든 교통의 중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형성되었다. 일제는 
당시 철도역을 구도심 외곽에 건설해 조선 상권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역 주변 일본인 상권
을 형성했다. 한편 해방 이후의 도로망과 1969년부터 건설된 고속도로2), 전철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교통망의 건설은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 지역으로
서 각종 물자와 생필품, 공산품을 제공하는 위성도시적 성격을 지니게 했다. 이런 양상은 이
미 일제 강점기의 수로를 이용한 서울 지역 대규모 도정시설에서도 나타난다.3) 

1) 김현석, 「산곡동 주택의 형성배경과 환경」,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11, 
34쪽. 

2)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중부고속도로는 1987년, 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91-2007년 사이에 완공되었다. 

3) 예전 서울 서빙고동, 한남동은 대규모 도정시설이 있던 곳으로 쌀의 수로 운반이 점차 철도 운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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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와 배후 물자의 공급지역의 성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 인구가 급팽창하
고 교통의 발달로 더욱 확대된다. 서울 인근 수도권은 위성도시화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의 성
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의 거대도시를 비롯해, 남양주, 의
정부, 하남, 양평, 과천 등의 도시가 형성되었다.4) 각종 음식점, 유흥 여가시설이 북한강변과 
남한강변에 밀집해 있다. 이런 서울 지향적인 생업과 문화의 특징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특
징이 되지만, 지역에 따라 자족적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경기도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탈 농촌화, 생업의 변화가 심한 변화를 보이는 

곳이다. 이로 인해 급격히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며, 외지인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
다. 또한 재개발로 지형이 바뀌고, 주거 공간 주위로 각종 유흥시설, 음식점, 소규모 공장들
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의 민속의 양상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엄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전통적 마을 단위의 민속이 집단 구성원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비해, 도시는 
개인 또는 소집단에 따라 민속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심하다. 거주공간이 아닌 집안의 전통
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의 교육과 성향, 생업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또한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속에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급격한 공간변화와 함께 역사적 사건과 외부 충
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생업적 특성에 따라 민속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
적 사건, 전쟁과 좌우익 갈등, 집단 내부 갈등과 화해, 도시 재개발 등에도 민감하다.  

예전에 필자는 공장화, 도시화하면서 나타나는 변화 모습을 양장점을 하는 인물을 통해 접
근한 적이 있다. 수원 우시장 뒤와 부천 대우실업 가발공장 인근에서 의상실을 한 김점칠(남, 
1935-2012)이 보는 수원의 공간 변화, 부천 공장들의 농촌 출신 여공들의 생활 모습과 당시 
유행 의상 등을 생애사를 통해 조사5)하면서 시대상을 읽을 수가 있었다. 

도시화 과정의 지역은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간다. 따라서 상대적
으로 토박이의 영향력은 약화되지만, 토박이나 선주민들이 동제나 마을조직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공동체는 급격히 약화, 해체되며 재편된다.  

필자가 집중 조사한 용인시 한터마을(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은 용인시내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외형적으로 농촌의 모습을 지니는 각성받이 마을이다. 이곳은 전통적 공
동체가 유지되어온 마을로서 원래 농사를 짓고, 땔감을 해서 판매하며, 숯무지를 하던 마을이
지만, 20세기 중후반에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와서 노동력의 외부 진
출6)이 일어나고 이농 현상으로 80호의 마을이 1987년에 가서는 54호로까지 축소된다. 마을

바뀌면서 몰락한다. 곧 경기도 지역의 쌀이 늘배를 이용해 한강을 통해 이곳에 유입되어 한강 연안에
서 대규모 도정이 이루어졌다. 이 쌀은 서빙고역에서 경원선과 경인선을 통해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정형호, 「20c 용산 지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제당의 전승과 변모 양상」, 『한국민속
학』 41호, 한국민속학회, 2005.6, 426-427쪽.)      

4) 2014년 경기도에서 100만 이상은 수원시, 80-90만대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60-70만대
는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40만 이상은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30만 이상은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20만 이상은 광주시, 이천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기타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시, 과천시로 되어 있다. 

5) 정형호 기록, 『김점칠 1935년 4월 1일생』 -한국민중구술열전 제 25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눈
빛,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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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적 동홰놀이와 산제는 1960년 초 중단되고, 1990년대 관우사당도 소멸된다. 마을은 
1970년대에 도로 개설로 외부 자본에 의한 채소류의 밭떼기가 이루어지고, 이어 전기 공급에 
의한 생활의 변화도 나타난다. 또한 논농사 중심에서 1980년 말에 각종 특용작물인 박고지, 
각종 버섯 재배, 사슴 사육 등으로 다변화된다. 그리고 주변에 소규모 공장, 음식점, 병원 들
이 들어서며, 1990년대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며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한터마
을은 1960년대 이후 점차 탈농촌화가 이루어지면서 두레 소멸, 이농과 노동력의 외부 유출, 
마을 생업과 공간의 변모가 일어난다.  

도시화는 전통적 놀이문화에서 여가문화로의 변이도 수반한다. 전통적 놀이로 거북놀이, 소
놀이(의식과 놀이), 줄다리기, 동홰놀이, 장치기, 아이들 서리, 동네 잔치는 급격히 약화된다. 
여가, 관광과 여행, 등산, 레저 등으로 다변화된다. 이런 놀이와 여가의 주체가 과거에는 마
을공동체 중심이었지만, 점차 개별화 되고, 소집단화 되어가며, 근래에 문화원, 백화점, 관공
서 중심 문화센터로 바뀌어가는 양상도 보인다.     

셋째, 경기도에는 군사 지역적 특성을 지니는 곳이 있으며, 대체로 휴전선 접경과 미군 주
둔 지역 등이다. 과거 전쟁의 영향이 심한 곳도 이 범주에 속한다. 연천, 파주, 포천, 양주시 
지역에 이에 해당되며, 미군부대가 있는 평택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쟁은 인명의 손실 이외에 거주공간의 파괴, 좌우익 갈등, 생업의 피폐, 놀이와 두레 약화 
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놀이에 있어서도 줄다리기, 생업의 두레공동작업 등이 전쟁 이후에 소
멸된 곳이 많다. 한편 평택 지역은 미군 기지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난다.  

필자는 전방 지역에서 분단과 전쟁, 빗나간 남성들의 왜곡된 삶에 의해 고통을 받은 한 여
성의 삶을 통해 전후 시대상과 민속을 접근한 적이 있다. 윤정희(여, 1931년)는 충남 홍성 출
신으로, 일제 강점기 지방 주재 신문사 기자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전쟁에 의해 아버지와 큰오빠가 피살되면서 굴곡의 삶을 살게 된다. 전쟁 시기 평양 출신 미
군부대 군무원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어린 아들의 가출, 남편의 이중생활, 재가와 혹독한 
시집살이, 두 번째 남편의 술과 노름, 서울의 식모생활을 거쳐 현재 가난 속에 회한의 노년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분단 과정에 이북 출신과 전방 지역 남성들의 위선과 일탈적 삶
에 의해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여성이다.7) 그렇지만 지금도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원하는 모습에서 그녀에게 정화수 신앙은 매우 의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후 휴전선 지역은 군인 상대의 각종 주거공간, 숙박시설, 음식점이 형성되며,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넷째, 경기도 남쪽과 동남쪽의 평야지대와 교통의 요지, 공예의 전승지역은 물적 기반에 의
한 민속문화가 형성된 지역이 있다. 주로 경기도 남쪽의 안성, 평택, 이천 지역이 이에 해당

6) 1960년대 오면서 서울역의 대한통운 하역부로 5∼6인이 진출을 시발로, 도시 공장 노동자, 아파트 경
비 등으로 계속 진출한다.

7) 정형호 기록, 『윤정희 1931년 1월 18일생』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제 45권-, 눈
빛,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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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안성과 평택은 평야지대, 용인은 담배와 인삼 재배가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소놀이
와 줄다리기 등의 집단놀이가 전승되고, 각종 전문예인집단들이 근거지로 활동하던 곳이다. 

특히 안성은 남사당패의 근거지로, 물적 기반이 튼튼한 곳이다. 넓은 평야, 유기제작, 삼남
으로 가는 교통 요지로서 전문예인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다양한 
안성은 19세기부터 다양한 전문예인패들이 활동하던 핵심 지역이다. 이것이 최근 안성에서는 
대표축제를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로 명명한 계기이다.8)

한편 여주, 이천, 광주는 도자기문화, 안성은 유기가 발달한 곳이다. 그리고 용인 지역은 
담배와 인삼, 김포지역은 쌀농사 중심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두레가 상대적으로 형성
되고 두레농악이 활발했던 곳이다. 

다섯째, 한강 수로 중심의 각 포구와 나루에 독특한 민속문화가 형성하였다. 한강은 서울 
마포를 중심으로 서해 쪽 외해 수로와 용산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을 연결하는 내륙수
로로 나뉜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은 주로 한강 내륙수로를 이용한 수로교역과 다양한 포구와 
장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서해 쪽 외해 수로는 한강 하류를 통해 강화, 인천 및 서해안과 
연결된다.   

내륙수로는 경기도를 거쳐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이어진다. 남한강은 양평, 여주를 거쳐 
충북의 충주, 단양, 강원도의 영월, 정선까지 연결된다. 북한강은 청평, 가평을 거쳐 강원도의 
춘천, 인제, 양구, 화천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경기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수많
은 나루와 포구가 형성되었으며, 주위에 포구상인과 장시가 형성되었다.   

송파는 서울 편입 이전에 원래 경기도로, 송파산대놀이가 전승되는 곳이다. 이곳은 큰 난전
이 벌어진 15대 향시(鄕市)의 하나로서, 한강의 상품 집산지로서 서울의 상권까지 위협한9) 
곳이다. 송파의 산대놀이는 놀이 전승주체가 대부분 임노동자가 주축을 이루고 농업 종사자
와 영세한 자영상인들이 일부 참여10)했다. 그러나 탈놀이판은 포구의 상권을 장악한 포구주
인층(浦口主人層)과 자영상인들이다.11)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백중과 단오의 놀이
판이 벌어졌지만,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의해 시장은 소멸되었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서는 남한강 유역을 집중 조사하여, 신앙, 세시, 유무형문화재, 동제, 
문학, 경강상인, 뗏목, 축제, 돛배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벌이고 보고서를 낸12) 적이 있

8) 안성개다리패는 19세기 바우덕이가 주도했으며 남사당패와 사당패, 걸립패간의 혼성으로 나중에 안성
복만이패, 원육덕이패로 이어진다. 안성복만이패는 안성 개다리패의 후대로 꼭두쇠는 안성 출신 김복
만이다. 경기 이북을 주로 다니며 활동한 전문예인패이다. 1900년대 초의 진위패(振威牌), 심선옥 패
는 평택, 오산이 주 거점 지역이며, 안성 출신 꼭두쇠 이원보가 이끈 이원보패는 서울 변두리, 경기도 
일원 소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여주 출신 원육덕 패는 안성 복만이패의 후대에 형성되어 경기도
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1930년대 말 북만주까지 진출했다.(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1989.6, 43쪽) 

9) 고동환, 「포구상업의 발달」, 『한국사 시민강좌 -조선 후기의 상공업 -』 제 9집, 일조각, 1991, 39쪽.
10) 1900년 이전의 장판에는 되쟁이, 마쟁이(되나 말로 곡식을 되어 주는 직업), 임방꾼(배에 화물을 싣

고 푸는 직업), 잡심부름꾼, 술집, 운송점(마루하치), 선원, 연초 가공상인, 신탄상(薪炭商), 우시장의 
상인 등이 많았다. 산대놀이가 연희되었던 을축년(1925년) 대홍수 직전의 연희자들을 보면, 상업이 3
인, 되쟁이가 3인, 막일이 2인, 담배일이 2인, 임방꾼이 1인, 운송점이 1인, 객주집이 1인, 한약방이 
1인, 뱃사공이 1인 등으로 되어 있어 모두 場市와 관련된 직업이 15인이고, 그 외에 농업이 7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병옥, 『송파산대놀이 연구』, 집문당, 1982, 29-37쪽.)

11) 고동환, 앞의 책,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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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강 포구를 중심으로 장시가 형성되었으며, 포구 경강상인 밑에 임노동자가 모여들고, 포

구 상권 등이 형성되었으나, 한강 개발과 댐 건설로 내륙수로는 소멸되었다. 근래 4대강 사
업에 의해서 한강의 지형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또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여섯째, 서해안의 어촌과 섬을 중심으로 독특한 민속문화가 형성된다. 서해안의 도서와 인

근 포구는 20세기에 오면 인천의 생활권내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지역은 주요 배편과 수산물 
판로, 생필품 공급, 교육, 의료 혜택까지 전적으로 인천에 의존한다. 한편 서해안의 파시에 
의해 인적 및 지역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고, 특히 민요가 상호 교류되는 양상을13) 보인다. 한
편 젊은 선원의 먼거리 이동에 의해 통혼권도 크게 확대된다. 

풍도는 서해의 주요 해로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전쟁 이전에 풍선(돛단배)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연유로 섬에는 젊은 선원이 화물선을 타러 왔다가 섬처녀와 
혼인해서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데릴사위도 나타난다. 또한 선주 집안을 중심으로 
민며느리도 나타나며, 섬의 통혼권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의 서해안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14)     

서해안은 갯벌 채취가 주민들의 주요 생업이었으나, 간척지, 대형 제방 건설, 발전소 건설, 
육지의 폐수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영흥도는 과거 섬이었다가 대부도-선재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화된 곳으로, 인근의 시화호수가 생기고, 대형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지역민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 영흥화력발전소와 인근에 시
화 방조제가 생기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갯벌이 죽어가게 된다. 영흥도보다는 대부도 사
이에 있는 인근 선재도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바지락, 굴이 집단 폐사하
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발전소측에 의해 각종 간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마을 공공도로 및 주
민 편의 시설이 늘었지만, 갯벌의 폐해는 매우 컸다. 특히 영흥대교가 생겨 육지화되면서 땅
값 상승과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외지인의 투기, 이주, 지역 공동체 갈등과 약화 등도 
나타난다.15) 이런 변화는 섬의 생업, 신앙, 구성원, 공동체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곱째, 경기도 동부 내륙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독특한 산악 문화를 이룬다. 주로 가평, 
청평, 양평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각종 산신신앙이 형성되고, 약초 채취, 산판 작업, 땔
감, 숯무지 등이 이루어진 곳이다. 

산신제는 마을 제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산에서 산판 작업을 하는 벌목꾼, 산삼이나 약
초 채취꾼들의 신앙이다. 한편 산촌 지역 남성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일정기간 산에 거주하며 
집단적으로 숯을 굽는 ‘숯무지’ 작업에 참여했다. 숯무지 시기, 목재 선택, 숯가마의 종류, 숯
가마 고사, 숯 굽는 과정, 작업자들의 집단생활, 숯 판매, 숯의 용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2)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남한강연구 기획 논문집』 9집, 2005.3.
13) 서종원, 「파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문화 변화양상 고찰-일제 강점기 위도 지역의 조기파시 사례를 중

심으로」, 『중앙민속학』 12호, 중앙대학교, 2007.
14) 정형호 외, 『풍도의 민속, 정초 놀이와 마을굿』, 민속원, 근간. 
15) 임근배(남, 1927년생),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1리, 2011.3.20. 구술자의 집, 정형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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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지역 생업을16) 살펴볼 수 있다. 안성 청룡리에 사는 송효순(여, 1930년생)은 마을 뒤의 
서운산에서 산천마, 버섯, 송이, 인동, 으름 등을 채취하며 자식을 키워,17) 본인의 삶과 산은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근래 산은 생업의 터전, 신앙의 대상에서 점차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바뀌어 간다. 숲과 나
무가 우거지고, 남획에 의해 생업 터전으로서 산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제 산은 오히려 여
가의 공간으로서, 또한 힐링의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3. 경기도 지역축제와 무형문화재를 통한 지역 문화의 양상

 
(가) 경기도 축제문화의 유형과 특징

경기도 지역 현존 축제를 분류하는 것은 현재 지역 문화의 대체적인 방향성을 추출하기 위
한 것이다. 전통문화의 전승 양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의 분류는 네이버의 위키백과에 나온 축제를 토대로 했다. 크게 전통축제, 자연생
태축제, 지역특산물축제 현대축제로 4분하고, 이어 전통축제는 역사문화, 전통예술, 전통세시
놀이, 종교, 역사적 자연, 전통무예로 세분화했다. 

(1) 전통축제
 ① 역사인물축제 : 고양행주문화제, 행주산성해맞이축제(고양), 남한산성문화제, 오리문화제(광명, 

이원익), 중봉문화예술제(김포 조헌), 다산문화제(남양주, 정약용), 수원화성문화제, 단원미술제(안산, 김
홍도), 성호문화제(안산, 이익), 세종문화큰잔치(여주), 명성황후추모제(여주),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회
룡문화제(의정부, 왕실행차), 율곡문화제(파주), 화성정조효문화제 

 ② 전통예술축제 :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양주전통
문화예술축제, 여주도자기박람회, 이천도자기축제, 오리문화제(광명, 농악), 농악대축제(광명시), 세계사
물놀이겨루기한마당(양평) 

 ③ 전통세시놀이축제 : 단오축제(의왕시), 너른고을대보름한마당(광주), 정월대보름행사(연천군), 하
얀돌정월대보름축제(포천), 초록기달집태우기행사(양주)

 ④ 종교축제 : 광명등문화축제, 군자봉성황제(시흥), 설봉문화제(이천, 사직제) 
 ⑤ 역사적 자연축제 : 없음
 ⑥ 전통무예축제 : 없음

(나) 자연생태축제 : 연인산축제(가평군), 북한강축제(가평군), 고양세계꽃축제, 구리한강유채꽃축제, 
구리코스모스축제, 성남예술마을연꽃축제, 양평워터워축제페스티벌, 백운문화제(양평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양평), 도당산벚꽃축제(부천시), 군포시철쭉대축제, 광릉숲문화축제(남양주시), 가현산진달래축제
(김포시), 남면감악문화축제(양주시), 백운계곡동장군축제, 소요단풍제(포천). 시흥갯골축제, 양평물놀이
축제, 벚꽃축제(의왕). 운악산단풍축제(포천시), 설봉산별빛축제(이천시), 도당산벚꽃축제(부천), 산수유
꽃축제(이천), 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포천),

16) 박해균(남, 1929년생, 밀양박씨 11대 거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지장실마을 거주), 박해균의 자택, 
2011.1.7. 정형호 조사. 

17) 송효순(여, 1930년생, 2대,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출생 및 현재 거주), 송효순의 가게, 2011.1.25. 
정형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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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특산물축제 : 모란민속3일장 축제, 여주진상명품전, 이천장호원복숭아축제, 이천쌀문화축
제, 이천복숭아축제, 화성병점떡전거리축제, 안산대부포도축제, 양평딸기축제, 개성인삼축제(포천), 오
이도조가비축제(시흥), 파주장단콩축제, 청평얼음골송어축제. 퇴촌토마토한마당(광주시)

(라) 현대축제 : 과천축제(거리극), 오리문화제, 광주예술제, 남양주야외공연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복사꽃예술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성남문화예술제, 국제거리극축제(안산), 안성죽산국제
예술제, 죽산어린이축제, 안양문화예술제, 물왕예술제(시흥), 독산성문화예술제(오산), 의왕백운예술제, 
통일예술제(의정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파주어린이책한마당, 헤이리페스티벌(파주), 파주예술제, 하
남이성문화축제/ 자라산국제재즈페스티벌, 자라섬불꾳축제, 자라섬씽씽겨울축제/ 연인산전국산악자전
거대회, 행주산성해맞이축제, 백운예술제(의왕시), 동두천락페스티벌, 사이버과학축제(안양)/ 세종마라
톤대회(여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원국제음악제, 천상병예술제(의정부), 왕방
산국제MTB대회. 밸리록페스티벌(안산), DMZ민통선예술제(연천)

현재 경기도 축제를 분류한 결과 전통축제보다는 현대축제, 자연생태축제, 지역특산물축제
가 많은 양상을 보인다.  

행해지는 전통축제도 역사적인 특정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축제가 다수이다. 일부 전
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것에 도자기 관련 3곳, 농악과 사물놀이 관련 축제 3곳이 있다. 역사
적 인물로는 세종, 정조, 이원익, 조헌, 정약용, 김홍도, 이익, 율곡, 명성황후 등으로 다양하
며, 산성축제로서 행주산성, 남한산성, 수원화성축제 등이 있다. 세시축제로는 정월대보름 4
곳, 단오축제 1곳으로 나타난다. 

자연생태축제는 꽃 13, 산 4, 강과 물 3곳이며, 기타 나무, 숲, 갯벌, 별축제 등이 닊다. 가
장 많은 꽃축제 중에 벚꽃 3, 진달래와 철쭉 2, 단풍 2곳, 기타 코스모스, 유채, 연꽃, 산수
유, 억새, 총체적 꽃축제 등이 있다. 한편 자연특산물축제도 복숭아 2곳, 기타 쌀, 떡, 포도, 
딸기, 인삼, 콩, 토마토, 궁중 진상품, 송어, 조가비축제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현대축제인데, 재즈와 락음악 중심의 가평 자라산국제재즈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안산의 밸리록페스티벌이다. 그리고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로서 부
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있다. 또한 거
리극 중심의 과천축제, 남양주야외공연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있는데, 대부분 외국 작품
이 주를 이룬다. 또한 스포츠와 여가 관련을 보면, 자전거 축제로 왕방산국제MTB대회, 연인
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있고, 기타 마라톤, 불꽃축제, 시인 천상병을 위한 축제, 연천의 
DMZ민통선예술제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역사적 자연축제나 전통무예축제는 나타나지 않는
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축제는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거나 상업성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과천축제의 경우, 1997년에 과천마당극제로 출발할 때는 전통 바탕의 마당극에, 
다양한 거리극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방적 소통 중심의 축제였으나, 2003년에 시장이 바뀌면
서 마당극이 아닌 연극 중심의 한마당제로 바뀌었다가, 2012년에는 과천축제로 바뀌고, 근래
에는 과천경마축제와 통합해서 말 관련 축제로 성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장의 기호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점차 마당극 → 거리극 → 경마축제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예술감독도 마당극 연출가인 임진택, 박인배에서 연극인 임수택으로 바뀌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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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종목수 지정 종목

음악 8종목 13세부 
종목

광명농악, 양주농악/ 상여회다지소리(양주상여ž회다지소리, 화성상여ž
회다지소리, 양평상여ž회다지소리)/ 경기소리(휘몰이잡가, 긴잡가), 파주
금산리민요, 포천메나리, 평택민요/ 풀피리

무용 2종목 승무살풀이춤, 안성향당무

놀 이 와 
의식 5종목 구리갈매동도당굿,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고양송포호미걸이, 김포통진

두레놀이, 과천무동답교놀이

공예기술 21종목, 세
부 25종목

백동연죽장, 방짜유기장, 조선장, 소목장, 지장, 생칠장, 옥장, 입사
장, 나천칠기장2, 자수장, 벼루장, 화각장, /악기장, 북메우기, 현악기
/, 대목장, 도편수, 옹기장, 조각장, 서각장, 석장, 금은장, 벼루장, 단
청장, 주물장

음식 4종목 계명주, 부의주, 군포당장옥로주, 광주산성소주

다. 이런 정치적 축제의 변모와 생성ž소멸은 양주세계민속극축제(2008-2009년), 부천무형문화
엑스포(2008-2010년) 등에도 나타난다. 여기에서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축제가 유독 우여
곡절을 겪는다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지역적 특성이 갖는 한계이며, 또한 전통에 대
한 몰이해 가 야기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경기도의 축제는 전통성보다는 현대축제, 자연친화, 특산물 축제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축제도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산성 관련 축제이며, 일부 전통예술, 농악 관련 축
제만이 나타날 뿐이다. 특히 축제가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대중예술적이고 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상업적 성격을 지니며, 여가와 스포츠, 이벤트 쪽의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유형과 특징

경기도의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는 연극의 양주별산대놀이. 음악의 경기민요와 평택농악, 그
리고 무속적 놀이인 양주소놀이굿과 동제로서 경기도도당굿이 있다. 무형문화재 기준으로 보
아 무용, 놀이와 의식, 공예, 음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면, 대체
로 공예기술, 음악 쪽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분포>

공예 쪽 기예능자들이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놀이
를 보면, 과천무동답교놀이,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가 지정되었지만, 순수한 
놀이라기 보다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과천무동답교놀이는 답교놀이보다는 농악이 중심을 
이루며, 김포통진두레는 생업인 두레가 중심이고, 안성남사당풍물놀이는 남사당놀이보다는 풍
물이 중심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는 놀이가 미약한 편이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 회다지 소리가 3곳이 전승되는 것은 장례의식요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측면도 있
지만, 그만큼 민요의 전승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음악은 민요와 농악이 중심이며, 음
식은 모두 술에 국한된다. 전반적으로 공예가 두드러지고, 놀이와 무용이 미약하며, 연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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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한 편이다. 

3. 경기도 민속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경기도 지역 민속의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법론적 시도는 무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민속 연구를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측면
에서 조사 연구의 방향성을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생활도구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물증을 통한 생활사의 변화 양상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도시화에 의해 사라져가거나, 대체되어 가는 일상적 도구, 주변의 특정 생활공간 등
을 통한 변화 양상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는 물증과 공간 자체의 성격, 기능, 변화
와 대체 과정 등을 통해 사회상의 변화 양상을 읽어내야 한다.   

일상생활 속 물증을 통한 생활사의 접근으로는 집안의 도구와 생활용품 등이 두루 망라된
다. 연탄과 난방도구, 바가지와 용기, 밥솥과 취사도구, 전화기와 통신기기, 호롱불과 전기, 
성냥과 불, 우물과 수도, 빨래와 세탁기, 온돌과 침대, 교복과 사복, 라디오와 TV, 버스와 도
로, 신발과 모자 등이 20세기 시대적 변화 속에 통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생활과 밀접한 공간과 시설물로는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공중변소, 양장점과 양복
점, 영화관, 시장, 구멍가게와 마트, 문방구와 학용품, 학교와 통학방식, 보건소와 병원 등이 
있다. 또한 도시인의 여가생활로는 화투, 장기와 바둑, 음주, 등산, 관광,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생활 속 물증과 생활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난
다. 물증 자체보다는 소유자의 인식과 관계, 제작과 구입 과정, 기능과 형태 변화, 개인과 집
단의 삶에 미친 영향, 물증을 통한 정서적 변화 등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특정 공간을 통해 시대적 변화 양상과 집단 구성원의 삶과 민속을 단계적으로 접
근하는 방식도 있다. 부평 산곡동 노동자 주택은 일제 식민 지배 말기에 육군 조병창 노동자 
숙소에서 출발해서, 해방 후 미군 애스컴 부대의 노무자와 미군 대상 위안부의 주거 공간, 
1973년 부대 해체 이후 조성된 공단 속의 대우자동차와 대한베아링 공장 노동자 숙소로 바
뀐다. 이곳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의한 근로자 주택이 미군 주둔지, 한국의 공단지역으로 바
뀌면서 거주자들의 주택 임대와 소유, 고용주 관계, 공장 근무 방식, 공동 대응방식, 각종 이
주 과정 등에 변화가 나타난다.18) 이런 역사적 의미 있는 특정 거주 공간을 통한 접근 방식
도 가능하다.    

근래 경기도 지역의 공간 변화는 서울의 근접성, 교통,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난다. 공간과 사회는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사회적 사물들
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은 처해진 공간적 위치에 의해 상황 지워진다.19) 중요한 
것은 공간 자체보다는 공간에 사는 주체들이 지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18) 김현석ž정연학ž이종숙,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11.
19) 최병두,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1991.3,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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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이 그들의 민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있다.    
생활 속 물증의 접근을 실제 사례를 보면, 땔감과 연탄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나무하

기, 땔감 시장판매, 숯 굽기, 초동과 지게, 월동용 땔감 준비, 연탄 구입과 운반, 연탄가스, 
연탄불과 이사 풍습, 연탄과 놋그릇, 전기와 가스로의 변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라는 물증을 통해 20세기 중후반 마을 공간, 가족간, 성별에 따른 역학 관계와 
여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라디오가 초기 남성 가장의 매체에서 출발하다가, 1960년대
에 점차 여성의 여가 전용물로 자리잡는 양상을 통해 가족 역학 관계와 공간적 특성 등의 관
련성에 관한 분석도 가능하다.

일상 도구 중에 용기의 변화 과정을 전통적 바가지와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다. 바가지의 
종류, 박 재배와 수확, 박과 초가집, 박 톱질, 바가지의 크기와 용도, 식용으로서 박, 바가지 
닦는 솔, 바가지 수리, 장례나 혼례의 바가지 깨기, 지붕 개량과 박 소멸, 바가지 공예, 바가
지에 대한 정서와 인식, 플라스틱 바가지 등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박이 지닌 
우리 가옥과 생활 용구로서의 관계와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민속을 물증 중심으로 접근해서 ‘바가지와 프라스틱으로 본 용기의 변
화사’, ‘땔감과 연탄을 통한 민속의 변화사’, ‘라디오의 젠더적 성격과 여가의 변화’ 등의 방
식으로 여러 대상을 통한 미시적 접근 속에 시대의 변화 양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체의 분화 과정을 통해 민속의 변모 양상을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 마을공동체

는 급격히 소멸되고, 이제는 소공동체로 분화되면서 해체와 생성을 반복한다. 20세기 이후 
도시 공간은 일제의 공간 분화 정책, 그리고 분단과 전쟁, 새로운 주거 공간 형성, 각종 재개
발 등에 따라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공동체도 지연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과 
인위적 특정 이익추구 집단이란 양자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것도 지연에 의한 전통적 충
성심이나 유대감, 동일시 감정을 떠나, 인간적 관계를 분절시켜 소집단 중심의 금전적이고 개
인적 이해관계 중심의 개인주의적 소공동체화로 바뀌어간다.   

공동체의 참여 및 지속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해관계와 
의사를 달리하는 집단 구성원간에 갈등 해결 구조에 있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신분제 사
회의 한계를 지닌 제한적 자율이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과 공평성, 결속과 공생을 위한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졌다.20) 마을의 동회를 비롯한 자치조직, 어촌의 어촌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은 대체로 자율적이고 수평적 의사결정 기구를 지닌다.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권위주의적 원로의 영향력과 명분과 상징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기
본적으로 양보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21) 이것이 소공동체로 분화되면서 모든 구성원의 의
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점차 더욱 바뀐다.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갈등 해결 구조가 중요하
게 대두된다.    

실제 경기도에서 농촌지역이 외적 영향을 받아 공동체가 해체되고 재편된다. 경기도 용인

20) 이해준,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 자율의 전통」, 김무진 외 『한국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
화』, 계명대 출판부, 2006.4. 174-178쪽.

21) 조옥라, 최봉영, 신경아,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
제를 중심으로 -」, 『문화인류학』 36-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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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터마을은 원래 농촌마을이었으나 1990년 초에 골프장 파동에 의해 공동체가 급격히 약
화된다. 당시 마을주민은 인근 아시아나골프장 건설과 보상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다. 각
종 발파작업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고, 마을 우물이 마르며, 또한 인부들이 마을에 드나들면서 
마을 인심이 흉흉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골프장 사이에 소송이 걸리고, 보상금 
문제와 배분 문제로 대표자⋅주민 사이에 큰 반목이 일어난다.22) 지금은 이런 후유증을 봉합
했지만, 이제는 마을 의사결정 기구가 여가공동체인 노인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화에 따른 소공동체 중심의 재편 양상을 보면, 각종 계, 학연 중심의 동창회, 
학부모간 모임, 출신지 중심의 향우회, 여가 중심의 친목회, 운동과 체육 중심 산악회와 조기
축구회, 상인 중심의 상인친목회, 개별적 취미 활동을 위한 사조직, 동 단위의 일부 관변 조
직 등으로 다양화된다. 대체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확대되어 특정 지역을 벗
어난다. 따라서 지역을 벗어나 동호인, 생업, 동창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도시의 소공동체는 고정적 성격의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생성과 소멸, 이합집산이 빈번하다. 도시 속의 교통, 통신의 발달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특정 지역 중심의 공동체 성격을 더욱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도시는 이런 소공동체를 통해 개인적, 심리적, 인격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활
동의 어려움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해결해23) 나간다. 그런데 현대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에 있어,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 지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구심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경
우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추구하며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원심력도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윤리의식이나 의무적 책임감에 의해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체로 상호 의존적이며 호혜적 의미를 지니게24) 된다. 공동체의 가치
와 개인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소공동체의 지속 여부가 달려있다. 

 
셋째, 도시화 지역을 조사하면서 개별화된 구성원들의 생애사가 민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구술자는 개인의 경험적 삶이 그가 지닌 민속 체계와 밀접하게 관
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그가 지닌 
인간관, 종교관, 직업관, 역사관 등도 다르게 나타난다. 

급변하는 민속 현상과 연관지어, 인물군에 따라 민속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형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용산 지역을 조사하면서 출신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제를 중심으로 민속 
지향성이 강한 경우, 시대적 고난을 겪으며 이주 지역에 적응하면서 종교적 성향만을 보이는 
경우, 새로운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지역적 연고가 약화되고 민속이 변용되는 경우의 3가지로 
유형화해서 접근한 적이 있다.25) 이런 방식은 도시민속의 조사의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초기 보상금 600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소진했으며, 나중에 제시액보다 훨씬 적은 3억원을 보상받아 
60가구가 균등 분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4인의 대표자간, 마을 주민과 대표자, 주
민과 주민 사이에 큰 갈등과 반목이 생겼다. 

23) 김선업,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 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24) 김광억, 「전통적 ‘관계’의 현대적 실천」, 『한국문화인류학』 33-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0, 9쪽.
25) 정형호, 「개인생애사를 통한 도시민속학의 접근 방법의 모색-용산 지역 6인의 생애사를 통한 접근

-」, 『실천민속학』 9호, 실천민속학회, 2007.2, 5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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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한 직업을 가진 인물의 개인생애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도 있다. 버
스운전수나 열차 승무원을 통해 작업 일과, 차량의 변화, 근무조건과 노조, 직업병, 세시적 
특성과 일생의례 등을 조사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이 본 공간과 시대의 변화상, 여러 직업군
의 통학방식, 교통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변화 등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런 교통의 변화는 
주민의 시선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운수 종사자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26) 이런 점은 버스
안내양, 식모, 장돌뱅이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래 도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애사와 물증 조사보고서는 바람직한 현상
이다. 그런데 도시마을 민속이 그들의 역사적 삶과 어떤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화된 민속 주체의 생애와 물증이 그들의 삶의 가
치 및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4. 맺음말

경기도 지역의 민속은 지역이 넓고 상이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지역이 많
다. 위성도시, 도시화 과정, 군사, 평야지역과 수공업중심 물적 기반, 한강수로, 어촌과 섬, 
동부 산악지역 등에 따라 민속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의 축제는 전통성보다는 현대축제, 자연친화, 특산물 축제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
다. 전통축제도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산성 관련 축제이며, 일부 전통예술, 농악 관련 축제만
이 나타날 뿐이다. 특히 축제가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대중예술적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성격을 지니며, 여가와 스포츠, 이벤트 쪽의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 민속의 연구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대체로 생활도구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물증을 통한 생활사의 변화 양상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화
에 의해 사라져가거나, 대체되는 일상적 도구, 주변의 특정 생활공간 등을 통한 변화 양상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물증과 공간 자체의 성격, 기능, 변화와 대체 과정 등을 통해 
사회상의 변화 양상을 읽어내야 한다.   

한편 공동체의 분화 과정을 통해 소공동체 속의 민속의 변모 양상을 접근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지연에 의한 인간적 관계를 뛰어넘어 소집단 중심의 금전적이고 개인적 이해관계 중심
의 개인주의적 소공동체화로 바뀌어간다.   

또한 도시화된 지역을 조사하면서 개별화된 구성원들의 생애사를 유형화하면서 민속에 접
근할 수도 있다. 이때 시대의 변화상을 읽어낼 수 있는 특수 직업군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도 

26) 정형호 기록, 「격동의 시기를 운전대에 얹고 살아온 반세기의 삶 - 철도, 운수노동자로 살아온 이태
철의 일과 삶 -」,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
전(노동자편), 소화,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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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어찌보면 거대 지역인 경기도의 민속에 대한 접근은 특별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과 분야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미시적 접근이 가
능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읽어나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밖
에 없다. 다만 물증이건, 생활사건, 공간이건, 공동체이건 궁극적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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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의 음악적 정체성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Ⅰ. 경기민요의 의미와 범주

민요는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서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가 없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전통
적인 노래’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로 민요를 해석한다면 경기민요는 경기 지역의 민
중들이 구전으로 전승하고 있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
기민요라 부르는 대상은 이러한 민요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는 12잡가를 주요 종목으로 삼고 있다1). 때문에 경기민요 전공자
들 역시 12잡가와 휘모리잡가, 그리고 몇 곡의 통속민요를 경기민요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데 이들이 인식하는 경기민요 안에 향토민요, 즉 본래 민요였던 장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승하던 민요는 경기민요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학자들이 인
식하는 향토민요 중심의 민요와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현재 경기민요라 지칭하는 대상의 장르적 특성은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본래 경
기 지역의 민중들에 의해 구전되어오는 향토민요 계열이며, 둘째는 12잡가와 휘모리잡가 등 
서울의 사계축 소리꾼에 의해 형성되어 내려오는 잡가-좌창 계열이며, 셋째는 사당패의 소리
를 선소리산타령패가 이어온 잡가-입창 계열이며, 넷째는 20세기 초반에 음반시장을 토대로 
꽃을 피웠던 통속민요 계열이다. 

향토민요는 농업이나 어업 등 일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와 장례요와 같은 의식요, 놀면서 
부르던 유희요 등으로 세분하며, 그 아래에 수많은 악곡들이 전승되고 있다. 경기도의 향토민
요 관련 자료로는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기편2)과 구비문학대계3), 한국민요대전(경기도
편)』4)과 <북녘땅 우리소리>5), <사이버 한국민요대관>6), 『경기도의 향토민요(상)(하)』7) 등이 

1) 김영운·김혜리,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10쪽.
2)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기편(서울:문화재관리국, 1978).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명주군편(서대석)(1-2), 성남: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양평군편(성기열)(1-3), 성
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의정부시․남
양주군편(조희웅)(1-4),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
문학대계:경기도 수원시.화성군편(성기열)(1-5),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안성군편(조희웅)(1-6),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강화군편(성자열)(1-7),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인천시․옹진군편(성자열)(1-8),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대계:경기도 용인군편
(조희웅)(1-9),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경기도편)』, 1996.
5) <북녘땅 우리소리>, 문화방송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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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세부 장르 또는 악곡
향토민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잡가-좌창

긴잡가(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
거리,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
휘모리잡가(곰보타령, 생매잡가, 만학천봉, 육칠월 흐린 날, 한잔 부어라, 병정
타령, 순검타령, 기생타령, 바위타령, 비단타령, 맹꽁이타령)

잡가-입창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경기민요의 계열별 악곡

있고, 이외에도 학자들의 여러 자료집8)과 논저가 있다. 
좌창 계열의 잡가로는 12잡가와 휘모리 잡가가 있는데, 12잡가는 긴잡가라고도 하며 유산

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십장가, 출인가, 방물
가가 있고, 휘모리잡가는 곰보타령, 생매잡가, 만학천봉, 육칠월 흐린 날, 한잔 부어라, 병정
타령, 순검타령, 기생타령, 바위타령, 비단타령, 맹꽁이타령 등이 전승되고 있다. 

입창 계열의 잡가로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을 주요 악곡으로 꼽을 수 있
다. 그러나 자료에 따라서는 위의 악곡 이외에도 개구리타령, 자진방아타령, 방아타령, 양산
도, 경복궁타령, 도화타령 등을 입창과 함께 다루기도 한다. 흔히 방아타령 계열이나 경복궁
타령 등은 통속민요로도 알려진 악곡들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산타령의 공연 성격상 공연 후반부에서 가벼운 뒷풀이용 악곡을 불러야 하므로, 
민요의 형식으로 된 간단한 악곡들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진산타령까지를 
좁은 의미의 입창으로 본다면 나머지 악곡들은 통속민요로 묶어볼 수 있을 것이다.  

통속민요 계열의 악곡은 그 수가 매우 많다. 통속민요의 특성상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악곡의 수를 세거나 나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개론서9)에 경기민요
로 등장하는 악곡을 적어보면 아리랑, 긴아리랑, 구조아리랑, 도라지, 늴리리야, 천안삼거리, 
경복궁타령, 이별가, 태평가, 청춘가, 자진방아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경복궁타령, 도화타령, 
군밤타령, 노들강변, 노랫가락, 창부타령, 는실타령, 베틀가, 사발가, 양류가, 오봉산타령, 한
강수타령, 오돌독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민요의 각 계열별 악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이버 한국민요대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정보시스템, 2003-2005.
7) 김영운·김혜정·이윤정, 『경기도의 향토민요(상)(하)』, 경기문화재단, 2006.
8) 임석재,『임석재채록 한국구전민요』자료편·연구편, 집문당, 1997.
『임석재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김순제,  『한국의 뱃노래』, 호악사, 1982.
______, 『인천·경기지방의 일노래』, 경기은행, 1996.
이소라, 「경기도 고양군 대화리 농요」,『한국의 농요』, 1집, 민속원, 1985.
______, 「경기도 여주군 농요」,『한국의 농요』, 2집, 민속원, 1987.
______, 「경기도 강화군 농요」,『한국의 농요』, 3집, 민속원, 1989.
______, 「경기도 화성군 농요」,『한국의 농요』, 4집, 민속원, 1994.
______, 「경기도 안산시 농요」,『한국의 농요』, 5집, 민속원, 1994.
______,『경기도 논맴소리』,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김삼대자 외, 『어업요』,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경기지방의 상부소리』, 문화재청, 2000.
9)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풍남, 2009,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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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속민요

아리랑, 긴아리랑, 구조아리랑, 도라지, 늴리리야, 천안삼거리, 경복궁타령, 이
별가, 태평가, 청춘가, 자진방아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경복궁타령, 도화타령, 
군밤타령, 노들강변, 노랫가락, 창부타령, 는실타령, 베틀가, 사발가, 양류가, 오
봉산타령, 한강수타령, 오돌독

위의 표와 같이 경기민요는 향토민요만을 의미하지 않고 직업음악인들의 잡가와 통속민요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부 악곡은 향토민요에서 출발하여 입창과 함께 불리기도 하고, 나
중에는 통속민요로 구분되기도 하여 장르적 성격이 변화하는 특성도 보인다. 따라서 경기민
요의 장르적 성격이 ‘민요’만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장르적 성격이 다중적이다 보니 음악적 특징도 단순하지 않다. 향토민요와 잡가나 통속민
요는 연주층이 일반인과 직업음악인으로 나뉘기 때문에 음악적 특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긴잡가의 경우 정가 계열과의 장르적 접변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향토민요나 통속민요에서
는 경기도의 인접지역과 지리적 접변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장르적 특성에 따라 음
악적 특성이 달라지므로 경기민요의 장르적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음악적 정
체성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술적으로 경기민요에 내재하는 장르를 모두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
민요는 협의의 의미로는 향토민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광의의 범주로는 통속민요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잡가는 좌창과 입창을 나누어 좌창은 긴잡가와 휘모리잡가
를, 입창은 선소리산타령 계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둘을 묶어 잡가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계열을 하나로 묶는 것이니 적절치 않다. 그리고 잡가(雜歌)라는 상대적 개
념10)으로 장르명을 삼는 것은 끊임없는 혼란을 낳을 뿐이다.  

현재와 같은 범 장르적 개념의 경기민요가 고착화된 이후로, 장르적 혼란뿐 아니라 음악적 
특징의 규정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경기민요의 특징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문화적 특성이라는 좀 더 넓
은 안목으로 경기민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기
민요의 범장르적 특성을 하나씩 분리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기민요의 특징, 나아가 음악 
문화권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Ⅱ. 장르별 토리와 박자 활용 양상

이 장에서는 경기민요로 지칭되고 있는 장르별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장르적 특성이 어
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정리하려 한다. 연구 범위가 큰 만큼 그간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0) 잡가는 정가(正歌)의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며, 과거 자신들이 향유하지 않는 음악을 묶어 이
르던 말로서 지시 대상이 고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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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민요

『경기도의 향토민요(상)(하)』에서는 채보된 584곡의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토리 활용양상과 박자 활용 양상을 정리한 바 있다. 먼저 토리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토리 메나리토리 창부타령토리 베틀가토리 난봉가토리 수심가토리 기타 계
악곡수 269 187 52 17 16 43 584

% 46 32 8.9 2.9 2.7 7.3 100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토리 사용 양상 

수치상으로 살펴본다면 메나리토리가 가장 많고, 창부타령토리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토리들이 10%가 채 되지 않으므로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토리는 메나리토리와 창부타
령토리가 가장 우세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기민요의 대표 토리는 창부타령토리11)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드러나
는 양상은 메나리토리가 더 우세하다. 아울러 창부타령토리를 활용한 악곡들의 상당수는 창
부타령과 노랫가락과 같은 통속민요, 그리고 방아타령 계열의 농요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창부타령과 노랫가락은 경기지역 무가에서 비롯된 노래이며, 창부타령토리
로 된 방아타령은 사당패소리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세 악곡을 제외한 나
머지 악곡들에서도 ‘솔라도레미’의 음계를 사용하는 곡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수치는 경기
민요의 특성으로 창부타령토리를 내세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수치는 적지만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 베틀가토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북쪽 지역과의 
음악적 접변이 있다는 증거이다.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는 그대로 황해도와 평안도, 즉 서
도의 대표적 토리이다. 또한 베틀가토리는 창부타령토리와 난봉가토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변
종토리12)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토리를 통해 경기와 서도의 지리적 접변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향토민요의 박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자 3소박4박 불규칙박 혼소박 혼박 2소박4박 3소박6박 3소박12박 기타 계
악곡수 470 65 16 3 14 3 4 9 584

% 80 11 2.7 0.5 2.3 0.5 0.6 1.5 100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박자 사용 양상 

박자의 활용에 있어서는 80%가 넘는 악곡에서 3소박 4박을 활용하였으며, 박자 없이 불규
칙한 박자로 부르는 노래가 11%에 달하였다. 이외의 장단들은 그다지 두드러진 사용을 보이
지 않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가에서 출발한 노랫가락과 강원도의 민요인 아라리와 

11) 창부타령토리를 진경토리라 하는 것은 이것이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토리임을 의미한다(이보형, 『서
도민요와 경기민요의 선율구조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2, 27쪽).

12) 김영운, 「한국 민요선법의 특징」, 『한국음악연구』28집, 한국국악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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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아라리, 전국적으로 노래되는 장타령 계열의 악곡에서 혼소박과 2소박 4박, 6박 등을 사
용하므로 이들은 주요한 현상으로 꼽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박자는 3소박 4박
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토리와 박자 활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주요 토리 및 박자와 장르적ㆍ지리적 접변을 통
해 수용된 토리 및 박자를 구분할 수 있다. 장르적 접변으로는 무가의 창부타령과 노랫가락, 
사당패소리의 방아타령의 수용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지리적 접변으로는 강원도의 아라
리와 자진아라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지리적 접변으로 강원도의 민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경기도의 문화권이 동쪽으로는 동부민요인 메나리토리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육자배기토리권과의 접변은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접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북쪽으로는 황해도와 접변하고 있는데, 난봉가토리와 창부타령토리
의 접변은 베틀가토리의 생성으로 드러난다. 반면 창부타령토리와 수심가토리의 음계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 악곡을 토리만 바꾸어 부르는 사례가 많아 접변의 결과가 악곡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리
적 접변으로는 북쪽으로 베틀가토리, 동쪽으로 메나리토리, 악곡으로는 아라리와 자진아라리
의 전파 등을 꼽을 수 있다. 장르적 접변으로는 무가와 사당패소리와의 접변을 통한 창부타
령토리의 활용이 대표적이다. 

경기민요의 지리적ㆍ장르적 접변 

2. 잡가-좌창

경기 좌창은 12잡가라 부르는 긴잡가와 휘모리잡가를 지칭한다. 좌창은 본래 양반의 정가
를 본 따서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그 때문에 정가의 특성과 민요의 특성이 섞여 나타난다. 
토리의 측면에서는 경기와 서도의 소리조가 섞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12잡가 가운데 
달거리와 출인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도 창법과 선법이 뒤섞여 사용13)된다. 경기의 소리조

13) 12잡가의 음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김영운, 「경기12잡가의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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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솔라도레미’의 창부타령조이고, 서도 소리조는 ‘레미솔라도’의 수심가토리이다. 일부 악곡
에는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나 난봉가토리의 특징이 엿보이기도 한다. 

12잡가의 박자는 대부분 2소박 6박 도드리이며 유산가, 소춘향가, 평양가, 선유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집장가, 형장가 등이 이 장단을 사용한다. 달거리는 도드리와 3소박 4박 굿
거리의 두 장단을 섞어 사용하며, 제비가는 도드리와 3소박 3박 세마치14)를 섞어 쓴다. 

휘모리잡가의 경우 바위타령은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조가 섞인 소리이고, 비단타령은 책읽
듯 읽어 나가다가 끝에 맹인덕담경 외는 소리조로 부른다15). 또 기생타령, 맹꽁이타령, 바위
타령 등은 볶는타령이다. 

위와 같은 경기 좌창의 음악적 특성은 정가와 민요의 만남, 서도와 경기의 만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토리에 있어서는 민요의 특성이 강하지만 박자에 있어서는 정가의 특징이 더 두
드러진다. 

3. 잡가-입창

입창으로는 놀량과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등이 있다. 경기놀량과 뒷산타령, 그리
고 자진산타령의 음계는 ‘솔라도레미’가 중심이 되는 음계이며, 앞산타령은 ‘라도레미솔’을 중
심으로 하는 음계가 활용16)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가 5음음계로 되어 있고, 음역 확장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놀량의 음계 
사용은 음역의 확장이 위와 아래로 나타나며, ‘시’나 ‘파’와 같은 음이 섞이는 것으로 보아 변
청이나 변조를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산타령은 민요적 양식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의 하
나로 음역의 확대와 변청ㆍ변조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율진행에서는 3도의 진행과 도약진행, 지속음의 활용과 시김새, 가성의 사용 등에서 잡가
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박자 구조에 있어서는 변박의 사용이 많아 2박과 3박이 불규칙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사 가운데 여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사붙임새의 규칙성도 
찾기가 어렵다. 

한편 입창에서 사용하는 2박과 3박의 변박은 굿거리와 세마치의 관계와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굿거리는 3소박 4박이고, 세마치는 3소박 12박이다. 굿거리가 느려지면 굿거리
의 12소박이 12박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바로 세마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굿거리의 세부 
리듬꼴은 3+3+3+3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굿거리는 가사붙임을 변화시켜 2+2+2+3+3, 
3+3+2+2+2, 2+2+2+2+2+2 등의 리듬꼴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가 느려지면 2박
과 3박의 변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입창의 경우에는 2박과 3박의 
변박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더욱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12박 단위의 악구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2집, 한국국악학회, 2002, 71-107쪽.
14) 세마치 장단은 3소박 12박에 한 장단이 형성되지만, 잡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15)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년, 514쪽.
16) 입창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김혜정, 「경기·서도·남도잡가의 음악미학적 비교」, 

경기전통예술연구시리즈Ⅱ 『경기잡가』, 경기도국악당, 2006, 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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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민요와 다른 사당패소리 계열의 특성으로 꼽히는 것이 3도 진행과 변박이다. 경기 입
창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음계에서는 경기와 서도의 토리 확대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박자는 변박이 많지만 말붙임새로 보았을 때 민요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창의 경우에도 토리와 박자의 두 측면에서 모두 민요를 기층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직업음악인의 공연용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음악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음역
의 확대와 변조ㆍ변청의 사용, 장단의 확대와 그로 인한 불규칙성 등이 추가된 형태로 생각
된다. 

4. 통속민요

경기의 통속민요는 많은 악곡이 있으나 음악적 특성은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음계의 사용양상은 창부타령토리, 베틀가토리, 신경토리, 메나리토리, 그리고 전통적인 토리
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하여 정리17)하면 다음과 같다. 

토리 악곡

창부타령토리
긴아리랑, 구조아리랑, 양산도, 방아타령, 창부타령, 태평가, 
청춘가, 담바귀타령, 노랫가락, 도라지, 늴리리야, 금강산타령, 
매화타령

베틀가토리
건드렁타령, 경복궁타령, 오봉산타령, 한강수타령, 천안삼거리, 
베틀가, 사발가

신경토리
아리랑, 는실타령, 자진방아타령,  풍년가, 버들노래, 노들강
변, 장기타령

전통적인 토리가 아닌 것 군밤타령

통속민요의 토리 사용 양상

창부타령과 신경토리는 모두 ‘솔라도레미’ 음계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이 ‘솔’과 ‘도’로 다르
다. 본래 음계의 가장 아래 음인 ‘솔’로 정격종지하던 경기도의 음악이 서양음악의 영향, 또
는 변격종지형 음악의 영향으로 4도 위인 ‘도’로 상행종지하게 된 것을 신경토리로 분류18)하
고 있다. 베틀가토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해도 난봉가토리와 창부타령토리의 접변으로 만
들어진 토리이다. 그리고 군밤타령처럼 전통적인 토리가 아닌 신민요 계열도 있다. 위의 악곡
들 이외에도 더 많은 경기민요가 있으나 대부분 위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통속민요의 토리 사용으로 보았을 때, 창부타령토리와 베틀가토리, 신경토리가 모두 섞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속민요만으로는 경기도의 대표성을 어느 토리에 주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물론 생성 배경으로 보았을 때에는 창부타령토리에 본질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17) 다음의 악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임(김기수, 『민요삼천리』, 성음사, 1968년).
18) 김영운, 앞의 논문, 2000,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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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속민요의 장단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장단 악곡

굿거리
오봉산타령, 양유가, 베틀가, 사발가, 창부타령, 한강수타령, 천안삼거리, 태
평가, 청춘가, 늴리리야, 풍년가, 매화타령

세마치 아리랑, 구조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방아타령, 건드렁타령, 노들강변
타령 는실타령
자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군밤타령, 장기타령
도드리 담바귀타령
혼소박, 혼박 노랫가락, 금강산타령
불규칙박자 긴아리랑, 이별가

통속민요의 장단 사용 양상 

경기 통속민요의 장단에는 굿거리, 자진타령, 세마치, 도드리 등이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
는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며, 세마치와 자진타령이 다음을 잇고 있다. 숫자는 적지만 타령과 도
드리, 혼소박, 느려서 박자가 불규칙한 경우들이 있다. 굿거리와 타령, 자진타령은 3소박 4박 
계열이며, 도드리는 2소박 6박, 세마치는 3소박 3박, 또는 3소박 12박이다. 굿거리와 타령이 
모두 3소박 4박 계열이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리듬꼴이 다르기 때문이며, 타령과 자진타
령은 속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세마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3소박 4박이 느려져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때로 12박 단위
가 맞지 않는 악곡도 있으나 대부분은 12박 단위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므로 세마치 역시 3
소박 4박의 구조와 연계된 장단으로 볼 수 있다. 

본래 향토민요에는 장구 반주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장단명을 붙이지 않지만 통속민요는 
악기로 반주를 넣기 때문에 장구로 장단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악곡의 리듬
과 가장 유사한 타 장르의 장단을 붙이게 되는데, 경기 지역의 무악과 농악, 삼현육각 등의 
장단명을 가져다 붙이게 된 것이다.   

굿거리장단은 삼현육각의 한 악곡명이며 무악의 장단 가운데 하나이다. 타령과 자진타령도 
삼현육각으로 연주되는 악곡명이면서 장단명이다. 도드리 역시 삼현육각 악곡명이지만, 좌창
의 6박과 같은 구조여서 좌창의 직접적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악곡은 삼현
육각 장단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마치의 장단명은 농악의 장단명으로 볼 수 
있다. ‘숫자+마치(채)’의 장단명은 주로 농악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 통속민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박자는 3소박 4박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굿거리장단이 가장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경기의 음악문화권적 특성과 정체성

앞 장에서 경기민요로 불리는 향토민요, 잡가의 좌창과 입창, 통속민요의 네 장르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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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토리와 박자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지 고민해보려 한다. 경기라는 지역의 음악문화권적 특
성이 이들 음악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정리하고, 경기 민요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장르별로 주요하게 사용된 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르 토리
향토민요 메나리토리, 창부타령토리
잡가-좌창 창부타령토리, 수심가토리
잡가-입창 창부타령토리, 베틀가토리
통속민요 창부타령토리, 베틀가토리, 신경토리

장르별 토리 사용 양상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창부타령토리가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민
요의 본질에 가까운 향토민요에서는 메나리토리가 훨씬 우세하다. 향토민요에서 창부타령토
리는 무가나 사당패소리의 장르적 접변에서 비롯된 것이라 창부타령토리에 향토민요의 정체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잡가와 통속민요에서는 창부타령토리가 단연 우
세하다.

한편 창부타령토리는 조선시대 수도권의 토리라는 주장1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 
지역 자체가 더 큰 문화권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고구려권과 백제권, 신라권의 접경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창부타령토리 자체가 특정 문화권을 확고하게 갖고 있던 토리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 상황에 따른 지리적 접변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
락으로 본다면 경기 지역의 향토민요가 하나의 토리를 확고하게 갖지 못하고 여러 토리를 섞
어 사용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부타령토리의 음악적 특성으로 선율 진행상의 빈번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율 진
행과 장식음적 시김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삼현육각의 음악적 특징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창부타령토리의 선율은 현악기보다는 관악기 연주와 닮아 있다. 도약이 적고, 떠는 시김새보
다 음을 세분하거나 장식음과 같은 형태의 시김새를 더 선호하는 점에서 그렇다. 삼현육각은 
피리2, 해금, 대금, 장구, 북의 여섯 악기로 연주되는 바 관악기 중심의 편성임을 알 수 있
다. 

삼현육각으로 연주되는 음악은 춤 반주 음악과 행진 음악 등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다. 특
히 춤 반주 음악으로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경기도 사람들은 삼현육각으로 반주
하는 굿판의 음악과 돌돌이의 행진음악, 사가의 잔치에 연주되는 춤 반주용 삼현육각에 자주 
노출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갖게 된 것이
다. 이러한 특성은 ‘늴리리야’, ‘나나니’와 같은 관악기 구음을 노래하는 민요가 많은 것과도 
연계된다. 즉 창부타령토리의 특성은 삼현육각의 관악 중심 연주와 음악적으로 많은 유사성
을 띠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김영운, 앞의 논문, 2000,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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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르별로 주요하게 사용된 박자와 장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르 박자 및 장단
향토민요 3소박 4박
잡가-좌창 6박 도드리
잡가-입창 2박과 3박의 변박
통속민요 3소박 4박(굿거리, 자진타령), 3소박 3박(세마치)

장르별 박자 및 장단 사용 양상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는 3소박 4박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토민요는 장단명을 붙
이지 않지만 농요의 경우에는 리듬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중모리형이나 자진
모리형에 가까운 것이 많다. 그러나 유희요나 장르적 접변에 의해 수용된 악곡, 예를 들어 창
부타령이나 방아타령 등에서는 굿거리형을 사용한다. 향토민요에서는 세마치형이 나타나지만 
타령형의 리듬꼴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좌창과 입창은 향토민요나 통속민요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좌창은 도드리를 사용하여 
가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입창은 2박과 3박의 변박인데, 아마도 3소
박4박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구조가 아닌가 여겨진다. 

박자와 장단에 있어서 경기 지역의 정체성은 3소박 4박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향토민
요에서는 중중모리형이 더 우세하고, 통속민요에서는 굿거리형이 더 우세하여 토리와 마찬가
지로 서로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좌창의 박자 사용에 있어서는 토리와 달리 전
혀 다른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중모리형은 일노래에 적합한 단순한 리듬꼴을 보여주고 있
으며, 통속민요에서는 화려한 춤음악인 굿거리의 리듬꼴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장르적 특성
에 적절한 것을 선택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향토민요        메나리토리 + 중중모리형
              잡가-좌창       창부타령토리 + 도드리  
              잡가-입창       창부타령토리 + 변박
      통속민요 창부타령토리 + 굿거리형

경기 민요의 토리와 장단 활용 

경기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지역의 특
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경기는 조선시대 한양이 있던 곳으로서 많은 악사들이 있었
고, 가장 상층의 음악문화를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굿판에서는 다양한 악기의 반주를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며,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당패나 선소리산타령패와 같은 공연
집단들의 활동도 활발했을 것이다. 그 결과 경기에서는 직업음악인의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크고 막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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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경기의 음악은 상층지향적 성향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다. 예를 들어 향토민요와 무가에서 부르는 노랫가락은 양반 문화인 시조창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악곡이다. 좌창은 양반의 음악문화인 정가의 가사를 지향점에 두었다. 통속민요로 노래
하는 악곡들도 삼현육각 장단들을 사용하며, 실제 악곡의 리듬꼴에서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였지만 상황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선택의 결과는 창부타령토리와 굿거리장단이라는 주요한 경기민요의 조합을 만
들고 있다. 창부타령토리의 특성은 ‘솔라도레미’의 5음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빈번하게 순차진
행을 하는 점에 있다. 또 굿거리장단의 특성은 부점 사용이 많고 가락을 잘게 나누어 사용하
여 화려한 리듬을 만드는 점에 있다. 그런데 창부타령토리와 굿거리의 특성은 음을 잘게 나
누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아 화려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음을 계속 움직이므로 단절이 
적고 지속성이 강하여 선율의 흐름이 좋으며, 부점으로 인한 덩실거림, 잘게 쪼개진 음의 화
려한 움직임은 춤 반주 음악으로서 매우 적절하다. 

경기지역의 향토민요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독특한 지역성이 있었다. 여자들의 노래가 적다
는 점, 유희요가 적다는 점, 노래보다는 춤을 좋아한다는 점 등이다. 마치 노래를 할 일보다
는 들을 일이 많았던 이들처럼 말이다. 굿판에서도 무감서기 절차를 통해 춤을 노래보다 즐
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 지역민들의 미적 취향은 음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향토민요를 기층으로 삼아 다른 장르를 만들어내는 사례로는 남도민요와 판소리의 조합, 
서도민요와 서도잡가의 조합, 그리고 경기민요와 경기잡가의 조합을 들 수 있다. 이외의 지역
에서는 향토민요를 기층으로 직업음악인들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위의 세 지역의 공통점이라면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경제적 기반에 더하여 
한양이라는 우세한 환경인 인구와 유통 등의 여러 배경을 갖고 있던 경기 지역에서는 남도나 
서도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경기에서는 향토민요와 
좌창, 입창, 통속민요라는 다양한 장르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르의 복합성, 그 
자체가 경기민요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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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글에서는 경기민요의 범장르적 특성을 분리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음

악적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기민요로 규정하는 대상에는 향토민요뿐 아니라 통속민요와 잡가 계열의 좌

창과 입창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
가 있으나, 이처럼 복합적인 개념으로 굳어진 상황과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향토민요는 주로 농요와 의식요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메나리토리에 3소박 4
박의 중중모리형과 자진모리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속하지 않는 악곡 
가운데에는 장르적ㆍ지리적 접변에 의한 것들이 있는데, 무가와의 장르적 접변, 서도나 동부
지역과의 지리적 접변이 많다. 잡가-좌창은 양반 음악문화인 가사를 지향하는 음악문화로 창
부타령토리와 도드리 장단을 우세하게 사용하였다. 잡가-입창은 사당패소리에서 비롯된 것으
로 창부타령토리와 변박을 많이 사용하였다. 변박은 3소박 4박의 확대형으로 짐작되지만 여
음구가 많은 가사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 통속민요에서는 창부타령토리와 굿거리장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통속민요의 장단들은 대부분 삼현육각의 장단들을 사용하였으며, 무악과 농
악 장단도 사용하였다. 

셋째, 경기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경기는 조선시대 한양이 있
던 곳으로서 많은 악사들이 있었고, 가장 상층의 음악문화를 가까이에 두고 있었으므로 직업
음악인의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크고 막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에서는 
상층지향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다.  

넷째, 경기 지역 음악인들의 선택은 창부타령토리와 굿거리장단의 조합이다. 이 조합은 춤 
반주 음악으로서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춤을 좋아하는 경기 지역 사람들의 취향과도 잘 맞
아 떨어진다.   

경기 민요는 타 지역 민요와 달리 잡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또 문화권적 접
경지대에 놓여 있었기에 향토민요의 기반이 한 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향토민요의 특성과 직
업음악인 음악의 특성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다중적인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경기민요
를 대표하는 창부타령토리는 향토민요의 대표성이 아니라 직업음악인들이 선택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창부타령토리는 다른 문화권과의 변별성을 구축할 수 있는 토리라는 점, 경기지역 사람들
의 미적취향과 삼현육각의 특성을 반영한 토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을 
만한 토리이다. 경기도의 특성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라는 점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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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 산이제 굿의 특징과 의미 연구
-1981년� 11월� 6-7일� 촬영�경기도�인천시�율목동의�경기새남굿을�예증삼아-

김헌선(경기대학교)

1. 경기도 남부 산이제 연구 시각의 전환

경기도 전체의 굿은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 대상이다.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너무 호한하고 
경기도의 문화적 성격이 자못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복합적으로 작동
하여 성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면모를 지니게 된다. 경기도의 굿은 한강을 기준
으로 남과 북을 가르는 전통이 있다. 한강 이남의 무속은 적어도 노량진과 같은 고장을 벗어
나서 남부 방면에는 세습무들이 만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노량진을 비롯한 한
강 이남은 서울 지역의 무속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서울굿의 영향이 깊이 끼쳐져 있고, 멀리 
갈수록 본격적으로 세습무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남부는 산이제 무속이 우세하고 이들 무속의 굿은 산이제 굿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산이제 굿의 전통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 산이제 굿을 찾고 정리한 것이 그간의 연구 경향이었다. 산이제 굿을 달리 화랭이패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 무속의 굿을 발견하고 정리한 것이 저간의 연구였다. 그러한 자료 발굴
을 통해서 한강 이북과 다른 이남의 차별적 면모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남부 산이제 연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잘못이다. 선행 연구자들이 개별적
인 집굿의 사례를 많이 보지 못한 것은 문제이고, 산이제 굿이 한 방향으로 경향성을 갖게 
된 것은 경기도 도당굿에 천착한 결과이다. 이제 집굿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는 관
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굿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게 이보형 선생님의 자료 가운데 초창기 집굿의 사례가 녹음된 자료가 있다. 

가령 그러한 자료로 적절한 예증이 바로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의 김천길(金天吉)씨 집의 
경사굿과 새남굿이 적절한 사례로 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 이용우, 정일동, 조한춘 등
이었는데 한양식 굿과 경기남부 굿이 합쳐져 있는 특별한 굿이었다. 굿의 실제가 모두 녹음 
테잎으로 남아 있는데 녹음 테잎이 60분 분량으로 모두 14개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재수굿
과 새남굿이 겹쳐져 있는 안안팎굿의 실상이 전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이 이용우와의 면담이 자세하게 남아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것이 
남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동영상이 아니라 음원이다는 사실이다. 
귀한 자료 가운데 그것이 전하고 있는 점에서 긴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현재 중요하게 남아 있는 자료가 곧 1981년에 녹화된 경기도 새남굿이다. 그 자
료는 영상 자료로 되어 있어서 산이제 굿을 파악하는데 소중한 가치를 부여한다. 초창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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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수집한 경기도의 새남굿은 아주 중요한 전거가 된다. 이 전거를 활용하면서 이 굿
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일반화하면서 경기남부굿의 산이제 특징이 있는지 연
구하기로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굿에는 집굿과 마을굿이 있다. 집굿은 제가집이 있고 이 제가집의 집
에서 연행하는 것이 집굿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굿은 흔히 동네굿이라고도 하는데 이 동네
굿은 흔히 도당굿이라고 하며, 이 도당굿은 마을굿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점
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지만 연구가 이 마을굿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굿의 실상은 역시 집굿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굿을 분명하게 알아
야만 굿거리의 특징은 물론하고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진
전을 위해서 일단 1981년에 시행된 새남굿의 동영상 촬영 자료를 근거삼아 이를 한 차례 분
석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료로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집굿의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이 굿은 인공적 조건 아래 연행되었다. 인공적 조건 아래 연구된 것이므로 이 자료는 온전
한 성격을 모두 보여준 것은 아니다. 집굿을 빙자해서 학자들에게 연구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필요한 절차를 온전하게 한 대목이 있어서 연구의 자료로 쓸 만하다. 그러나 굿의 당
주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연구자들이 개입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소비한 측면이 있고, 연구
를 위한 자연적 조건이 제약을 받아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일부 훼손이 이루어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굿의 자료적 성격을 천착한 연구가 없어서 봐도 보지 못하는 한계를 반
복하고 있다. 이제 이 자료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로 한다. 

집굿에서 산이와 미지가 굿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집굿의 순서와 굿의 
절차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화랭이들이 참여해서 굿을 
확대하는 것과 다르게 미지와 산이가 집중적으로 굿을 하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굿 가운데서도 재수굿과 진오기굿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면모가 있는데 이 자료
는 재수굿과 진오기굿이 적절하게 배합된 굿이고 새남굿이라고 표방했지만 진오기새남굿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를 흔히 안안팎굿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격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굿을 이러한 각도에서 찾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2. 경기도 인천시 율목동 경기산이제 새남굿의 전반적 특징

경기도 산이제 새남굿의 사례를 일단 현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굿의 실상에 

1) 이 굿은 1981년 11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현재 예술진흥위원회 비디오자료로 되어 
있다. 모두 7시간 20분 가량 녹화된 자료이다. 화질이 매우 떨어지고, 음원이 불량하지만 전체의 대
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자료집이 소중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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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개괄적인 서술이 있었으나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2) 그러므로 이를 온전하게 연구하
기 위해서 상세하게 살피면서 문제의식을 갖추고서 굿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일단 전체적인 굿거리를 요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부정(서간난ㆍ조한춘)
2. 말명(서간난)
3. 산바라기(황치선)
4. 성주새면(악사 : 김한국, 이영만, 정일동, 전태용, 이용우 등)
5. 시루굿(이용우ㆍ오수복)
6. 성주굿(이용우ㆍ조한춘등)
7. 제석굿(조한춘ㆍ오수복)
8. 대감놀이(황치선)
9. 무감
10. 손굿(서간난)
11. 조상굿(이용우ㆍ오수복)
12. 군웅굿(서간난)
13. 제면굿(오수복)
14. 새남굿(이용우ㆍ오수복)
15. 뒷영실(복원)
16. 베가르기(복원)

이 굿은 산이제 굿을 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장주근이 일찍이 화랭이 굿판을 주목한 이
래로 몇 차례 이 굿에 대한 관찰이 있었으며 시험적인 재현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
타난다.3) 이 굿 역시 그러한 각도에서 재현되었던 것인데 인천시 율묵동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 굿을 보았으며 학자의 해설과 함께 갖가지 질문을 하는 대목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굿은 인공적인 조건 아래 연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굿은 1981
년 11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있었다. 이 굿에 참여한 학자로 정병호를 위시해서 몇 사람의 
학자가 있었다. 

인천지역은 아마도 조한춘과 서간난이 중심이 되는 단골판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굿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이 산이제 굿이 재현되는 장소가 경기도 수원과 인천이 
중심지가 되었다. 이용우와 조한춘이 중심이 되므로 이 산이를 중심으로 하는 굿판이 이루어
지고 이 굿이 실제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 아래서 연행되는 점을 본다면 거의 동일 지역
에서 연행된 것들이 많다. 그만큼 산이제 굿의 본거지가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

2) 경기새남굿의 자료를 보면서 다시 살펴본 결과, 새롭게 고쳐야 하고 다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책임지고자 한다. 

   <경기도 새남굿 1-4> 자료 자켓 굿거리 명칭 부여.
   <경기도 새남굿 연행 연구>, 2007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무속모임 굿 연구회 발표 자료 요지문.
   두 연구자의 자료로 말미암아 새삼스러이 많은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으며 이 연구는 그 성과를 받아

들인 결과물이다. 
3) 경기도 화랭이 굿판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장주근의 고찰에 의해서 비로소 수면에 부각되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장주근,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106-130면. 



- 38 -

다.
일단 외관상 이 굿은 온전하게 연행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새남굿 뒤는 연행하지 않아서 

전모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아마도 인공적인 조건 아래서 연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굿에서 불완전한 연행은 평생을 두고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굿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서 자료 보
존을 위해서 완성된 연행을 요구하고 다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 자료는 너무나 아프게 준
다. 

이 굿의 진행은 산이와 미지가 짝이 되어서 진행한다. 산이와 미지는 조한춘과 서간난, 이
용우와 오수복 등이 짝이 되어 있음을 굿거리 구성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조한춘과 서
간난은 인천 쪽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인물로 조한춘과 서간난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이다. 조
한춘이 학자들에게 호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이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서간난은 미
지이기는 해도 강신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조한춘은 대물림하는 화랭이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기량은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용우와 오수복은 수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이와 미지이다. 매우 내력이 깊은 인물들로 
특히 이용우의 굿하는 재주와 기량이 굿거리 전체에서 탁월하게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우가 맡아서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 많고 연조와 경륜이 있으므로 중요한 거리에서 
별로 차착이 없는 구연을 하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오수복은 주로 이용우와 맞서는 상대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굿을 함께한 이유 때문에 
굿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굿판에 산이와 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식의 굿을 하는 인물도 있어
서 이들이 참여하는 굿거리도 있음이 확인된다. 다소 이채로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도 산이제 
굿이 밀리고 있으며, 서울굿을 하는 박수나 만신들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이 자
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치선은 필자가 1984년의 인천동막도당굿에서도 만날 수 있
었던 인물이며, 그 굿판에서는 여성 만신도 참여했었다. 

이 굿에서 인적 구성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인물이 역시 산이들이다. 이 산이들은 주로 
음악을 전담하는 악사 노릇을 하는데 김한국, 정일동, 이영만, 조한춘, 이용우 등이 주된 인
물로 참여하였다. 이용우산이의 경우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쉬면서 굿을 도맡아서 
해야 했으므로 이용우산이를 빼고 나머지 인물들이 음악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관상 발견되는 굿거리의 순서는 매우 한정적이지만 서울굿으로 일부 거리를 진행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령 황치선이 하는 굿거리는 모두 한양식의 굿이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도적인 현상은 모두 산이제의 굿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습
무들이 하는 굿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이를 비교해서 집굿의 제차
를 비교하는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고삼아서 산이제 굿 자료 가운데 도당굿 자료 가운
데 음원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여 병기하고자 한다. 

   1937년본: 赤松智城ㆍ秋葉隆, 烏山十二祭次, <<朝鮮巫俗の硏究>>, 屋號書店, 1937.
   1973년본1: 김태곤, 화성재수굿, <<한국무가집>> 3권, 집문당, 1978.
   1973년본2: 김태곤, 화성재수굿, <<한국무가집>> 3권, 집문당,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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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본: 경기도 인천시 율목동 <<안안팎굿>> 현지조사 자료.
   1983년본: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김천길댁 재수굿+새남굿 <<안안팎굿>> 자료.4)

   ----------------------------------------------------------------------
   1984년본: 경기도 동막도당굿(김인회촬영본, 김헌선녹음본)
   1986년본: 경기도 동막도당굿(장주근녹음본)
   1990년본: 경기도 장말도당굿(김헌선녹음본)

이 자료들은 율목동의 굿을 비교하는 좋은 자료들로 판단된다. 이종만의 오산 자료를 대상
으로 오산의 집굿에서 하는 열두 거리를 알 수 있으며, 산이제 굿이며, 이 율목동 굿의 주제
보자인 이용우와 이종만은 숙질간이므로 공통점이 있다. 김태곤의 자료는 화성 지역에 실재
했던 세습무와 강신무의 사례를 두 가지 보고한 것이므로 비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1983년
본은 경기도 수원시의 실제 굿을 관찰한 자료이다. 굿의 순서가 불분명한 대목이 있으나 이 
굿 역시 안안팎굿의 자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이제 굿으로 하는 굿거리를 위의 현지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굿거리를 외견상 비
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이 자료를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37년본 1973년본 1 1973년본 2 1981년본 1983년본
1. 부정

2. 시루말
3. 제석
4. 손굿

5. 군웅청배
6. 조상

7. 안당굿
8. 성주풀이
9. 선왕굿
10. 계면굿
11. 터주굿
12. 마당굿

1. 부정굿
2. 산바램
3. 안시루
4. 제석굿
5. 조상굿
6. 대감굿
7. 성주굿
8. 안당굿
9. 터굿

10. 우마굿
11. 마당굿

1. 안반굿
2.부정풀이
3. 산바램
4. 안시루
5. 제석굿
6. 호구

7. 대감굿
8. 조상굿
9. 성주굿

10. 창부서낭
11. 제면
12. 터굿

13. 우물굿
14. 우마굿
15. 마당굿

1. 부정
2. 말명

3. 산바라기
4. 성주새면
5. 시루굿
6. 성주굿
7. 제석굿

8. 대감놀이
9. 무감
10. 손굿

11. 조상굿
12. 군웅굿
13. 제면굿
14. 새남굿

1. 부정굿
2. 산바라기
3. 시루말

4. 제석청배
5. 성주굿
6. 제석굿
7. 대감굿

8. 호구대신
9. 조상굿
10. 군웅굿
11. 계면굿

굿의 서두와 결말을 부정과 마당굿으로 하는 사실은 굿의 당연한 형식적인 공통점이다. 그 
점은 예외없이 일치되는 바인데 뒷전이라고 하지 않고 마당굿이라고 지칭하는 점이 각별하다
고 할 수 있다. 부정 뒤에 산바라기가 오는 것은 경기도 굿의 특징이라고 만신이나 산이들이 
말한 바 있는데 이 점이 일치된다. 시루굿과 제석굿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일치되는 면모이

4) 정병호ㆍ이보형-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3. 김천길
의 굿에서 한 굿의 내력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의 여러 인물이 살아 있는 자료를 직접 면담하고 정리하면서 이를 파악하고 정리하
였기 때문이다. 이 자료집은 음원과 함께 접할 수 있으므로 많은 중요한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보고
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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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석굿과 성주굿이 직접 나올 수도 있으며 제석굿의 앞에 성주가 올 수도 있어서 
순서의 가변성이 있으나, 성주굿을 비롯해서 시루굿과 제석굿이 연계된다는 점이 긴요하다. 

다음으로 조상굿과 군웅굿, 그리고 대감굿 등이 하나의 굿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긴요한 굿
거리이다. 군웅과 조상, 그리고 대감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격인데 조상의 벼
슬아치나 집안의 군웅이 있으면 조상과 함께 동일하게 연결하여 다루는 특징이 있는 굿거리
라고 할 수 있다. 조상과 군웅이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경기도 남부 산이제 굿
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질병을 거두어주는 손굿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점이 특징적
인데 현재는 거의 굿거리로 연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면모이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 굿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가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점이 되는 사실을 들어서 이를 간추리고 연행본과 견주어서 이를 
도표로 작성하고자 한다. 

안반굿-부정-〔산신-천지창조신-생명창조신-가신-조상신-질병신-무령〕-마당굿

안반굿은 흔히 안반고시레라는 말을 뜻한다.5) 안반고시레가 적절한 말인데, 이 굿거리는 
굿이 아니면서 가장 요긴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 굿거리는 흔히 안반에 팥떡, 인절미, 깽
팻떡 등을 열두 무더기를 늘어놓고, 그 곁에 굿 흥정한 것을 비롯해서 준비된 모든 것을 늘
어놓고 하는 고시레이다. 전을 부친 것, 두부부친 것 등을 통째로 이르는 것이다. 굿의 준비
를 마치는 것을 말하고, 신에게 이를 고하는 절차를 이른다.6) 

부정과 마당굿이 서두와 결말인 점을 알 수 있다. 산신은 굿을 하는데 있어서 내세우는 첫 
번째 신격이다. 이 신격은 산바라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이 산바라기가 구체적으로 존재
한다. 다음으로 다른 고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천지창조신의 조판 과정을 서술하는 굿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곧 시루말 또는 시루청배이다. 생명창조신은 제석굿이다. 제석굿은 생명창조신
으로 수명을 기원하는 신격을 모시는 거리이다. 

가신은 성주, 안당, 터굿, 우마굿 등을 포함한다. 과연 터굿이나 우마굿을 여기에 소속시킬 
수 있는지 재론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여기에 분류한다. 조상신은 인격신으로 여러 신격을 
말한다. 조상, 군웅, 대감 등을 여기에 소속시킬 필요가 있다. 질병신은 손굿을 말한다. 무령
은 말명이나 제면 등을 말한다. 마당굿은 서낭, 마당을 말한다. 이들은 공간적인 한정된 곳을 
관장하지만 결국 제한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밖굿의 잡귀잡신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가 현재 만족할 만한 객관적 논의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도 남부에서 
연행되었던 자료를 모두 들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의 연행본 
또는 현지자료조사본을 토대로 굿거리를 배치하면 이와 같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이를 분류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이에 대해서 2007년 11월 11일에 장말도당굿에서 조광현제보자가 일러 준 사실에 근거해 말한다. 
6)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굿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령 전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반고시례-부정치기-산바라기 등으로 하는 유형이 있고, 이와는 다르게 부정치기-안반고시레-산바라
기 등으로 하는 것이 다른 유형이다. 2007년 11월 11일에 장말도당굿에서 조광현제보자가 일러 준 
사실에 근거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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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 부정 산신 천지신 생명신 가신 조상신 질병신 무령 마당굿
1937 1 2 3 7/8 5/6 4 10 9/11/12

1978/1 1 2 3 4 7/8 5/6 9/10/11

1978/2 1/2 3 4 5 7/8/9/1
2/13/14 6 10/11 10/15

1981 1 3 5 7 6/ 8/11/12 2/13
1983 1 2 3 4/6 5 7/9/10 8 11

 굿은 다양한 신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다루는 의례인데 이 실상을 위의 도표는 어느 정
도 다룰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 경기도 굿에서는 산신을 앞서서 다루고 천지신을 나중에 
다룬다는 점이 명확하게 발견된다. 천지신과 생명신이 이어져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다른 고
장에서 잘 볼 수 없는 특별한 면모이다. 구조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말이고, 가신의 특정신
앙과 연결되어 있는 점이기도 하다. 가신은 안당과 성주인데, 이밖에도 시야를 확대하면 몇 
가지가 더 있다. 조상신은 대감, 군웅, 조상 등인데 이 신격은 집안의 조령이거나 이와 관련
된 신격이다. 무령은 말명과 제면을 말하는데 세습무권의 지역이므로 계면을 더 내세우는 것
일 수도 있다. 질병신은 손님인데 현재는 연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상적인 것이다.

1981년본과 1983년본은 재수굿을 겸한 새남굿을 하는 연행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의
문을 더 해명하고 굿거리의 세부적인 절차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적으로 되어있
는 굿거리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의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다. 1981년본
은 전형적인 산이제의 굿을 오귀새남굿으로 하는 것이고, 1983년본은 서울식으로 하는 굿이
며, 진오기굿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산이제 굿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1981년본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인천시 율목동 경기산이제 새남굿의 세부적 고찰

이제 인천시 율목동의 굿을 구체적으로 굿거리별로 신격, 절차, 음악, 연행행위 등을 중심
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굿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이
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굿의 실상은 물
론하고 현재 이 굿을 기억하고 있는 제보자를 통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산이제 굿의 특징은 모든 굿거리를 산이와 미지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굿에서 찾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앉아서 하고 
서서 하는 기능적인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은 산이와 미지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를 굿거리로 실현한다고 하는 점이다. 

부정거리를 구현한 사례를 다음과 같은 연행의 실상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 굿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부정(서간난ㆍ조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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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리부정(서간난) : 자진굿거리
12. 앉은부정(조한춘) : 오니섭채, 모리, 발뻐드레
13. 선부정(서간난) : 부정놀이, 섭채, 부정놀이, 자진굿거리

부정거리를 셋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거리부정, 앉은부정, 선부정 등이 그
것인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행방식이기도 하다. 굿은 결국 굿판에까
지 이르는 신의 초청을 원활하게 하고 굿판을 정화하는 절차가 요긴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서두의 부정은 신이 수직으로 하강하는 공간적 구성에서의 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의 길로 온다고 관념해서인지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모두 거쳐서 들어오듯이 신 역시도 이러한 노정을 선택
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를 거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거리부정이 필요
하고 굿거리의 부정은 굿상 앞에서 차리고 이중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굿이 부정거리의 경
우에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에 세 가지가 있으
며 이를 관념적으로 구체화하는 거리부정이 중심으로 된다. 황토물림으로 하는 굿이 발달한 
것도 경기도 굿의 특색인데 이것이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부정은 자진굿거리로 하는 것으로 부정을 가시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서간난이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서 물로 부정을 물리고, 소지로 불로 부정을 가시고, 이어서 신칼로 가
시는 절차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북어를 둘르고 던져서 굿을 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로 있
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상징적이고 다른 고장에서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만
큼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고장에서 청배를 마치고 둘르는 것과 대조된다. 

거리부정에 사용되는 음악장단은 자진굿거리이다. 자진굿거리는 경기도 남부의 굿에서 발
견되는 독자적인 장단이다. 서울굿에서 연주하는 당악 장단과 기능이 일치하는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변체 가락이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친다. 

덩 - 구 궁 따 구 덩 따 다 궁 따 - (자진굿거리)
덩 따 다 궁 따 구 덩 따 다 궁 따 -

덩 - 더 궁 따 - 덩 - 더 궁 따 -

덩 - 궁 - 따 - 덩 - 따 따 구 -

기본장단과 변체장단이 있어서 만신이 춤을 추거나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사용하는 독자
적인 굿거리 장단이다.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달리 이를 다른 가락과 연결하면서 사용
하기도 해서 다소 빈도수가 높은 장단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경기도 남부의 특징
을 갖추고 있는 장단 가운데 하나이다. 

앉은부정은 산이가 앉아서 치는 부정을 이르는데 이 장단은 일정한 장단틀을 가지고 있으
며, 이 장단의 구성은 흔히 오니섭채-모리-발뻐드레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정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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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궁 - 딱 딱 - 뜨르딱 - - 딱 - - (오니섭채)
궁 따 따 궁 따 따 궁 따 따 궁 따 따 (모리)
따 따 뜨르따 따 뜨르따 따 뜨르따 따 뜨르 (발뻐드레)

세 가지 장단을 써서 이 앉은부정을 물리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정틀을 가
지고 있음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부정을 물리는 방식도 다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장단의 틀에 섭채인 도살풀이를 칠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섭채인 오니섭채를 치는 경
우가 있어서 서로 분간되게 용어를 사용한다. 이 장단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섭채는 2소박 
6박자이고, 오니섭채는 3소박 4박자이다. 

청배의 기본은 오니섭채를 써서 주요한 사설을 많이 배분하고 구연한다. 이와는 다르게 모
리가 나오게 되면 장단에 따라서 사설의 배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모리
에서는 다른 사설로 넘어간다는 경과구의 구실을 하고, 이와는 다르게 발뻐드레가 나오게 되
면 흔히 굿거리에 등장하는 수비를 물리는 사설에 배당한다. 이와 같은 사설의 배분과 연행
은 긴요한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 남부의 굿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앉은부정과 선부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것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앉은부정은 
산이가 앉아서 하는 굿이고, 선부정은 미지가 서서 하는 굿이다. 앉은 부분과 선 부분의 굿은 
다르게 진행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일단 공통점을 특정한 굿거리의 청배를 하는 점
에서 동일하나, 장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일어서서 하는 부정은 물과 불을 사용해서 행위
를 하면서 일을 하는 차이가 있다. 행위로 하는 굿이므로 춤과 동작에 따른 장단 구성에 차
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부정에서 장단이 달라지는 것은 분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단의 틀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부정놀이-섭채-모리-발뻐드레-자진굿거리 등으로 진행한다. 이 
장단의 운용틀이 선부정의 특징을 말하고 다른 굿거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는 유형성
을 가지고 있으며, 정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덩 - 따 - 구 궁 - 따

궁 - 따 구 궁 - 따 - (부정놀이)
덩 - 따 - 따구 궁 따 따 궁 따 궁다라 닥 (도살풀이)  

부정을 셋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지역의 굿에서 부정굿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삼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전통에 입각한 것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이와 미지가 굿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인
상적이고 음악구성이나 장단을 달리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고장의 굿에서도 비슷
한 구조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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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양주지역의 굿에서 부정을 행추물림, 앉은부정, 선부정 등으로 하는 것이 일치되는 현
상이고, 서울굿에서 황토물림, 앉은부정, 선부정 등으로 하는 것이 유사하게 발견되기 때문이
다. 결국 밖에서 굿을 해서 들어와서 안의 굿터에 와서 앉은 부정을 하고 선 부정으로 물로 
가시는 것은 일치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거
리부정, 앉은부정, 선부정 등은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을 마치고 이어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이 굿거리가 실상대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 말명(서간난)

말명을 한 것은 특이한 굿의 진행 방식으로 이해된다. 말명을 한 인물은 서간난인데 서간
난은 미지의 구실을 하고 있지만 미지들은 신가물로 말미암아서 강신무의 체험을 가진 이들
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말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강신무의 굿과 같이 진
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부정과 말명을 평복 차림으로 치마와 저고리 복색으로 진행한 것을 본격적인 굿거리가 아
니라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 평복으로 신복을 입지 않고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 셈
이다. 이 점에서 다른 지역의 굿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복
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굿거리의 특색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 점에 있어
서 분간이 일치되며 굿거리의 구성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명 뒤에 한 것은 산바라기이다. 산바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굿거리는 
긴요한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3. 산바라기(황치선) 
31. 산바라기 : 자진굿거리, 당악, 별상(타령), 당악
32. 산신신장-산대감-산신창부-산걸립-산영산 : 당악, 장단 없음, 염불, 

자진굿거리

산바라기는 산을 바라는 것으로 이른 바 서울굿에서 산신도당거리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러
한 사정이 동일하게 발견된다. 산바라기는 산지를 들고서 거성을 하는데 경기 남부의 굿답게 
결국 자진굿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거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악 장단이 이어지면서 소
지를 하고 공수를 하면서 굿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별상장단 또는 허튼타령 장단에 사슬
세우기를 하는데 흔히 육대감이므로 돼지를 바치는 일을 이 과정에서 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는 것이 곧 산신신장, 산대감, 산신창부, 산걸립, 산영산 등이 이러한 굿
거리에서 소용된다.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쌀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염불 장단에 방으
로 모셔가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본향을 일부 겸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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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 - 딱 - 쿵 따 쿵 - (당악)  
덩 - - 덩 - - 덩 - 따 쿵 - 따 (별상장단)

덩 - - 쿵 - - 따 - 따 궁 - 기덕 다 르 르르 - - - (념불)

장단이 특이하게 변형된 것이 있지만 서울굿으로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굿거
리의 진행에 있어서 특정한 면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주 특별한 면
모가 있다. 

진작에 필요한 음악이 곧 성주새면이다. 잔을 바치고 신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진적이라고 
하는데 이를 삼현가락을 연주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성주새면이라고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4. 성주새면(악사 : 김한국, 이영만, 정일동, 전태용, 이용우 등)
긴염불타령-삼현타령-별곡타령-굿거리

이어서 시루굿을 했다. 시루굿은 역시 산이와 미지가 나누어서 하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시루굿(이용우ㆍ오수복)
51. 시루청배(이용우) : 섭채, 모리, 발뻐드레
52. 시루말(오수복) : 비손

시루굿은 시루에 불박기를 마련하고, 여기에 청수, 막걸리, 북어를 꼽고 하는 것이다. 이 
굿을 하는 이유는 이 굿을 마친 뒤에 삼당을 매고 굿을 준비하는 절차를 실제적으로 마치는 
굿을 하는 것이다. 불박기는 쌀을 주발에 담고, 실 한타래를 걸치고, 수저를 꽂는 것을 말한
다. 삼당을 매는 것을 선반을 매고, 여기에 굿의 음식을 차려놓고 신을 청하는 절차를 마련하
는 것이다. 이는 제석굿의 뒤에 하는 시루도듬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맺는 굿거리이다. 시루도
듬은 빈 시루를 잡은 사람이 굿한 집을 도와주겠는가 아닌가 하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
한 응답을 비는 것과 관련된다. 일종의 대잡이와도 관련된다.7) 

시루청배는 산이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루청배라고 한다. 시루청배는 흔히 시루말의 본풀이
를 구연한다. 오니섭채에 맞추어서 빠른 장단으로 연행하는 것이 이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시루말이 창세신화이므로 창세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창세를 하는 과정
이 예시되어 있다. 부정거리에 앉은 부정으로 했던 장단의 운용틀과 비슷한 전개를 보인다. 
오니섭채-모리-발뻐드레로 마치는 점은 일치한다.8) 

♪ ♪  | ♪ ♪  || ♪ ♪  | ♪ ♪ (오니섭채)

7) 이상의 사실은 2007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장말도당굿에서 조광현의 제보에 의한다. 
8) 김헌선, 경기도 오산 부산리(가뫼골) 산이의 장세서사시 ＜시루말＞ 연구, <<한국무속학연구>> 제24

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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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     남두   칠성
태칠    성-      태박   사님

전욱     신농   씨로다
어-------------------------

♪ ♪ ♪ | ♪ ♪ ♪ || ♪ ♪ ♪ | ♪ ♪ ♪ (모리)

♪ ♪ ♪| ♪ ♪ ♪ || ♪ ♪ ♪  | ♪ ♪ ♪ (발뻐드래)
상청 -  은 - -   설흔  -    여덟 -
중청 -  은-  -   스물  -    여덟 - 

음악적 내용과 서사적 진행은 균등하게 진행된다. 오니섭채로 하는 것은 서사의 내용을 충
실하게 하는데 장단과 사설이 균등하게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단이 넘나들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오니섭채를 달리 8박으로 보고 이를 
2ㆍ2ㆍ2ㆍ2와 3ㆍ2ㆍ3으로 분절해서 기표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실한지 의문이 있
다.

산이들이 연주하거나 반주하는 음악에서는 이러한 리듬의 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서 
과연 무엇을 중심에다 두고 생각할지 의문이 많다. 부정청배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장단의 분절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은 부정놀이, 도살풀이, 자진굿거리 등에서도 수시로 일어
난다. 

부정놀이 :  2ㆍ2ㆍ2ㆍ2ㆍ2ㆍ2ㆍ2ㆍ2
   2ㆍ2ㆍ3ㆍ3ㆍ2ㆍ2ㆍ2

           3ㆍ3ㆍ2ㆍ3ㆍ3ㆍ2
도살풀이 : 2ㆍ2ㆍ2ㆍ2ㆍ2ㆍ2

   3ㆍ3ㆍ2ㆍ2ㆍ2
자진굿거리: 3ㆍ3ㆍ3ㆍ3

    2ㆍ2ㆍ2ㆍ2ㆍ2ㆍ2
    2ㆍ2ㆍ2ㆍ3ㆍ3

이러한 현상은 산이들의 음악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며 예술적인 세련도를 더하는
지 중요한 원리를 파악하게 하는지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를 부여한다. 고정되어 있는 장단을 
연주하지 않고 수시로 변화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른 바 집을 만들고 이를 다양하게 변화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점에서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이들의 음악이 예술
성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시루말>의 본풀이 구연에서도 이점이 구현된다. 그런데 이 음악의 연주에서 본풀이 연행
과 내용의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보아야 한다. 현재 연구는 이를 평면적으로 대비하게 되는
데 이는 잘못이다. 본풀이의 서사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입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시루말>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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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하궁 당칠성이 지하궁에 내려와서 인물추심을 다닌다. 
2. 당칠성이 하루를 쉴 곳을 찾다가 매화뜰 매화부인의 불 켜진 집을 발견한다. 
3. 당칠성과 매화부인이 하룻밤을 동품한다. 
4. 매화부인의 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난다. 
5. 당칠성은 꿈을 해몽을 하고 장차 아들 형제를 낳을 것이라고 하고 이름을 짓고 천 하

궁으로 떠난다. 
6. 매화부인이 잉태를 하고 마침내 아이를 낳으니 아이 이름을 선문이와 후문이라 고 한

다. 
7. 선문이와 후문이가 서당에 들어서 글공부를 하다가 동접아이들에게 아비없는 자 식 이

라고 놀림을 당한다.
8. 두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천하궁 당칠성이라고 알고서 아버지를 만나러 하늘 로 올

라간다. 
9. 아버지와 만나서 이름을 확인하고 선문이는 대한국을 후문이는 소한국을 지니게 된다. 

서사적인 내용은 단순하게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내용을 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오니섭채 장단을 연주하고, 말을 위주로 구연한다. 사설은 장단에 일정하게 엇붙게 되어 있는
데 대마디 대장단으로 붙지 않는다. 일정한 장단을 집을 지으면서 변화라는 생명력을 부여하
고, 여기에 사설을 자연스럽게 엇붙이면서 장단을 불규칙하게 주면서 삼중의 변화를 부여하
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에서 본풀이는 변화를 구현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후반부에 갈수록 점점 오니섭채는 빨라지게 되고 결
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장단을 나아가는데 이것이 곧 모리와 발뻐드레이다. 이 때에는 
서사적인 내용은 끝나고 흔히 굿판의 굿거리에 따라다니는 수비를 풀어먹이는 것으로 결말지
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시루말>의 본풀이는 세 대목으로 나뉘는 것이 확인된다.10) 굿거리의 
연행이 전반부에서는 굿의 연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앞의 굿거리에서 어떠한 굿거리가 놀아지
고 있으며 현재의 굿거리에서 어떠한 신을 모시게 되는지 굿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구
실을 한다. 두 번째 대목에서는 본풀이의 직접적 내용이 구연된다. 세 번째 대목에서는 본풀
이의 주신이외에 굿거리에 따라서 들어온 여러 하위 신격을 풀어먹이는 대목을 연행한다. 현
재의 전승에서는 첫 번째 대목이 구연되지 않는다.

두 사실을 연결하면 본풀이 구연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이 발견된다. 본풀이의 내용 전개에 
따라서 장단의 변화가 서로 맞물린다. 본풀이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장단이 변화하고 전혀 
다른 장단이 틀처럼 부가된다. 결말에서 수비를 풀어먹이는 장단이 따로 있다. 이러한 장단의 
변화는 남부의 굿에서만 확인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루말>은 시루청배인데, 굿의 외형적인 사실이 긴요하다. 시루를 상에다 놓고 여기에 대
주의 밥주발에 쌀을 놓고, 초를 밝힌 뒤에 연행하는 것이 이 시루말이다. 시루가 통째로 올라

9) 이용우가 구연한 <시루말>의 내용은 서사된 시간이 6분여를 조금 넘는 것이어서 내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 꼭 그러한 것만도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빠른 속도로 구연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0) 赤松智城ㆍ秋葉隆, 오산열두거리(烏山十二祭次)  가운데 시루말, <<朝鮮巫俗の硏究 >>上卷, 屋號書
店,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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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고 하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굿을 할 때에 찌는 떡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신에게 바치는 성찬인데 시루째 올리면서 신에게 창세의 내력을 고하면서 굿에 신이 오기를 
기원하는 것은 신성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반고사와도 견주어 볼 수 있는 의례이다. 부정을 치기 전에 안반굿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된다. 떡을 어슷비슷하게 썰어서 이를 울바자에 꽂고 신성한 굿을 
하는 장소임을 알리고 이를 나중에 인간에게 풀어먹이는 일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 남부 굿
에서는 이를 시루청배로 재차 연행한다. 떡이 신성한 음식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미지가 앉아서 비손으로 시루굿을 하는데 이는 선굿으로 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부정을 
할 때에는 선굿으로 미지가 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비손으로 하므로 차별성이 생긴 셈이다. 
굿거리가 산이와 미지에 의해서 분할된다는 이중적인 면모는 지속되지만, 산이와 미지가 앉
은굿과 선굿을 모든 거리에서 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반증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차별
성을 가지고 있다. 시루굿은 이에서 어긋난다. 시루굿에서 비손을 하고, 나중에 소지를 태우
고 마치는 것이 확인된다. 

성주굿은 규모가 큰 굿 가운데 하나이다. 성주굿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인데 이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성주굿(이용우ㆍ조한춘등)
61. 성주푸살(이용우) : 푸살-굿거리-자진굿거리-자진굿거리-섭채
62. 성주부치기(조한춘ㆍ오수복) : 굿거리, 당악, 염불-당악

성주굿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지역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있다. 저녁성
주와 새벽성주로 나뉜다고 한다. 가령 저녁성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영, 마도, 안산 등지에
서는 저녁성주를 모시고, 수원, 화성 등지에서는 새벽성주를 모시게 된다고 말한다. 성주굿의 
지역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주굿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11) 

새성주굿에서는 성주굿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굿은 새성주굿이 아니므로 <성주풀
이>도 하지 않고, 성주의 축원 덕담만을 한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구경거리를 보여주었어야 
하므로 이를 재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들보에 성주 소창을 걸고서 이를 산이들이 여러 나
와서 이용우 산이의 선창에 따라서 노래하고 이를 후렴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
치 톱질을 하듯이 밀고 당기면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자적인 장단에 의해서 연행된
다. 이를 흔히 성주푸살장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푸살과 자진굿거리가 하나의 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주푸살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장단인데 이를 정간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선후창이
면서 인상적인 장단을 주고받는 것이 이 장단의 틀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이상의 사실은 2007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장말도당굿에서 조광현의 제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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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단은 장구와 징 둘 만이 반주를 하는 것으로 새성주굿에서 집을 짓고서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새성주 음식을 모아놓고 대들보에다 무명을 걸고 집사와 공원으로 나뉘어서 
서로 집사와 역군이 되어서 무명의 양끝을 잡고서 춤을 추면서 빙빙 돌면서 집사의 선창에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 독자적인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12) 

푸살에 이어서 권선장단을 연주하기도 한다. 권선장단은 무명을 풀어내리고 이에 따른 덕
담을 하는 때에 연주되는 음악으로 미지들이 신모음을 할 때에 사용한다고 해서 흔히 신모음
장단이라고도 한다. 산이들이 무명을 풀어내린 것을 ‘혼내렸다’고 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장단
에 맞추어서 박물가를 노래로 하는데 일종의 축원 덕담이다. 권선장단에 이어서 흔히 봉등채
라는 것을 연주하는데 이를 흔히 굿거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를 굿거리보다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3소박 5박 장단이며, 이 역시 신모음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주굿에서 덕담을 이어갔는데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하는 굿거리로 산이의 면모가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굿에서 긴요한 것은 덕담이다. 덕담을 흔히 판소리의 박물가를 
하듯이 권선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진굿거리의 뒤에 흔히 공수답으로 고
사덕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북 장단에 맞추어서 굿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경까지 모두 닫
고 다음으로 잔을 주는데 섭채 장단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 이 굿거리의 마지막이다. 

성주대를 내리는 절차를 오수복과 산이가 더불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주푸살에이어서 
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이른 바 성주대를 내리면서 이를 부치는 것이다. 굿거리, 당악, 염불, 
당악 등을 연주하는 것이 사용된다. 오수복이 징을 치고 조한춘이 대를 잡아서 성주를 내리
고 이를 벽에다 찾아다니다가 이것을 앉히는 것이 이 굿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굿에서 비교적 굿의 규모가 큰 굿거리 가운데 하나가 곧 <제석굿>이다. 이 굿의 핵
심은 다면적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제석굿(조한춘ㆍ오수복)

71. 제석청배(조한춘) : 오니섭채, 모리, 발뻐드레
72. 제석본풀이(오수복) : 부정놀이, 섭채-모리-발뻐드래, 부정놀이, 굿거

리, 자진굿거리, 도드리-자진굿거리-당악, 염불마리, 섭채
73. 중타령(조한춘) : 중중모리, (장구), 자진모리, (북)
74. 제석거리노랫가락 : 가래조, 섭채, 자진굿거리

제석굿 역시 조한춘과 오수복이 진행하였으므로 이들의 구실이 달라진다는 전통을 흔히 만
나게 된다. 산이는 섭채-모리-발뻐드레 등의 장단으로 흔히 본풀이를 전개하고, 미지는 이를 
이어서 다양한 춤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조한춘이 특이하
게 중굿과 축원덕담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오수복이 제석청배에 이어서 제석굿을 서서 하고, 다음으로 오니굿거리에 맞추어서 만수받

12) 성금련편,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복사물), 1986.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 민속원, 1999.
    임수정이 지영희의 육성 테잎을 채록하고 경기도의 굿 음악을 정확하게 채보하여 이해에 깊이를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지영희의 테잎은 여러 형태로 전하고 있으나, 핵심을 정리하자면 장단을 장구로 
연주하여 들려주며 해설을 곁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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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고 중의 복색을 하고 내려왔으므로 고깔을 쓰고 장삼춤을 추게 된다. 염불을 하면서 
마치자 조한춘이 이어서 중타령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덕담을 타령을 하였다. 산이가 미
지의 뒤를 이어서 이 굿을 하는지 의문이 있으나 조한춘의 유일한 장기이므로 이 굿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중타령과 축원덕담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석굿을 마치면서 미지인 오수복이 다시 이어받아서 가래조 장단으로 하는 거리노랫가락
을 연주하였다. 거리노랫가락은 서울지역의 노랫가락과 틀이 다른 것을 사용한다. 경기도 남
부의 노랫가락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랫가락의 특징이 구현되는 
굿거리는 흔하지 않은데 거리 노랫가락이 이 과정에서 사용된다. 가래조-섭채-굿거리 등이 
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 - 석 님 - - - 오 시 - 는 길 에 - - 은 하 - 수 - 로 - 다 다 릴 - 놔 요 - - -

- - - 제 - 석 - 님 가 - 시 는 - 길 에 - 안 - 개 수 - 풀 - 로 다 릴 - 놔 요 - - -

- - - 제 - 석 - 이 와 - 교 를 - 시 다 - 놀 - 고 나 - 가 - - 오 - - - - - - -

 
가래조와 같은 장단으로 연주되지만 이와는 다른 특징이 구현된다. 초장은 미지가 부르고, 

중장은 앉은 산이가 부르고, 종장은 미지와 산이가 함께 부른다. 가래조장단을 모두 넷으로 
연주하여서 사설을 붙인다. 그런 점에서 <조상굿>에서 연주하는 가래조는 두 장단에 사설을 
둘로 붙이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 

사설에 가래조 네 장단으로 부치는 것이 시조의 한 장을 두어서 사설에 대한 인식을 길게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서 이를 받아서 노래로 하는 것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중장이어서 서울의 노랫가락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장의 끝을 길게 끌어서 중장의 
반복창과 대선율을 이루도록 해서 아름다움을 자아내도록 한다. 

사설이 단조롭게 되어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방식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가령 다음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산에 달래를 캐어 흐르는 물에 흘려씻어(미지)
남산에 달래를 캐어 흐르는 물에 흘려씻어(산이)
제석이 와교를 시다 놀고나 가오(미지+산이)

남산에 눈비가 오니 소복소복이 매화로다(미지)
남산에 눈비가 오니 소복소복이 매화로다(산이)
제석이 와교를 시다 놀고나 가오(미지+산이) 

미지가 부르는 것을 산이가 반복해서 부르고, 산이가 반복해서 부르면 다시 미지와 산이가 
합창으로 부른다. 이 점에서 이장형식의 시조가 된다. 그러나 사설에서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가창방식은 만신과 기대가 서로 부르던 방식과 일치한다. 만신이 초
장을 내고, 기대가 중장을 내고, 만신과 기대가 종장을 합창으로 하는 점에서 같다. 

차이가 있다면 만신이 다시 초장을 8로 가져가므로 중장과 종장의 첫 번째 음보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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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시조의 초장 첫 번째 음보가 문제이다. 5ㆍ8ㆍ8ㆍ8을 때로는 8ㆍ8
ㆍ8ㆍ8로 바꾸어서 부른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는 5ㆍ8ㆍ8을 지켜
야 시조시의 핵심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감놀이를 했다. 대감놀이의 구성 요소를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8. 대감놀이(황치선)
노랫가락, 상산, 당악, 굿거리, 당악

대감놀이는 이른 서울굿으로 하는 대안주거리에 해당한다. 대안주는 흔히 상산최영장군, 별
상, 신장, 대감 등을 함께 껴서 노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남부의 굿에 서울굿의 흔적이 강하
게 배어 있으며 습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와는 다
르게 호구별상, 군웅, 말명 등을 함께 노는 것도 있어서 무풍에 따라서 다르게 응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감놀이의 요점은 타령에 있으므로 이를 상세하게 노는 것이 확인된다. 황치선
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울굿을 하는 인물이고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대감놀이를 마치고 무감을 서게 되었다. 무감은 다음과 같은 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주목된
다. 

9. 무감
굿거리, 자진굿거리

무감은 흔히 서울굿이나 경기도 굿에서 하는 특별한 거리인데 이것이 곧 ‘무감선다’ 또는 
‘무건선다’는 것으로 신명놀이를 하는 대목이다. 흔히 쾌자를 입히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인데 
장단은 굿거리와 자진굿거리를 사용한다. 이 굿거리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무감을 서는데 경
기도의 굿이라는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른 바 일반 사람들의 신명풀이를 하는 굿거리이다. 
본격적인 굿거리라 할 수 없고 놀이를 하는 스타일의 굿거리라고 할 수 있다.

 손굿을 이어서 했는데 손굿은 예전에는 중요한 굿 가운데 하나였는데 현재는 의미를 상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손굿(서간난)
섭채, 자진굿거리

손굿은 소님굿이라고 하는데 예전의 마마배송과 같은 굿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 손굿은 장단이 섭채와 자진굿거리여서 일반적인 예사 굿거리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
음이 확인된다. 무가를 하는데 섭채 가락에 하고, 춤사위를 추고 공수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손굿에서 마을굿으로 확대될 때에는 간단하게 하지 않고 손님노정기와 같은 굿거리를 
확대하는 것에 견주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굿에서 중요한 것이 곧 조상굿이다. 조상굿은 매우 중요한 굿거리여서 
다음과 같은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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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상굿(이용우ㆍ오수복)
111. 조상청배(이용우) : 가래조, 자진굿거리
112. 삼현 : 긴염불타령-삼현타령-별곡타령-굿거리
113. 조상굿(오수복) : 섭채, 부정놀이, 자진굿거리, 부정놀이, 자진굿거리, 

섭채, 가래조, 자진굿거리

조상굿은 흔히 새벽 찬이슬을 맞고 하는 굿거리라고 한다. 이 굿은 밤이 깊어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굿 역시 두 가지 산이굿과 미지굿으로 나누어
서 진행하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단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점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이인 이용우가 가래조로 마달을 구송하고, 전악들이 이 소리를 받아서 가래조로 동일하
게 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곧 악기로 이루어지는 선율과 산이의 마달이 서로 주받
이의 형식으로 이어가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이 가래조에 의한 조상청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각도에서 본다면 이러한 만세받이, 만수받이 식의 가창방식은 이러한 각도에서 매우 긴요
한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창방식은 매우 폭넓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굿에서 독자적인 형식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잽이)
     덩 - - 따 - 덩 - 따 덩 - 따 쿵 - 덩 - 따

 
     (산이)

- - - 대 - 월 은 - 삼 - - 십 - 일 - -

- - - 소 - 월 은 - 이 - - 십 - 구 - 일

금 - 와 - - 금 년 은 열 - 두 달 - 인 - 데

- - - 동 - 삼 색 - 주 삼 - 색 - 잡 아 -

오 시 던 군 웅 마 누 라 신 청 - 전 - 물 로 -

나 - - 리 - 오 - -

            (잽이)
     덩 - 따 쿵 - 덩 - 따 덩 - 따 쿵 - 덩 - 따

 
조상굿에서 가래조의 뒤에 수비를 풀 때에는 자진굿거리를 치면서 하는 것으로 다른 굿거

리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산이가 하는 것은 오니섭채와 모리 및 발뻐드레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미지는 부정놀이-섭채-모리-발뻐드레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다. 이 유형
과 다르게 산이의 청배에서 가래조-자진굿거리 등으로 진행하는 유형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산이의 청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산이굿과 미지굿이 나뉘는 것이 두 가지 형태
인 점을 알 수 있다. 

삼현육각을 새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굿거리는 조상에 예를 올리는 것으로 흔히 장단의 다양한 모음을 선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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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긴염불타령-삼현타령-별곡타령-굿거리 등으로 삼현육각을 연주한다. 조상에게 예
를 올리는 것으로 음악만을 연주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새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지굿은 섭채로 조상을 청하고, 부정놀이로 춤을 추고, 자진굿거리로 사설을 대고, 섭채로 
잔을 올리고, 이 거리에서 거리노랫가락을 한다. 이 노랫가락은 가래조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래조로 노랫가락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석
노랫가락, 조상노랫가락 등이 확인된다. 다른 고장에서는 거리거리 노랫가락이라는 말이 쓰이
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미지굿은 춤, 공수, 청배 등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조상굿과 군웅굿은 항상 나란히 있게 된다. 이 두 거리가 잇달아 있는 것은 다소 해명이 
요구된다. 조상과 군웅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12. 군웅굿(서간난)
당악, 도드리, 자진굿거리-당악, 섭채, 자진굿거리

군웅굿은 성격이 모호하기는 한데 홍철륙을 입고서 신을 청배하고 잡귀를 쫓아내는 것이 
이 굿거리의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장단은 간단한 것이 사용되는데 당악, 도드리, 자진굿거
리, 섭채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춤이나 공수를 비롯해서 활로 쏘는 시늉을 하면서 굿거리를 
마무리한다. 이 군웅은 조상과 관련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잡귀를 물리치는 것이 곧 이 
굿거리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군웅굿에서 보이는 다면적 성격이 엿보인다.

군웅굿에서 이어서 제면굿을 하게 되었다. 군웅굿과 제면굿은 상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나 
서울굿에서 마무리를 하는 대목에서 이 굿거리를 하게 된다.  

13. 제면굿(오수복)
자진굿거리, 섭채, 자진굿거리

제면굿은 계면할머니를 놀리는 것을 말하는데 계면할머니는 미지굿이다. 이 굿에서는 단골
들의 경계면을 돌러다니는 계면떡을 파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면의 숫자가 서
른 일곱, 스무 일곱 등으로 숫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자진굿거리나 섭채
를 중심으로 해서 굿거리의 진행과 떡팔기 등을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굿거
리에서 이루어지는 떡 팔기는 다시 생각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이른 바 <계면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안굿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굿이 곧 밖굿이라고 할 수 있다. 안굿과 밖굿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를 연결하는 법칙이 흥미롭다. 새남굿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4. 새남굿(이용우ㆍ오수복)
141. 새남군웅청배(오수복) : 섭채, 부정놀이, 올림채, 부정놀이-올림채-겹

마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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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새남맞군웅춤(이용우ㆍ오수복) : 반설음, 겹마치기
143. 새남노정기 또는 죽엄의 말(이용우) : 부정놀이-올림채, 징, 섭채, 이

하 반복

새남굿은 산이와 미지가 합작하고 각기 하는 굿으로 새남굿의 요체에 해당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새남굿은 세 부분으로 분절된다. 첫 번째 부분은 미지 혼자서 군웅을 통해서 굿
을 하는 신격을 청하고 놀리는 일을 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군웅굿의 전개와 비슷하게 전
개된다. 섭채에 의해서 무가를 구연하고, 부정놀이로 춤을 춘다. 올림채-부정놀이-올림채-겹
마치기 등으로 방수밟이를 한다. 돼지머리를 놀리면서 방수밟이를 하고, 이어서 징을 치면서 
방수밟이를 하는 것이 이 장단으로 하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새남굿은 군웅굿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군웅상을 세워놓고서 이를 치면서 방수밟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군웅상을 돌면서 방수를 밟는 것이 마치 굿을 하는 방수밟이
를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군웅굿을 응용하는 것이 새남굿이고 군웅굿
이 새남굿으로 원용되는 것이 결국 확인되는 셈이다. 

두 번째 대목은 군웅굿의 뒤에 하는 쌍군웅춤과 흡사한 것이 오수복과 이용우의 맞군웅춤
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새남굿에서는 망자의 상이 결국 군웅상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남굿은 망자의 혼백이 놓여 있는 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둘 사이의 춤 내용에 전부이다. 특히 산이와 미지가 반설음과 겹맞치기 장단을 연주하
면서 이를 오수복과 이용우가 춤을 추는 것은 군웅굿의 절차와 다르지 않다. 

서울굿에서 하는 도령돌기와 성격이 상통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굿에서는 도
령돌기가 굿거리-타령-당악 등으로 그리고 동시에 도령돌기의 춤이 만신 혼자서 춤을 추어나
가는 것으로 정연하게 짜여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새남굿의 맞군웅춤이 잘못 짜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내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각기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남노정기로 산이가 혼자서 하는 대목이다. 새남굿에서 요긴한 것은 결국 산이 
혼자서 하는 새남노정기와 같은 절차인데 이것이 곧 군웅노정기와 대응한다. 이를 달리 곧 
<죽엄의 말>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노정기로 구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13) 곧 <새남노정기>
가 군웅노정기와 대응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굿의 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웅
굿의 확대 개정판이 곧 새남굿임을 알 수 있다. 새남굿은 마을굿에서 하는 <손님굿>과 <군웅
굿>이 일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엄의 말>은 전생과 후생으로 달라지면서 양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 있
다. 이 <죽엄의 말>이 둘로 갈라지는 것에 구연본마다 차이는 없지만, 핵심을 정리하자면 전
생의 말은 망자가 죽어서 사자에게 돌아가고 시왕의 내력을 알고 사천왕과 열시왕을 상세하
게 아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십장엄이나 불교의 염불을 알고 가는 것이 긴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후생의 말은 잡귀를 물리치고 저승의 극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점이라고 

13) 赤松智城ㆍ秋葉隆, 죽엄의 말, <<朝鮮巫俗の硏究>>, 屋號書店, 1937. 시흥의 무부인 하영운의 <죽
엄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죽엄의 말>은  산이들의 새남굿에서 긴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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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를 중점적인 내용으로 하면서 이를 구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구연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용우산이가 징을 들고 

일단 부정놀이-올림채로 징을 매고 돌면서 각 방향으로 징을 울리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것
이 장단에 한 바퀴로 돌면서 굿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굿의 
전개는 특별하다. 제주도의 방광침 또는 방광울림과 성격이 일정 부분 상통하는 외형을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죽엄의 말>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긴요한 구연본인 셈이다. 

<죽엄의 말>은 징, 타령, 섭채, 자진굿거리 등으로 셋으로 갈라지는데 장단에 따라서 어떠
한 특징이 있으며 서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간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징은 <죽엄의 말>에서 주로 교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나를 감추
고 사실만을 열거하는 것으로 할당된다. 죽음의 세계인 저승에 관한 지식의 나열이나 다른 
것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구현한다. 타령은 염불을 외우는 것에 할당한다. 불교적인 성취를 
내세우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섭채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에서 벗어나서 주관적 느
낌이나 외적인 서술에 치우치지 않는 내면적 서술에 할당된다. 자진굿거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15. 뒷영실(복원)
16. 베가르기(복원)

이상으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굿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해서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가) 이 굿은 인공적 조건의 굿이다. 
이 굿은 자연적 조건에서 한 굿이 아니라, 인공적 조건에서 한 굿이다. 무속을 연구하는 학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굿이기 때문에 순연한 목적을 지닌 굿이라고 보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특히 산이제 굿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굿의 전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진 굿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인공적 조건의 굿이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문학, 무용학, 민속학, 음악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참여하고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이 
이룩된 점에서 중요한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날의 굿이 온전하게 자연적 굿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인공적인 조건 속에서 한 굿이지만 굿의 근본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집굿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중요한 산이들이 대거 참여하여 굿을 한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남부의 굿 가운데 집
굿, 특히 재수굿과 새남굿의 성격을 둘 다 보여주고 있는 인공적 조건이어서 매우 긴요한 의
의를 부여할 수 있다. 안안팎굿의 전형적 특징을 지닌 굿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공적 조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굿이다. 

나) 이 굿은 경기도 남부 산이제굿과 서울식의 굿이 합쳐져 있는 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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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굿의 주된 거리는 산이제 굿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산이제의 굿이 명확하게 구현되지
만, 가끔 한양식의 굿이 있어서 산이제굿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황치선박수가 
하는 굿에서는 이러한 서울식의 굿이 행해졌다. 서울식의 굿은 산바라기, 대감놀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굿은 전통적인 경기 남부의 산이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산이제굿의 대거 쇠퇴와 세습무계의 궤멸은 불가피한 굿의 변형이고 변화의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 산이제굿의 전통이 일거에 사라지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한양식의 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경기도 수원에서 기록된 것에도 거의 같
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차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산이제굿과 한양식의 굿이 합쳐져 있
으며 지역적 정체성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산이제굿의 붕괴와 인멸 과정의 기록이라고 하
는 점에서 이 굿의 처지를 보여준다. 
 

다) 이 굿은 경기 남부제의 재수굿과 새남굿이 합쳐져 있는 안안팎굿이다. 
재수굿과 새남굿이 연결되어 있어서 집굿에서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굿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재수굿의 절차와 새남굿이 결합함으로써 이를 온전하게 하나로 
이해하는 단서로 된다. 굿의 구성에 재수굿이 모두 끝나고 새남굿이 이어지게 하는 점에서 
굿의 두 가지 특성을 합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경기 
남부의 산이제 굿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안안팎굿이라고 하는 말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하는 맥락이 
있다. 가령 언중들이 “안안팎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다” “안안팎이 바뀌었으니 이를 뒤집어
라” 등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과 의미를 환기하는 적절한 구절이다. 그러므로 말이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굿과 밖굿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이 말의 의미를 중
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굿의 성격을 말하는데 있어서 재수굿과 새남굿의 형태를 합
쳐 이르는 점에서 긴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이 굿에서 산이와 미지가 양분하여 겹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굿은 동일한 굿거리를 앉은 굿으로 산이가 하고, 선굿으로 미지가 하

는 특성이 있다. 동일한 굿을 반복하면서 겹굿으로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굿에서도 동일한 
특성이 발견된다. 산이와 미지가 굿을 양분하여 진행하는 굿에서 산이는 앉아서 하고, 미지는 
서서 굿을 한다. 산이는 청배를 전담하고, 미지는 서서 청배와 함께 춤을 추고 축원 덕담을 
하는 것으로 되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굿에서 두 가지 유형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굿에 따라서 이 형식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특정한 굿거리에서 장단으로 드러난다. 산이-미지의 유형에서 산이는 오니섭채-
모리-발뻐드레 등으로 진행하고, 미지는 부정놀이-섭채-모리-발뻐드레-(가래조노랫가락-오니
굿거리)-자진굿거리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이가 가래조-자진굿거리로 하고, 미지가 자진
굿거리-가래조-섭채-가래조노랫가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굿이 겹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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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굿에서 산이와 미지가 각기 일어서서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굿거리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주굿이고, 다른 하나는 새남굿이다. 산이와 미지

가 각기 일어서서 하는 것에서 본풀이 청배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특징적으로 갈라진다. 
산이가 먼저 하고, 미지와 산이가 나중에 하는 것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미지가 먼저 하고, 
미지와 산이가 춤을 추고, 산이 혼자서 징을 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새성주굿에서는 산이가 먼저 하고, 나중에 미지와 산이가 진행했는데 이것은 푸살-권선-봉
등채로 진행하며, 자진굿거리 등이 장단으로 활용되고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장단이 소용된다. 
새남굿에서는 부정놀이-올림채-겹마치기-올림채-겹마치기-섭채 등을 하는 것을 만날 수 있
다. 산이가 일어서서 하면 복합적인 장단이 사용된다. 

바) 경기도 남부의 굿에서 장단이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단은 굿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리를 몇 가지로 하는데 이를 일단 장단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14) 

2소박 4박자 : 당악, 오니섭채
2소박 6박자 : 섭채(도살풀이)
2소박 8박자 : 부정놀이
2소박 15박자 : 푸살
3소박 4박자 : 굿거리, 타령, 오니굿거리, 자진굿거리. 모리, 발뻐드레, 겹마치기
3소박 5박자 : 봉등채
3소박 6박자 : 염불
3소박 8박자 : 길군악
2소박+3소박자 : 가래조, 올림채, 권선(신모음), 터벌림, 반설음15), 진쇠

다양한 장단이 쓰이는 것은 인정된다. 다양한 장단의 소박 유형이 다양하고 동일한 장단이
라고 하더라도 빠르기와 한배를 놓는 방식이 달라서 다양성을 더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단의 유형이 다양한 것은 다른 고장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지역의 독자성이라고 하
겠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생명력을 가진 실체로 전환한다. 그것이 곧 장단이 집을 짓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장단으로 수시로 변화하면서 다양성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장단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흔히 산이들이 하는 말이다. 단조롭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다른 가락을 변체로 유형을 이룩해서 이를 거듭 변형해서 다르게 구현하는 것
이 장단의 집과 관련된다. 동일한 장단을 유형적으로 다르게 변주하여 이를 집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것이 경기도 남부 산이제의 굿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것의 핵심은 춤에 있다. 

14) 이러한 장단 유형의 정리에서 임수정의 글과 지영희의 글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성금련편,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복사물), 1986.
    임수정, <<한국의 무속장단>>, 민속원, 1999.
15) 반설음을 터벌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들어보면 정확하게 다른 장단으로 생각된다. 
    임수정, 같은 책,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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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에 집을 짓는 이유는 음양의 악구를 형성하는 이유도 있고, 소박을 다르게 해서 이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것을 다르게 구성하면서 다양하게 형성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사설을 붙이는 것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춤 장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 농악과 견주어서 보면 수시로 장단을 다르게 연주하는 점에서 이 현상은 주
목해야 마땅하다. 

장단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본풀이로 사용하는 장단 : 섭채 / 오니섭채-모리-발뻐드레
굿거리의 서두 춤 : 부정놀이, 올림채
굿의 축원 덕담 : 푸살, 타령, 오니굿거리, 노랫가락, 권선, 봉등채, 자진굿거리
특정 굿거리의 춤사위 : 진쇠, 올림채, 겹마치기, 반설음, 터벌림
삼현장단 : 염불-삼현타령-별곡타령-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

이 사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장단이 일정한 틀
을 유지한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우리나라 민속예술에서 보편적으
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 이 사실은 더욱 폭넓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무가를 부르는 데서는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서 구연하지만 엇붙힘을 기본으로 
하고 사설을 교묘하게 배치하지 않으나, 춤을 추는데 춤사위의 변화무쌍한 생명력을 가지도
록 집을 짓는 장단을 구현한다. 집을 짓는 유형은 특히 춤장단에서 빈도수가 매우 높게 구현
된다. 

두 가지 사실은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되어서 생명력이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근본적 
특징이 된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게 하고 여기에 각 장단마다 일정한 집을 
짓는 변체 가락을 써서 이를 구현하고 변화를 주어서 다른 가락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2소박과 3소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집을 짓고 이를 단순화한 장단을 만들어서 
집을 다시 짓고 규칙적인 장단으로 바꾸고 다시 이를 더욱 빠르고 단조로운 장단으로 몰고가
서 단순화하는 것이 결말이다. 가령 진쇠-진쇠조임채(올림채)-넘김채-겹마치기-자진굿거리 등
이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 사례이다. 

갠 - 지 갱 - 갱 - 갠 - 지 갱 - 갠 - 지 갱 -  
갱 - - 깽 - 깽 - - 깽 - - 갠 - 지 갱 - 갱 - - 깽 - 깽 - - 갱 - - 깽 - 깽 - -  (진쇠장단)
덩 - 따 궁 - 따 - 궁 따 -

덩 - 딱 따 - 덩 - 따 덩 따  (올림채 : 암채-숫채-천동채)
덩 덩 더르 덩 떡 - 덩 덩 더르 덩 떡 -  
덩 덩 더르 덩 떡 더르 덩 덩 더르 덩 떡 -  (넘김채)
따르 다 따 따르 다 따 따르 다 따 따르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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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궁 - 따르 다 - 구 궁 - 따르 다 -  (겹마치기)
덩 - 구 궁 따 구 덩 따 다 궁 따 - (자진굿거리)

춤을 추는 장단에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하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긴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춤을 추는 장단에서 이 변
화가 의미를 갖게 온당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단은 춤을 추거나 소리를 하기 위해
서 존재한다. 이것이 운용의 묘미가 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3. 경기도 남부 산이제굿과 서울굿의 비교

경기도 남부 산이제의 굿은 담당층이 산이, 미지, 잽이 등이며, 서울굿에서는 만신, 기대, 
전악 등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산이제의 굿에서 산이는 굿거리에서나 특
정 굿거리에서 주동적인 구실을 하면서 굿을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다. 미지는 산이의 굿을 
이어받아서 청배된 신을 다시 청배하고 이들을 놀리는 구실을 한다. 잽이는 굿의 음악을 보
완하는 구실을 한다. 

서울굿에서 만신은 굿을 주도하는 인물이고, 기대는 예전에 있었던 존재로 굿에서 청배를 
하는 인물이었다. 전악은 음악을 담당하는 인물로 이 인물들은 흔히 외잽이, 양전악, 삼잽이, 
사잽이, 오잽이 등으로 구체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굿에서 이들이 연대하여 굿을 주
도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기대가 굿을 주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산이가 주도하는 
것과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굿의 구조는 산이제 굿에서는 부정-〔산바라기-시루굿-성주굿-제석굿-대안주-손굿-(조상
굿)-군웅굿-제면굿-새남굿〕-마당굿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견주어서 서울굿은 부정-〔불사굿
-산신도당굿-(본향굿)-대안주굿-안당제석-성주-창부-진오기굿〕-뒷전으로 진행된다. 이 굿에
서 보여지는 굿의 구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산바라기와 제석굿에 있으며, 가옥의 수호신인 성주굿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 점이 긴요하다. 서울굿에서는 불사제석을 하고, 나중에 산신도당굿을 하는 것에 일
차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신인 성주굿을 앞으로 가져와서 제석굿의 앞에 
하는 것도 인상적인데 이를 얼마나 보편화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굿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다른 굿거리의 구성이 모두 
여기에 수렴된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은 경기 남부 산이제의 굿에서는 발견되지 않
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상한 것으로 된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굿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
한 굿의 구조적 관련성을 구현하는 것이 긴요한데, 이것이 이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굿의 
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현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 

개별 굿거리에서도 굿의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굿거리에서 산이제 굿은 엄
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굿거리의 서두에 청배가 있고, 이 청배에 입각해서 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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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배하는 구실을 하고, 미지가 반복하고 축원을 하고 덕담을 하면서 굿을 마치는 것이 이 굿
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굿에서는 만수받이와 노랫가락이 있어서 신을 청배하고, 이어서 굿거리와 타령 및 당
악 등으로 춤을 추고, 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굿거리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고장
의 굿에서는 이러한 굿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겹굿을 하는 점에서 서울굿과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지의 구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지 가운데 산이제 굿을 고수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미지가 신이 내려서 공수를 주는 경우
도 있어서 굿이 산만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굿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굿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완결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에 견주어서 본다면 경기 남부의 산이제 굿은 다양한 예술적 기교는 발전시켰지만 
굿의 구조를 체계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울굿이 정연하게 발전한 것은 신격의 체계
나 굿거리의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굿거리의 구성을 일관되게 하는 점이 있으므로 
다른 고장의 굿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굿의 조백이 있는 구성
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경기 남부의 산이제굿은 구체적으로 겹굿의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중복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미지가 산이의 내용물을 이어받으면서 하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굿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산이가 나
서서 하는 굿거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규칙성이 깨지게 되는데 이는 마을굿과 여타의 굿에
서 이러한 필요성이 생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산이가 구연하는 본풀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전승의 조건 속에서 
이를 보여주는 것은 <성주풀이> 또는 <황제풀이>의 구연은 장구를 세워서 놓고 한다고 하는
데 이러한 장단은 어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굿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굿의 실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굿의 실상과 본풀이 구연은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일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기굿의 실상이 온
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료의 실상을 아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에서 채록한 자료를 보면, 이미 굿의 실상이 많이 
이지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남굿의 부분에서 중디굿이 들어와서 경기 새남굿의 본질
적인 면모가 많이 망실된 점을 알 수 있다. <말미>를 구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새남굿에서 유지되던 <죽엄의 말>이 사라지고 여기에 <사재삼성>과 <말미>가 등장하는 것
은 심각한 변화를 야기한다. 굿의 본질이 바뀌면서 여기에 본풀이까지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남부굿의 산이굿이 심각한 변질을 겪는 것이다. <죽엄의 
말>이 전생과 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 바뀌면서 여기에 <사재삼성>과 <말미>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굿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다. 

세습무당이 사라지자 새로이 강신무들이 장악하고 신식의 굿을 하면서 이러한 굿이 사라지
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굿은 문화적 변화의 핵으로 작용한다. 이에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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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서 굿의 음악적 세련도를 내세우는 굿이 결국 산이들의 사망과 몰락으로 제대로 전승되
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산이제 굿은 영광을 간직할 따름이고 굿의 몰락을 재
촉한 것으로 인상적일 따름이다. 이러한 굿의 소멸을 심각한 문제이고 이제 결판이 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산이굿과 만신굿의 음악적 특징에서도 현저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경토리와 육자백
이토리라고 하는 무속문화적 기반 위에서 서울굿과 경기남부굿의 음악적 특징이 장단으로 구
현된다. 구체적인 특징을 들어서 논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분명하게 구현된다. 산이굿과 만신
굿의 사례를 대응시켜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근거 서울의 만신굿 경기 남부의 산이굿
삼현장단 자진한닢-염불-반념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 염불-삼현-별곡-굿거리-타령-자진굿거리
노랫가락 5ㆍ8ㆍ8ㆍ8/ 5ㆍ8ㆍ8ㆍ8/ 5ㆍ8ㆍ8 8ㆍ8ㆍ8ㆍ8/ 8ㆍ8ㆍ8ㆍ8/ 8ㆍ8ㆍ8ㆍ8

혼소박장단 1 2ㆍ3ㆍ3ㆍ2 (부정청배) 3ㆍ2ㆍ3//3ㆍ2ㆍ3(배다리?)
혼소박장단 2 3ㆍ2ㆍ3ㆍ3ㆍ2ㆍ3//3ㆍ3ㆍ2ㆍ3ㆍ3ㆍ2(중디박산) 8(3ㆍ2ㆍ3)ㆍ8//8ㆍ8(조상청배)
춤사위장단 반념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 여러 가지 유형의 춤사위 장단 발달함

본풀이 말미/안당말미(말미장단) 섭채/오니섭채-모리-발뻐드레

삼현장단은 서울과 경기남부의 굿에서 대등하게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장단 구성에서 특
별한 차이가 없으며, 여러 장단이 모여서 한 틀이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신에게 절을 올리거
나 조상에게 인사할 때에 이 장단을 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자진굿거리를 사용하는 
점에서 경기남부 산이굿의 특성이 발견된다. 

노랫가락은 삼장의 시조시를 노래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삼장의 시조를 연행하
는데 시조시의 구성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를 가진다. 산이굿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반복창과 같은 효과를 주고, 이것이 결국 같은 장을 반복하므로 이를 양장의 시조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에 견주어서 서울의 노랫가락은 삼장의 시조시를 구현한다. 삼장의 
시조를 연행하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면모를 보여준다. 

한강 근경의 노랫가락과 경기도 남부의 노랫가락은 전혀 다른 장단으로 운용된다. 18-19세
기의 자료를 보면 한강 이남의 노랫가락 역시 한양 가까운 곳에서는 거의 서울지역 노랫가락
과 유사했음이 확인된다. 가령 음악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19세기 초엽에 기록된 이옥(李鈺, 
1760-1812)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초엽에 기록된 이옥의 <<봉성문여>>(鳳城文餘)에서 무가에 대한 일정한 
형상과 인식을 그려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노랫가락의 현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店主人邀巫賽鬼, 余隔壁而臥, 聽之, 多絶倒語. 其尤可失笑者, 其請鬼曰: “紅旗奉持來者, 
靑旗奉持來者!” 忽又曰: “大洋海來者.” 蓋方言奉持之意, 與海相類, 故訛而曰海. 仍憶兒時, 
有行乞浮屠, 言呪能逐邪, 老婢試之, 其逐鬼曰: “向鴨綠江去, 向後綠江去!” 蓋以鴨爲前, 而意
其更有後綠也. 余迫問後綠江在何處, 則仍棄糈米而逃. 安能使大洋海來者, 盡捕巫僧, 向後綠
江逐去耶? 嘗登月波亭, 聽大巫娛鬼, 則其音淸越亦多奇語, 其曰: “白飛緞兮長衫 孔雀羽兮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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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 又曰: “虎口神兮遠來, 伽倻琴兮爲梁. 琴絃兮十二, 從何絃兮翺翔.” 腰鼓緩節, 金鈴如碎, 
而年韶喉淸者, 互唱而迭和, 則頗有讀九歌之意, 足可以娛生者. 若嶺之巫, 則使人徒鬧聒不能.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상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무가에서 나타나는 구비전승의 와전이
나 전승자들이 보여주는 무지를 기록하고 있어서 흥미로운 기록이다. 굿을 하면서 하는 말들
에 예민한 언어 감각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 가운데 가
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랫가락에 대한 기록이다. 노량진 사육신묘가 있는 곳인 월파정의 <갓
칠목 용신터가 있는 月波亭에서 들은 무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白飛緞兮長衫 백비단으로 장삼을 삼고 
孔雀羽兮爲領 공작깃으로 옷깃을 삼아
虎口神兮遠來 伽倻琴兮爲梁    호구가망오시는 길에 가얏고로 다릴 놓소 
琴絃兮十二 從何絃兮翺翔      가얏고 열두 줄마다 어느 줄마당 서 계워셔

이옥은 이 무가를 월파정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월파정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늘날
에 남아 있는 사육신묘의 가칠목 용신이 있는 장소를 이른다. 그러나 무가의 내용으로 본다
면 서울지역의 어디가 아닌지 추정된다. 서울지역의 월파정이라면 사육신묘가 있는 곳의 정
자를 이른다. 그렇다면 이옥이 월파정에 가서 그곳에서 노들나루제의 서울식 굿을 보고서 이
러한 무가를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굿의 무가를 품평했다. 큰무당이 굿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청월한 말이 많고 
신기한 말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굿의 품위 있는 무가를 이렇게 지적했으리라고 본다. 장고로 
느리게 장단을 매듭짓고 금방울을 부셔지듯 하고 나이가 어리고 목소리가 맑은 사람들이 서
로 부르고 빠르게 화답하니 마치 屈原의 <九歌>의 뜻을 읽는 듯하여 삶을 즐길 만한 것이었
다고 했다. 아마도 노랫가락이 끝나고 만수받이 장단에 만수받이를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초사에다 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영남의 무당은 서울 무당과 다르게 귀를 시끄럽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영남의 타악기 편성에 따른 시끄러운 무가 구연이 서울과 비교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옥의 비교론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굿과 영남굿이 차이가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이옥이 月波亭에서 들은 무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서울의 노랫가락 가운데 호구거리에서 부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어렵게 한자로 옮겨놓았
는데 이를 현재 전하는 것과 비교하도록 했다. 노랫가락이 전혀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노
랫가락이 19세기후반에 생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본다면 허황한 가설임이 증명되었다. 
이옥은 18세기 사람이니 이니 이때에 노들제의 노랫가락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결정적 증거이
다.

서울굿에서는 청배를 만수받이나 노랫가락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한 굿거리에서만 혼소박
을 사용하는 청배가 있다. 그것이 새남굿에서 있는 것으로 <중디박산>이다. 경기도 남부의 
산이굿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조상청배>가 있다. 둘은 잽이와 산이 또는 만신이 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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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면서 청배를 하고 가락을 연주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일치한다. 
산이굿의 <조상청배>는 잽이가 먼저 연주하고 산이가 가래조 장단으로 청배를 하고, 다시 

잽이가 가래조 장단으로 연주하고 또 다시 산이가 가래조 장단으로 청배하는 것이 확인된다. 
만신굿의 <중디박산>은 만신이 장단을 연주하고, 전악이 한 대목을 받고, 다시 만신이 한 대
목을 연주하고, 전악이 다시 한 대목을 받는 형식으로 연주한다. 선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서로 다르다. 

더욱이 동일한 장단을 연주하는가 동일한 장단을 다르게 연주하는가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지니게 된다. 남부굿에서는 가래조를 같은 장단을 연주하지만, 서울굿에서는 전악의 장단과 
만신의 장단이 동일한 8박을 3ㆍ2ㆍ3ㆍ3ㆍ2ㆍ3으로 연주하여 이루어서 남부의 가래조와 같
지만 전악은 3ㆍ2ㆍ3ㆍ3ㆍ2ㆍ3으로 만신은 3ㆍ3ㆍ2ㆍ3ㆍ3ㆍ2로 연주해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만신은 안장단을, 전악은 밖장단을 연주한다고 하는데, 안팎을 뒤집어서 연주하는 것에 
연주의 묘미가 있다. 

춤사위 장단으로 서울굿에서는 반념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 등을 연주하거나, 달리 굿거
리-허튼타령-당악 등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경기 남부의 굿에서는 굿거리마다 다양한 춤사위
와 장단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울굿과 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춤사위가 세련되고, 장단이 
구조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점도 춤사위와 비교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춤이나 춤 장단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본풀이를 구연하는데 서울굿에서는 말미장단으로 불규칙한 장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남부 
지역에서는 정형화된 장단만을 사용한다. 특히 본풀이 형식에서 산이와 미지가 다르게 구연
하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정형화된 틀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경기도 산이제굿의 재인식

이 논문은 개별적인 집굿을 예증삼아 경기도 무속의 특징을 해명하려는 목적 아래 
작성되었다. 1981년에 촬영된 영상이 있어서 이 자료의 실제를 점검하고 산이제굿의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힘썼다. 경기도의 남부지역굿과 북부지역굿이 상당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은 널
리 알려진 사실이다. 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습무들에 의해서 연행되는 굿은 여러 차원에서 
특색을 드러낸다. 

굿거리의 구성, 장단의 종류, 연행자의 구성 등에서 서울굿이나 경기 북부지역의 굿과 다른 
특성을 드러내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연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전통 속
에서 마련된 결과이다. 경기도의 특정한 집단인 산이들에 의해서 조성되고 집단적으로 전승
되면서 여러 가지 차별성을 구현하게 되었다. 

산이제굿을 점검하는데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자료가 종래에 마을굿이었음을 환기할 필요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의 기본적 초점이 모아졌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집굿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역시 같은 면모를 구현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마을굿은 집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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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굿에서는 재수굿과 새남굿 두 가지가 있으며 기
본적 양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검토하니 거의 마을굿과 집
굿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을굿과 다른 구성이나 특색을 특정한 굿거리에서 드러내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몇 가지 경기도 굿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기도 굿은 연행 주체에 의해서 북부굿과 남부굿으로 나뉘고, 북부굿의 경우에는 강
신무가 남부굿의 경우에는 세습무가 우세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통적 연행 
주체의 인멸과 변화에 따라서 굿의 실상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현재는 한양굿 일색으로 통일
되고 심지어 경을 읽는 방식의 굿이 도전하면서 점차로 전통의 전승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굿의 왜곡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굿은 다른 굿에 견주
어서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무형문화적 속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중한 것임을 환기하
게 된다. 집단의 사멸 속에서 우리는 경기도 산이제굿의 전통을 부각하면서 자료의 존재 양
상에 대한 입체적인 가능성을 진단하고 타개해 나가는 것은 아쉬움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
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굿을 통해서 경기도 무속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고 
이를 활용한 명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폭넓게 갖추고 있는 경기도 
무속의 전통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산이제굿이 경기도 남부의 무속
적 특성을 해명하는 한 복판에 놓여야 하는 점에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무속문화
를 굿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에 산이제굿의 전통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이 논의는 사실 해명에 치중하고 구체적 프레임에 대한 분석이나 입체적 관점에서 체계적
인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굿거리를 해명하면서 안안팎굿의 중요성을 다시금 고찰
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안안팎굿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만 쓰는 특별한 굿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통이 자리하고 산이들도 활용한 점은 매우 인상적 현상의 착안이었
다.

재수굿과 새남굿의 이중적 성격의 굿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굿 양상을 구조적으로 이해
하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안팎굿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방식이 긴요한 의
의를 지니고 있으며 집굿뿐만 아니라 마을굿을 포함한 경기도 산이제굿의 소중한 지침과 본
령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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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악의 다양성과 지역성

시지은(경기대학교)

1. 머리말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 있으며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유한 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특히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의 문화가 남북으로 상이한 것과 같이 경기도 역시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문화가 상이하게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 무속에서 
확인되며,1) 민요에서는 이 양상이 한층 복잡하게 나타난다.2)

경기농악은 경기도에 전승･분포하는 농악을 말한다. 경기농악 역시 무속과 민요와 마찬가
지로 단일한 연행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크게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농악이 농사풀이농악
과 웃다리농악으로 유형적 차원에서 일정정도 구분이 가능하며, 같은 유형이라도 내용과 순
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경기농악이 지역에 따라 유형적 분포를 달리하는 것의 실제를 파악하고, 그러
한 상이한 분포가 경기농악의 다양성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유형적 상
이함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양상이 있음에도 그러한 다양성이 다른 기준과 맥락에서는 경기농
악의 지역성으로 치환되고 총화됨을 말하고자 하였다.

2. 경기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

경기･충청권의 농악을 일명 ‘웃다리농악’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
미 연구된 바 있다.3) 웃다리농악권이라고 하는 경기･충청･영서지역에 한 유형의 농악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에는 웃다리농악, 북부에
는 농사풀이농악이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지역은 대전･추양리 등의 웃다리농악과 논산･증평 

1) ‘강신무/세습무의 도식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한강 이북인 경기북부 지역은 강신무권이며 반면에 경
기남부 지역은 이른바 세습무인 화랭이패 무당이 지배적이었으나...‘(이용범, 「경기의 강신무 굿과 세
습무 굿」, 『경기굿』, 경기도국악당, 2008, 170쪽). 

2) ‘경기 농요의 선율적 특징은 소리토리에 있는데 경기도 서북부에는 경토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동부와 
남부에는 메나리토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보형, 「경기농요의 선율과 음악적 특징」, 『경기향토
민요』, 경기도국악당, 2007, 272쪽).

3) 시지은, 「경기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의 상관성 연구- 양주농악과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경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헌선, 「경기농악의 지역유형과 미학」, 『한국전통음악학』 제12호, 한국전
통음악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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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두레풍물이 전승되고 있다. 영서지역은 원주의 웃다리농악과 평창 중심의 농사풀이농악
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웃다리농악은 경기 고유의 가락과 판제에 남사당패의 유랑예인집단의 기예가 합쳐져 형성
된 연예농악을 말한다. 모든 치배들이 부들상모를 쓰고, 채상모를 쓴 법고잽이와 춤을 추는 
무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쾌한 쇳가락과 변화무쌍한 진풀이가 돋보이는 판굿 형태의 농
악이 바로 웃다리농악이다. 경기도의 평택･안성･이천･용인･안양 등 주로 경기남부와 강원도
의 원주매지농악, 충청도의 부여추양리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 등 웃다리농악의 분포는 경기･
영서･충청 일대를 아우른다.      

농사풀이농악은 법고잽이나 무동이 가래질, 써래질, 논갈기, 씨 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벼 
베기, 탈곡 등 일련의 논농사 과정을 흉내 내는 동작들을 펼쳐내는 농악이다. 치배 중심의 진
풀이보다는 법고잽이와 무동들이 펼쳐내는 농사풀이 과정이 중심에 놓여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강릉농악과 경기도의 양주농악을 들 수 있다. 강원도의 평창･고성에도 농사풀이농
악이 전승되고, 경기도의 김포･동두천･강화 등에서도 농사풀이농악을 연행한다. 경상도의 청
도차산･대구고산･부산아미 농악 등에서는 판굿 중심의 농악을 연행하지만, 판굿 중간에 소고
잽이들이 빠른 속도로 논농사 과정을 모의하는 동작을 연행한다. 이와 같이 농사풀이농악은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경기북부와 강원도만큼 농사풀이가 중심에 놓여있
지는 않지만 영남지역 농악의 판굿에서도 그 연행을 확인할 수 있다. 

두레풍물은 두레꾼들이 들로 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치는 것으로, 
종종 이웃 두레와의 겨루기가 두레싸움이나 기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두레풍물은 판굿으
로 정형화되거나 농사풀이처럼 놀이가 짜여진 상태가 아니라 노동과 휴식의 과정에서 두레꾼
들의 신명이 달아오른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레풍물은 김포통진두레에
서의 두레싸움, 충북 증평군 장뜰두레, 논산 칠형제두레메기, 연산백중놀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웃다리농악권이라 하는 경기･충청･영서지역에 판굿 중심의 웃다리농악, 논농사 과정을 모
의하는 농사풀이농악, 두레꾼들의 놀이와 신명이 어우러지는 두레풍물이 두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중 경기도는 양주･김포･동두천･강화･고양 등 경기북부에는 농사풀이농
악이, 평택･안성･이천･용인･안양･화성 등 경기남부에서는 연예농악인 웃다리농악이 분포하여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분포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강화도는 관습적으로 경기
문화권에 포함시키므로, 경기지역농악 분포도에 포함시켰다. ￭는 웃다리농악, ●는 농사풀이
농악)

4) 시지은, 위의 글,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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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경기지역권 농악의 분포

위 지도를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농악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 경기도에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이 서로 지역적 배타성을 띠고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북부의 농사풀이농악과 경기남부의 웃다리농악도 단일한 형태로 전승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농사풀이농악은 선행연구와 보고서에 의하면 강화 양도리농악, 강화 석모도농악, 
양주농악, 동두천 이담농악, 김포통진두레, 파주교하두레풍물 등 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김포와 파주의 경우는 두레놀이여서 소고잽이가 농사풀이를 연행하기도 하지만, 농군
들이 농기구를 들고 농요를 부르면서 농사과정을 모의하기도 하여 농사풀이농악이라고 하기
보다는 농사놀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동두천 이담농악의 경우 예전의 보고서에는 웃다
리농악과 같은 판굿의 중간에 가래질-논가는 동작-가래질-논가는 동작-모판대기-씨앗뿌리기
-써래질-모찌고 심기-애논파기-두벌논-퇴비주기-벼베기-타작 등의 농사풀이를 무동들이 진
행한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판굿 중심의 공연을 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6)

이에 필자가 최근에 연행 내용을 확인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농사풀이농악을 살펴보도록 
한다.7) 

5) 이러한 경기남북부의 문화적 차이는 사제자인 무당의 성격과 진행하는 의례의 내용에 따라 경기 남부
굿과 경기 북부굿을 구분하는 무속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6) 동두천시립 이담풍물단의 공연내용 중 ‘이담농악판굿’이 웃다리풍물굿을 공연하며, 하늘을 휘감는 상
모놀음을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다. (2010년 5월 15일 동두천시립 이담풍물단 공연 소개, 2014년 11
월 13일 검색. http://blog.daum.net/yk5657/26?srchid=BR1http://blog.daum.net/yk5657/26). 

7) 강화농악은 『경기도의 풍물굿』(김원호･노수환 공저, 경기문화재단, 2001)과 강화 인화리 열두가락 얼
쑤(2014.11.1.) 공연 내용을 참고하였고, 양주농악은 경기문화재심사 공연(2005. 6.24)과 제8회 양주
농악 정기공연(2014.9.14.) 내용을, 고양농악은.고양진밭두레 제4회 발표회(2003.11.1.)와 제11회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2014.2.14.) 공연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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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순서
강화 양도리농악 양주농악 고양진밭두레

앞놀이 들고사
하늘복구

입장
멍석말이 입장

농사풀이

메밀모
새치기
튼입구
상복구, 꼬리복구
영산치기
볍씨 뿌리기
두렁밟기
모심기
콩심기
볏가리 쌓기

보리밭밟기
보리밭거름주기
못자리가래질
논갈이
논 써래질
못자리만들기
볍씨뿌리기
수수부룩치기
콩심기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퇴비하기와 쌓기
벼베기
벼실어들이기
타작하기
벼불리기
광짓기

가래질
논갈이
못자리 밀기
볍씨 뿌리기
모찌기
모내기
콩심기
김매기
낫갈기
풀베기
퇴비쌓기
벼베기
탈곡하기
벼그러모으기
벼가마 쌓기
벼가마 짜기

뒷놀이

자진 찔러메기
느린 찔러메기
멍석말이 
인사굿

올지갈지
퇴장

멍석말이(한마당)
멍석풀어 인사

<강화, 양주, 고양의 농사풀이농악 연행 순서> 

위의 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농사풀이농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앞놀이와 
농사풀이, 뒷놀이로 구분하였지만 농악 구성원들은 원진의 형태로 입장하여 10~18개의 농사
과정을 진행하고, 풍물을 한바탕 울리고 난 후 퇴장을 한다. 다양한 진풀이와 장단으로 역동
적인 판굿을 연행하는 농악과는 차이가 있다. 

강화도는 각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강화도의 열두가락을 일정한 순서로 즐겁게 연주하면서 
소고꾼들이 볍씨뿌리기, 모심기, 콩심기, 멍석말이 등 농사짓는 모습을 춤으로 재현하며 흥을 
돋우어 왔다8)고 하며, 현재 강화도 각 마을 농악은 대부분 황해도 출신의 황인범 예능보유자
와 황길범 씨에 의해 전승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9)이다. 2014년 11월 1일 강화 인화리 
열두가락 공연에서도 소고잽이들이 다양한 농사풀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화도 농사풀이농악 순서에서 생소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하늘복구는 소고를 
위아래로 놀렸다 내렸다 하면서 추는 소고춤이고, 메밀모는 치배들이 원 4개를 짜서 위치를 

8) 인천무형문화재 제12호강화용두레질소리 보존회 홈페이지의 ‘강화열두가락농악’ 내용 중 (2014년 11
월 17일 검색, http://www.kanghwa.pe.kr/).

9) 2014년 11월 1일 강화 인화리 열두가락 얼쑤 공연 당시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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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가는 진풀이로 메밀모 모형을 짜는 것을 재현한 것이다. 새치기와 튼입구는 농사 작
황을 알아보기 위해 농장을 둘러보는 흉내를 내는 것이고, 영산치기는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것을 재현한 진풀이이다. 모두 농사와 관련된 장단과 진풀이임이 확인된다. 이 후의 
농사풀이가 끝나고 하는 찔러매기는 휴식을 하거나 종연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단
으로 노는 것10)을 말한다.  

양주의 경우 보리밭밟기에서 광짓기까지 18개의 과정을 고깔을 쓴 소고잽이들이 연행하는
데, 입장하여 원진을 한번 감았다 푸는 멍석말이를 하고 난 다음 치배와 소고잽이들이 마주 
보고 서서 농사풀이를 진행한다. 농사풀이가 다 끝나고 난 후 나누어 섰던 치배와 소고잽이
들이 하나의 원진을 만들어 오채장단을 치며 원진을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이다. 양주의 농사
풀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정이 길며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리밭밟기와 보리밭거름
주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논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농사과정으로 농사풀이가 시작되며,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논농사 과정이 빠지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다.   

고양의 경우 가래질에서 벼가마 짜기까지 16개 과정을 고깔을 쓴 소고잽이들이 연행하는데 
입장하여 치배와 소고잽이들이 나누어 서서 농사풀이를 진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수가 끝
난 후 호미씻이에 행하던 풍년놀이를 오방진, 군사놀이, 벅구놀이, 좌우치기 등 다양한 놀
이11)를 한바탕 펼치기도 한다.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악에 소와 농기구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춤과 율동만 남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김포통진두레나 파주교하두
레풍물과 같이 농사놀이 내지는 두레놀이로 놀았던 것이 현재의 농사풀이농악으로 변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농사풀이를 마치고 여러 가지 풍년놀이를 노는 것을 두레놀이로 놀았던 증거
로 삼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웃다리농악의 연행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 
남부의 웃다리농악 역시 보고서에 의하면 평택･안성･이천･용인･안양･화성 등 많은 지역에서 
확인되지만, 필자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평택･안성･화성의 경우를 사례를 들기로 한
다. 12)       

10) 김원호･노수환 공저, 『경기도의 풍물굿』, 247쪽 참고.
11) 고양진밭두레 제4회 발표회(2003.11.1.) 공연내용 참고. 
12) 평택농악은 정병호의 『농악』(열화당, 1986)과 『평택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안성은 『경기도

의 민속예술 Ⅰ』(과 심우성의 『남사당패 연구』(동문선, 1974), 화성은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가락』(한
국국악협회 화성시지부, 2008)과 2009년 7월 26일 화성두레 공연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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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순서 평택농악 안성 남사당농악 화성두레

진

행

순

서

인사굿
돌림법고
오방진
돌림법고
당산벌림 1
당산벌림 2
절구댕이 법고
사통백이
양(원)좌우치기
합동좌우치기
가새벌림
가새좌우치기
돌림법고 
쩍쩍이
연풍대
소리굿
무동타기

인사굿
돌림벅구
소리판
겹돌림벅구
당산벌림
벅구놀림
당산벅구놀림
당산돌림벅구
오방진
무동놀림
벅구놀림
사통백이
가새벌림
좌우치기
네줄백이
쩍쩍이굿
밀치기벅구
개인놀이
무동서기

입장-인사
오방진
당산벌림
  (법고놀이 1)
  (법고놀이 2) 
  (법고놀이 3:절구댕이)
  (법고 2명 개인놀이)
  (법고 3명 버나놀이)
  (무동 장구놀이)
  (무동놀이)
  (상쇠놀이)
  (열두발상모놀이)
원진
인사

<평택, 안성, 화성의 웃다리농악 연행 순서>

경기지역 웃다리농악의 양상도 역시 단일하지 않지만, 평택과 안성의 경우 안성농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놀이가 제시되어 있고 오방진의 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화성의 경우는 평택･안성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평택･안성의 경우 돌
림법고･당산벌림･오방진･사통백이･돌림좌우치기･합동좌우치기･쩍쩍이춤 등 진을 끊임없이 감
았다 풀었다 하는 반면, 화성은 원진과 돌림법고･오방진･당산벌림만을 진행한다. 당산벌림을 
한 번 펼쳐놓은 다음 법고와 무동･상쇠･열두발상모의 개인놀이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돌
림법고와 당산벌림을 반복하는 평택･안성지역과의 차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보고서들을 통해 경기남부이지만 남사당패 영향을 덜 받은 이천의 웃다리농악은 평
택･안성과 차이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연행순서가 소박하다. 오방진이 아니라 삼방진을 쌓
고, 법고잽이와 무동이 있으나 평택과 같이 법고놀이가 화려하지도 않으며 반복적으로 진행
되지도 않고, 무동놀이는 맨 뒤에 무동을 태우고 춤을 추는 무동치기가 전부이다. 그리고 법
고잽이나 무동들의 농사모의 동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칠채를 치면서 멍석말이를 하
고, 사통백이와 당산벌림의 형태가 있는 것과 무동을 태우는 것으로 웃다리농악의 특징을 충
분히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온전히 경기지역에 속해 있는 용인과 안양의 경우 돌림법고와 당산벌림에서 화려한 법고놀
이를 선보이고 오방진･사통백이와 같은 진풀이를 연행하고, 법고잽이들이 절구벅구와 같은 
농사모의동작을 춤으로 형상화 한다. 용인과 안양의 경우 특이한 점은 무동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동춤이나 무동타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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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웃다리농악은 지역의 고유한 길가락인 칠채를 연주하고 화려한 법고놀이와 사통
백이 진풀이를 연행하고 법고잽이나 무동이 농사모의동작을 진행한다는 점 등을 공유한다. 
경기남부에서도 충청도에 인접한 평택･안성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무동
놀이가 유난히 발달했다는 색다른 특징이 보인다.

3. 경기농악의 다양성

이와 같이 경기북부에는 농사풀이농악이, 경기남부에는 웃다리농악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경기농악의 가장 큰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농사모의 동작이 중심인 농사풀이농악과 판굿 
중심의 웃다리농악 두 가지 형태의 농악은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낸다. 

<강화 인화리 열두가락에서 모심기 장면> <양주농악에서 벼실어들이기 장면> 

 
첫째, 연행 양상의 차이이다. 농사풀이농악은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한 입장과 

퇴장을 제외하고는 일련의 농사과정을 모의하는 동작이 중심에 있는 농악이다. 이러한 농사
모의 동작은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이자 노동의 동작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사풀이는 대체적으로 논을 가는 동작에서 시작하여 수확하여 탈곡하고 벼 가마를 쌓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순차적이고 순조로운 진행이야말로 농사에서 바라는 풍
농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농사풀이를 연행하는 소고잽이들은 상쇠의 신호에 따라 순서에 따
라 여러 가지 농사과정을 흉내 내는데, 어떤 소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소고와 소고채만을 이
용하여 모든 농사과정을 표현한다. 소고와 소고채가 씨앗을 담는 그릇이 되고 가래도 되고 
낫도 되는 것이다. 주어진 소고와 소고채로 모든 농사과정을 연행하는 것은 노동의 동작을 
흉내면서 단순화시키면서 또한 장단에 맞는 동작으로 예술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웃다리농악은 고도의 기예가 포함된 판굿 중심의 농악이라는 점이다. 우선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림법고･당산벌림･오방진･사통백이･돌림좌우치기･합동좌우치기･쩍쩍이
춤 등 다양한 진풀이와 더불어 덩더궁이･자즌가락･쩍쩍이･칠채･마당일채･좌우치기장단 등 농
사풀이농악에 비해 다채로운 장단을 연주한다. 여러 가지 장단과 진풀이로 역동적인 판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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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난 후에 기예적인 놀이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채상소고들이 나와서 뛰어난 채
상소고놀이를 펼치는 것과 더불어 채상소고잽이들이 무동과 새미를 어깨에 올려 동니(2무동)･

맞동니･동니받기･던질사위･앞뒤곤두･3무동･기러기상･5무동(곡마단)･동거리 등 곡예에 가까
운 무동놀이를 펼친다. 유랑예인집단인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아 악기 연주 외에 여러 가지 
기예적인 모습을 연행하는 것이 경기 웃다리농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성두레 채상소고놀이> 

<평택농악의 무동놀이> 

둘째, 편성에서의 차이이다. 농사풀이농악에서 치배 구성은 꽹과리･징･제금･장구･북･고깔소
고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웃다리농악은 꽹과리･징･장구･북･채상소고･무동･새미로 이루어
진다. 농사풀이농악의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금과 고깔소고이다. 고깔소고는 농사풀이를 
연행하는 주요한 구성원임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농사풀이농악을 연행하는 지역에서는 악기
에 제금이 편성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농사풀이농악과 비교해도 독특한 면이다. 강릉이나 
평창 등의 강원도 농사풀이농악에서는 제금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판굿 중심이지만 농사풀
이를 연행하는 영남농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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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인화리 열두가락> <양주농악> 

  
농악에서 사용하는 제금은 자바라라고도 부르는데, 경기지역 농악에서 제금을 사용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되었으나,13) 그러한 분포에 대한 이유는 연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동발류(銅鈸類)의 악기가 등장한 시기는 통일신라 초기 감은사 사리함의 주악상에 발견된 것
으로 보아, 7세기 경의 동발은 사찰의례 시 사용되는 연주용 악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14)는 
견해와 몽골불교의식의례에서 셀넹과 창이라는 악기가 한국의 자바라와 비교할 수 있는 악
기15)라는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러 지역의 무속의례에서 제금을 사용하는 현상을 보태어, 
경기 농사풀이농악에서 제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웃다리농악에서의 채상소고･무동･새미 등이 편성된 것은 판굿을 진행하면서도 이들이 물론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판굿 이후에 개인놀이와 무동놀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채상소고는 고깔소고를 대치해 멋진 재주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경기 웃다리지역에서 보
편적인 양상이라면, 무동과 새미의 편성은 좀 다르다. 남사당패 영향을 많이 받는 평택･안성
을 중심으로 무동과 새미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곡예에 가까운 무동놀이가 
발달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무동이나 새미가 아예 편성되지 않거나 편성되었더라도 무
동놀이가 아니라 춤 위주의 연행을 펼치기 때문이다.          

4. 경기농악의 지역성

경기농악이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의 상이한 양상으로 북부와 남부에 전승되는 것과 
그로 인한 다양성 내지 차이들로 인해 경기농악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공통점을 지니지 않
는 것은 아니다. 경기농악은 경기농악으로서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적 정체성 즉 지역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경기도 양주군 농악, 경기도 광주의 광지원 농악, 파주농악, 고양 송포농악에 제금을 사용했거나 사
용하는 기록이 있는데, 비록 소수 지역이지만, 자바라를 농악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숙희, 「농악 악기편성 성립의 배경과 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54집, 한국국악학회, 
2013, 312쪽)

14) 김성혜, 「조선 초기 향악기의 종류(2)」, 『한국음악사학보』 제47권, 한국음악사학회, 2011, 31쪽.
15) 박소현, 「몽골의 불교의례악기 연구」, 『국악과교육』 제33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2,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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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에서 무동들의 찍금놀이> 

<화성두레에서 법고잽이들의 찍금놀이> 

첫째, 경기 농사풀이농악이든 웃다리농악이든 길가락인 칠채를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양주
의 칠채와 평택의 길군악 칠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주의 칠채)

깽 무 갱 깽 깽 무 갱 깽 깽 무 개 깽 무 개 깽 무 갱 깽
깽 무 갱 깽 깽 깽 무 개 깽 무 갱 깽

(평택의 길군악 칠채)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갱 개 갱 개 갱

    
연주의 기법이나 변주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3+2/3+2/3+3/3+2/3+2/ 

2+3/3+2의 혼소박으로 짜여진 장단을 공유한다. 이 칠채는 고양진밭두레에서도 ‘깽매갱 깽 
깽매갱 깽 깽매갱 깽매갱 깽매갱 깽 깽매갱 깽 갱 갱매갱 갱매갱 갱’의 형태로 치고, 화성두
레에서도 ‘길가락(이른바 칠채가락)의 본가락과 변형가락을 친다’16)고 한다. 그러므로 경기 농
사풀이농악이든 웃다리농악이든 각 지역의 고유한 가락으로 지역성을 나타내는 길가락으로 
‘칠채’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소고잽이들의 역할이다. 농사풀
이농악에서 소고잽이들은 고깔을 쓰고 
농사풀이를 연행한다. 웃다리농악에서 
소고잽이들은 채상모를 쓰고 화려한 재
주를 펼치며 무동놀이에서 무동을 세우
는 역할을 한다. 이 채상소고잽이들이 
이렇게 놀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판굿 중간에 농사과정을 재연하는 장면
이 있다. 

평택농악에서는 모내는 장면인 찍금놀
이와 절구를 찧는 절구댕이법고를 연행
하는 순서가 있다. 먼저 무동들이 나와 
한 손을 뻗어 땅에 찍어 모내는 장면을 
펼치면, 바로 뒤에 채상소고들이 나와 
무동들의 찍금놀이를 똑같이 반복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 채상소고들이 두 줄
로 들어와 한 줄씩 번갈아 앉아 흡사 절
구공이를 올렸다가 내리찧는 형상의 동
작을 취한다. 

16) 한국국악협회 화성시지부,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가락』, 200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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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에서 법고잽이들의 절구대놀이>

이 모내기와 절구 찧는 농사모의인 찍
금놀이와 절구댕이법고는 농사짓는 동작
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춤으
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양주와 같이 
농사짓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내기라는 일종의 파종을 
나타내는 찍금놀이와 수확 후 탈곡이라
는 절구댕이법고만 진행하니 그 맥락을 
이해하기란 더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택 농사모의의 과감한 삭제와 선택 그리고 춤으로의 형상화는 농사풀이농악과 차
이나는 점이다. 다른 농사과정은 배제하고 모내기와 절구찧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 그리고 
그 동작을 춤으로 표현하여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은 주술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짓는 동작을 춤으로 표현하면서도 순차적인 순서에 의한 
진행이 아니라, 파종과 수확의 과정을 반복하고 점증하여 풍년을 바라는 기원을 강화하고 있
는 것이다. 

법고잽이들의 숙련된 움직임과 소고활용의 뛰어난 연출력으로 일련의 농사과정을 사실적이
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농사풀이농악에서의 농사모의는 모방과 재현으로, 농사과정의 과감
한 선택 그리고 점증과 반복의 춤사위로 파종과 수확을 표현하는 웃다리농악에서의 농사모의
는 예술적 형상화로 구분하긴 했지만, 두 지역의 농사모의는 모두 순조로운 농사과정과 풍요
로운 수확을 바라는 안녕과 풍년에 대한 주술의 다른 형태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풍요에 
대한 주술적인 행위와 동작을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 양쪽에서 모두 소고잽이들이 진행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이 길가락인 칠채를 공유하고 소고잽이들이 농사모의동작
을 한다는 것을 경기농악으로서의 지역성으로 꼽았다. 그러나 칠채는 평창･강릉 등의 영동풍
물에서도 길가락으로 사용하는 장단이며, 소고잽이들의 농사모의동작 역시 충청도와 영동풍
물에서도 폭넓게 확인되는 연행내용이므로 경기농악만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농악의 지역성이 확보되려면 경기 농사풀이농악에서는 다른 지역의 농사풀이농
악과 달리 제금이 편성된다는 점과 경기 웃다리농악에서는 소고잽이들이 농사모의동작을 하
고 무동놀이가 발달했다는 특징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경기 농사풀이농악에서 제금이 편성된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불교의례와 무속의례와
의 연관성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영동이나 영남에서 연행하는 농사풀이와 다
르게 경기 농사풀이를 연행하는 소고잽이들은 뛰거나 빠른 동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제금
의 편성이 지속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영동의 농사풀이는 매우 빠른 장단에 맞춰 진행되며 
소고잽이들은 하나의 농사풀이를 마치면 다음 농사풀이를 위해 거의 뛰다시피 자리를 이동한
다. 영동 지방에 제금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줄곧 빠르게 진행되는 장단에 맞춰 두 손으
로 들고 마주쳐야 하는 제금을 연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영동의 농사풀이농악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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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풀이농악과 달리 일정정도 놀이화되고 판굿화 되어 있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단과 진풀이가 더욱 역동적인 영남농악에서 제금의 편성
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경기 웃다리농악에서 소고잽이들이 농사모의동작을 하고 무동놀이가 발달했다는 점은 충
청･영서지역의 웃다리농악과 일정정도 차이나는 점이다. 부여추양리농악에서 예전에 법고잽
이와 꽃나부(무동)가 편성되어 서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좌우로 나뉘어 한 바퀴 돌아
나가 써레질을 모의한 동작이 연행되어 소고잽이들의 농사모의동작이 확인되긴 하지만, 이들
이 무동놀이를 연행하지는 않는다. 대전농악의 경우 법고잽이들이 두 줄로 서서 절구대놀이
를 진행하고 꽃나부와 중꽃나부가 편성되어 무동춤이 특이하긴 하지만, 무동놀이는 연행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사리꺾기라는 독특한 진풀이가 연행되는데 이것이 전라도의 달어치기라
는 진풀이와 같고 웃다리농악에서는 좀처럼 연행하지 않아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라도와의 영
향관계를 추측하게 한다.     

5. 맺음말

경기농악이 단일하지 않고 북부와 남부가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이라는 다른 유형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지역의 연행양상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경
기농악을 크게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에 따
라 농사풀이농악의 연행순서와 내용에서 차이가 나며 웃다리농악 역시 지역에 따라 연행순서
와 내용이 같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기농악이 이렇게 유형적으로 분류되면서 경기농악의 다양성을 밝힐 수 있었다. 농사풀이
농악에서는 노동의 동작에 대한 모방과 단순화로 풍농의 주술적 기원을 농사풀이로 형상화하
였고, 웃다리농악에서는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아 악기 연주 외에 여러 가지 채상소고놀이나 
무동놀이와 같은 기예적인 놀이를 펼치는 것이 연행에서의 다양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기 농사풀이농악에서 제금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무속의례와 불교의례와의 연관
성 속에서 다른 지역의 농사풀이농악과 비교하여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삼았다. 경기 웃다
리농악에서 채상소고･무동･새미 등의 편성은 판굿에서 핵심적인 놀이라 할 수 있는 소고놀이
와 무동놀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편성은 다른 지역의 웃다리
농악과도 차이나는 고유성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경기농악의 다양성을 논하면서 더불어 경기농악의 지역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경기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이 길가락인 칠채를 공유하고 소고잽이들이 농사모의동작을 
한다는 것을 경기농악으로서의 지역성으로 꼽았다. 그러나 칠채를 연주하는 것과 소고잽이들
의 농사모의동작은 충청도와 영동풍물에서도 폭넓게 확인되는 연행내용이므로 경기농악만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경기농악의 지역성이 확보되려면 칠채와 농사모의동작의 연행이
라는 커다란 공통점 외에 경기 농사풀이농악에서의 제금 편성, 경기 웃다리농악에서의 무동
과 새미 등의 편성으로 인한 무동놀이의 발달이라는 특징이 결합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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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의 경기농악을 살펴보면서, 경기농악의 다양성과 지역성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금이 편성되고 무동과 새미가 편성으로 무동놀이가 발달한 이유나 유래 등이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농악도 경기농악과 마찬가지
로 단일하지 않음을 충청･영서･영남 지역의 농사풀이농악･두레풍물･웃다리농악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듯이, 농악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비교와 같은 권
역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살펴야 가능한 일임을 각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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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과 새로운 계승양상

김종대(중앙대학교)

1. 서에 대신한 거북놀이의 역사적 유래와 상징

경기도에서 전승되는 거북놀이는 추석에 행해지는 특별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놀
이의 특징은 추석놀이가 그러하듯이 승패놀이가 아니라, 단순한 놀이행위를 수반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놀이가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술과 의례가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북놀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로 청소년들이 주동이 되어 행
해지던 걸립과 유사한 형태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농악 등이 동원되지 않
고 단순한 노래와 놀이가 결합되어 나타난 놀이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굿의 
형태이기 보다는 거북이를 둘러싼 집단놀이적 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놀이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제침략기에 발간된 『朝鮮の鄕土娛樂』이
다. 이 책에서 거북놀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한강을 경계로 한 경기도의 남부와 
충청도의 북부지역이다. 이러한 전승지역의 특징은 이들 지역이 주로 논농사권이기 보다는 
밭농사권역이라는 점이다.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면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현재는 논농사를 집
중적으로 경작하지만, 원래는 밭농사, 특히 수수농사를 많이 경작한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하
고 있다. 경기도는 바다, 즉 황해와 접한 지역은 대개 평야지대이며, 반대로 내륙의 경우에는 
평야와 산간이 섞여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평야와 산간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거북놀이가 
전승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거북놀이가 밭농사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
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거북놀이를 할 때 대개 수수 잎으로 거북의 형상을 만든다는 점
은 수수가 과거 시대에 중요한 밭작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수수는 현재 경작을 잘 하지 않는 농작물이지만, 196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재배되던 대
표적인 밭작물이었다. 흥미롭게도 거북놀이의 전승이 급격히 단절되던 시점도 수수 경작이 
쇠퇴하던 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사실이다.1) 이런 특징은 거북놀이가 밭농사권을 중심으로 전
승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며는 이 동네 뒤가 이 동네 뒤가 다 밭이 있었어. 시방은 논이지만 그전에는 
다 밭이 였는데. 다 인제 그루갈고 그러면 저 콩 심고 수수 심고 그러거든 그래 수수 심으면 저 수수
단 잎사귀 인제 따다가 그걸 이렇게 엮어가지고선. 그걸 이제 두르고 인제 추석 때2)

1) 평택의 경우 현재는 주로 논농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산호 등 간척사업으로 인
해 논농사권이 확장된 결과이다. 특히 과거에는 수수농사가 그루갈이로 농촌의 대부분에서 행해졌으
나, 수수의 소출이 농가의 소득원에서 그다지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수수는 쇠퇴하게 되었다.(제
보자 : 정효재, 남, 74세, 2014년 7월 27일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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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놀이는 결국 수수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거북놀이를 행
하던 시점은 밭작물이 완전하게 여물기 전후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북을 만들고 
수수잎으로 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수잎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네의 밭에 심어
져 있는 수수는 잎이 없는 대만 남은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밭에 가서 수수깡을 죄 훑어. 추석 지나고 밭에 가면 없어. 우라질 놈의 새끼들아 수수 안 여
물라고 왜 우리 밭에 왔느냐.3)

이것은 이천 마장면 각평리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당시의 수수잎을 필요로 하는 거북놀이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새끼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놀이의 주도계층이 청
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추석과 수수잎의 관계는 그런 점에서 거북놀이
의 존재와 상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4)

왜냐하면 짚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월에 행해지는 의례적 속성을 강하게 보여준다.5) 그 좋
은 예가 경기도 광주지방에서 전승되었던 거북놀이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거북놀이를 
정월 농촌 청소년 들이 모여서 노는데, 짚으로 만든 거북 모양을 뒤집어 쓴 사람과 거북을 
이끄는 사람이 마을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논다고 한다. 이때 집에 들어가 재미있는 놀이
를 하다가 거북이 주저앉으면 집주인이 까닭을 묻으니 배고프다고 하면 떡과 음식을 대접한
다는 식이다.6)

이처럼 현재적인 시점에서 볼 경우 거북놀이는 놀이적 속성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택규는 이런 놀이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假裝者가 神이 되거
나, 神으로 假裝하여 人世에 下降한다는 원래의 呪術宗敎的인 뜻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았
다.7) 특히 獅子舞가 한반도로 전래된 이후 동물가면무가 쇠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런 유형 중에서도 거북놀이는 기능 자체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인다. 문제는 
獅子舞를 근거로 하여 동물가면희가 대개 주술적인 속성이 강하는 점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하지만 이들을 통시적인 검토하기에는 어렵다는8) 점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시대적 변화
양상을 살핀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거북놀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거북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수로신화
에 나오는 <龜旨歌>이지만, 선사시대의 흔적으로는 울주 반구대의 암각화를 들 수 있다. 선
사시대에는 거북이를 잡아먹는 식용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점복을 치는 도구로 많이 활용되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황찬영(남, 1933년생,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014년 7월 27일 현지조사.
3) 김종대 외, 『이천 거북놀이』, 이천문화원, 2006, 53쪽.
4) 충남 천원군의 경우에는 맷방석과 수숫대 잎으로 거북을 만들었다고 한다.(黃瑞奎 · 洪淳國, 『천안의 

거북놀이』, 成歡文化院, 1997, 58-65쪽.)
5) 경기도 용인 남사면 창말의 경우 거북놀이를 정월에 하기 때문에 짚을 엮어서 거북이를 만들어서, 14

일 고사반을 할 때 따라 다니게 하였다고 한다.(『경기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504쪽.)
6) 村山智順, 『朝鮮の鄕土娛樂』(朴銓烈 譯), 集文堂, 1992, 58쪽.
7) 金宅圭,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嶺南大學校出版部, 1985, 164쪽.
8) 윗책,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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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문화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구지가>인데, 여기에서의 거북은 주술적인 상징으로
서 표현되고 있다. 즉 기원대상을 얻기 위한 위협적 대상으로 거북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주술행위는 수로신화의 귀지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로부인
의 해가, 그리고 고려시대 동해안 통해지역에서 일어난 박세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된다. 
먼저 <구지가>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不現也 燔灼而喫也9)

구지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아니면 구워 먹겠다는 내용을 담
고 있는데, 왜 하필 거북이를 구워먹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 거북이가 
신의 사자나 혹은 용왕의 아들이라는 관념이 수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위협하기 위한 
동물로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주몽신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몽이 송양의 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사슴을 위협한 것은 좋은 예이다.

東明西狩時
偶獲雪色鹿
倒懸蟹原上
敢自呪而謂
天不雨沸流
漂沒其都鄙
我固不汝放
鹿鳴聲甚哀
上徹天之耳
霖雨注七日10)

주몽의 경우 하늘의 천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슴을 위협하는 방식을 취한
다. 구지가의 경우도 하늘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거북을 위협한다. 그런데 사슴의 
경우에는 祭天儀式에 제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나, 거북의 경우는 하늘을 
위한 의식에서 제물로 사용했다는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자들의 경우 거북 자체
를 임금을 상징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거북의 상징은 물과 관련한 용왕의 사자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지역은 농경이 매우 중요한 생업활동이었다는 관점에서 상호 맥락이 연결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의 위협행위를 통해 왕을 내놓으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이 노래
가 주술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보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구지가에 대해서는 迎神君歌11)와 농경의례와 관련한 노래12)로 보는 두 가지의 

9) 『三國遺事』, 駕洛國記條.
10) 李奎報, 『東國李相國集』 卷第三, 古律詩, 東明王篇.
11) 黃浿江, 「龜旨歌攷」, 『국어국문학』 29號, 국어국문학회, 1965,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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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하다. 전자는 노래를 부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서사구조를 근거로 추론된 것이며, 후
자는 당대의 생업방식과 관련하여 노래를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추론은 구체
적으로 해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13) 결국 거북이를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인 것이다.

고려시대 박함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마치 용왕의 아들과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
다. 박함의 할아버지인 박세통이 통해현령으로 있을 때 포구에 큰 거북이 들어왔다가 사람들
에게 잡혔는데, 박세통이 거북이를 바다로 놓아 주었다. 그 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아들을 구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보은으로 공과 손자까지 3대가 재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해준다.14) 이 내용을 보면 거북은 보은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점, 그리고 노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바다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라는 점을 보면 용왕의 이미지가 강
하다. 결국 거북이의 상징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신(水神)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거북놀이를 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설고총서』라는 문헌에 나온다고 한다. 신라 문무왕 때 
15세의 공주가 병이 걸리자, 영추대사란 스님이 15세의 소년들에게 수수잎으로 거북이를 만
들어 쓰고 놀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15)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5세의 소년 들이 놀았다고 하는 대목인데, 이런 사정은 현재의 거북놀이에 농악대가 
참가하고 고사반이 행해지는 등의 제의절차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거북은 물과 육지, 즉 二界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거북
의 경우 죽음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동물, 즉 십장생의 하나로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
렇다면 거북의 상징은 풍요로움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역할은 수명장수를 기원
하는 대상으로 더 유의미함을 지닌다.

결국 이러한 관념에서 본다면 거북은 물을 관장하는 수신의 의미와 수명장수를 뜻하는 동
물로서의 문화상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왕의 인장이나 옥새에 거북의 형상을 한 손잡
이(龜紐)를 사용한 이유나, 집을 지을 때 올리는 상량문에 하룡(河龍)과 해귀(海龜)라는 글을 
쓰는 이유 등도 모두 오랫동안 부흥하고 존속되기를 기원하는 장수(長壽)의 상징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16)

그렇다면 거북놀이가 지향하는 거북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현재 거북놀이는 대개 어린
이 중심의 놀이로 보고되어 있다. 몇 지역에서는 성인이 했다는 기록이 조사되어 있으나, 그
것은 놀이의 본질을 담당할 수 있는 계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거북놀이가 성행했던 시기는 
살기가 어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계층은 어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잘 성장하
기를 기원하는 관념의 반영을 가능이 높다.17) 왜냐하면 추석은 승패놀이가 없이 상생할 수 

1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 1』, 지식산업사, 1982, 79쪽.
13) 金宗大, 「<龜旨歌>의 性格과 傳承樣相에 대한 小考」, 『中央民俗學』 5호,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

구소, 1997, 136쪽.
14) 李霽賢, 『櫟翁稗說』, 前集 二.
15) 河周成, 『利川의 民俗 ‘거북놀이’』, 利川文化院, 1985, 7쪽.
    흥미로운 것은 하주성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참고문헌은 없으며, 대신에 대월면 김주범씨의 증언이

라고 기록하였다. 과연 이 문헌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놀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6)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2001,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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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놀이가 전승되기 시기이다. 즉 풍흉을 점치고, 이를 기원하는 시기는 정월대보름이며, 
추석의 경우에는 많은 수확을 했음을 감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거북놀이의 전승지역과 그 전승내용

거북놀이의 전승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나 혹은 수수경작지라고 할 수 있는 밭농사권역 전체
에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만 한정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흥미를 
준다. 일제침략기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광주와 용인, 수원, 여주, 안성, 이천 등 경
기도의 중부 내륙에 위치한 지역에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충주, 음
성, 충남지역은 천안과 홍성, 예산과 서산 등으로 고루 퍼져 있다. 이 전승지역을 보면 대개 
내륙 중심이며,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거북
놀이 전승권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만하다.

이러한 거북놀이의 주체는 대개 청소년이다. 1920년대에는 농악대가 참여해서 놀았다는 제
보가 있기는 하나, 이것도 일관된 내용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1973년 윤병준이 음성 감곡면 
왕장리에서 제보자인 경운용(여, 1901년생)이 20대 새댁시절에 행했던 거북놀이를 다음과 같
이 묘사한 부분이 그것이다.

8月 가위날 祭祀를 지내면 별로 일이 없단 말야. 新穀으로 떡을 비져 송편을 해서 祖上任께 올리고 
農事 일꺼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 심심하지. 洞里 어른들이 15. 6세 나는 아이들에게 “거북놀이”하
자고 먼저 거는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해서 어른들이 農樂을 치면서 興에 겨워놀면서 아이들에게 
거북놀이 시키는거야. 아이들이 수수밖에 가서 수수잎을 따 가지고 오면 새끼(繩)로 심을 넉코 수수잎
으로 용구세를 틀어 두발 정도되면 옆에다 비눌을 달고 하여 두집에 쓰면 거북이가 되는거야.18)

이 기록에 의하면 거북놀이의 주체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른들이 아이들
에게 놀이를 시켜야만 아이들이 모여서 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아이들이 
놀기를 거부하면 어른들끼리만 거북놀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놀이의 주체는 바로 15 
· 6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 분명하다. 다만 단순한 놀이로서 전개하기가 어색하거나, 혹은 어
른들도 참가하고 싶은 의욕에 농악을 대동하고 놀이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운용이라는 제보자가 농악을 앞세워 굿을 한다는 다음 기록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그 순차는 대문 앞에서 하는 守門將굿19), 샘에서 하는 龍王굿, 마당놀음, 

17) 김종대는 그런 점에서 이천 거북놀이가 수수잎을 이용해서 거북이의 몸체를 만들고 놀이를 한다는 
상징태로 본다면, 수수를 갖고 만드는 수수경단의 의미와 함께 거북의 상징을 수용할 경우 수명장수
의 기원을 잘 보여주는 놀이로 추론을 한 바 있다.(『이천거북놀이』, 37쪽.)

18) 尹秉俊, 『陰城거북놀이調査書』, 陰城郡文化公報室, 1973, 54쪽.
19) 사실 수문장굿이라는 용어도 적합한 것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문장대감이라는 용어가 재수굿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도적인 명칭은 아니다. 별상- 대감거리에서 대감은 안대감(웃대감)과 밖대감(아
랫대감)이 있는데, 수문장대감은 이랫대감의 마지막에 위치한다.(『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760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문장대감은 굿거리에서도 매우 미약하게 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문굿을 어떻게 수문장굿으로 표현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마을
제의에서 수문장굿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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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공연24) 2014년 재구성25) 2014년 8월 공연26)

거북옷만들어입기 수수옷 만들어입기

그리고 벅구노름을 한 다음에 떡을 먹고 잠시 쉰다. 그 후에 부엌에서 조왕굿(조왓굿이라고 
표기됨)과 터주굿, 도량굿으로 끝이 난다. 이런 순차를 다 거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한다.20)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네를 한바퀴 다 돌 경우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대략 100호 정도라면 추석 저녁 시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부자집 만 10집을 돌더
라도 10시간이 소요된다. 즉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도 다 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
다. 일반적으로 거북놀이의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 대개 마당에서 뛰놀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윤병준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후에 등장하는 거북놀이는 모두 굿과정이 삽입되기 시작한
다. 1985년에 발간된  『利川의 民俗 ‘거북놀이’』에도 마을굿의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
다. 먼저 길놀이를 하고 장승굿, 우물굿(샘굿), 마을판굿,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마당
놀이 등이 그것이다.21) 앞서 경운용이 제보한 내용은 대개 집안굿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
주성의 이천 거북놀이는 마을굿으로 확장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장
승굿을 수용하고, 우물굿과 마을판굿이 제시되어 마을굿의 한 형태로 거북놀이를 만들어 놓
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천에는 장승제가 거의 전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
승굿을 삽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22) 최근에 와서 이천 거북놀이에는 장승굿을 
없앤 상태이다.

2006년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에서 연희된 거북놀이의 경우에는 길놀이, 문굿, 대청
굿, 터주굿, 우물굿, 조왕굿, 마당판굿, 마을판굿으로 전개되었다.23) 이것은 개인 집안굿을 중
심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마지막에 마을판굿을 배치하여 대동놀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 평택에서 행해진 거북놀이의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의 변화양상을 읽어볼 수 있는 좋
은 내용을 갖고 있다.

20) 윗책, 62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구경꾼인데, 각 굿의 사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

는 것이다. 즉 여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구경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기의 사설을 온
전히 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고사반을 하거나, 혹은 상달고사 등을 담당할 만한 무녀가 아니면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세히 제보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기록된 
제보자들이 모두 거북놀이에 참가했던 남자이지만 경운용씨의 제보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도량굿(도
량송)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량(道場)을 청정하게 만드는 의식행위로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
어이다. 즉 거북놀이를 하는데, 왜 도량송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만약 도량송을 한다면 마치 
굿의 부정치기처럼 굿의 서두에서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이를 굿의 마지막에서 
행했음을 언급하고 있어 제보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河周成, 앞책, 16-19쪽.
22)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경기지방 장승 · 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88.)을 보면 이천지역에

는 장승제가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연하(현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사무국장, 남, 1971
년생)씨에 의하면 그전에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보니 장승굿이 들어간 이유를 모르고 공
연했다고 한다.(2014년 8월 15일 조사.)

23) 김종대 외, 『이천거북놀이』, 70-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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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놀이 길놀이 길놀이
우물굿(샘굿) 수문장굿 문들어가기
마을놀이 용왕굿(집돌이 포함) 우물돌기
문굿 터주굿 터주빌기
터주굿 조왕굿 정지고사
조왕굿 마당놀이 마당놀이
대청굿 마당뒷놀이 거북뒷놀이
마당놀이 동네뒷놀이 마당뒷놀이

이 과정의 변화양태를 보면 여러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3년까
지는 평택거북놀이의 과정을 마을굿에서 집안굿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길놀이
에서 우물굿과 마을놀이까지는 마을굿의 한 형태로 보이며, 이후 문굿을 시작으로 하여 집안
굿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2014년에는 길놀이에서 수문장굿(문굿)으로 바로 들어가고, 
집안굿이 끝나고 나서 동네뒷놀이가 펼쳐지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4년 8월의 경우에
는 명칭을 바꾼 상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천거북놀이의 변화흐름과도 유사한 면이 없
지 않다.

즉 거북놀이를 재현하는 초기에는 집안굿 중심이 아니라, 마을굿에서 집안굿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은 거북놀이 자체를 대동놀이의 하나로 보았다는 사실, 즉 당시의 거북놀
이를 재현하려는 의도는 단지 아이들 중심의 단순한 놀이에서 확장하여 어른 놀이로 만들면
서 동시에 농악까지 개입시켜서 연희성을 띤 놀이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각 굿거리에서 구연되는 소리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고사반의 대부분은 지신밟기 등에서 행해지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삽입한 것인데, 특히 
평택의 경우에는 이웃지역에서 행해지던 고사소리를 모아서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평택거북놀이의 학술적 가치와 구성에 관한 세미나」라는 유인물을 보면 각 굿거리
에서 구연되는 선고사로서 다양한 풀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택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사소리라고 한다.27) 원래 이 놀이는 평택의 와야골에서 전승되던 거북놀이를 복원한 것이
라고 하는데, 아마 고사소리가 부족하여 평택 지역에서 전승되던 고사반을 모아 모아서 발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고사소리도 거북놀이와는 상관없는 고사소리를 차용하여 굿
놀이로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 의도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천안 직산의 거북놀이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장승굿이 배치되어 우물굿을 하고 수문장굿으
로 들어갔으나, 아우내의 경우에는 길놀이 후 수문장굿, 용왕굿, 마당굿, 조왕굿, 터주굿, 마
당놀이 등으로 전개된다.28) 직산은 마을굿에서 집안굿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나, 
아우내는 온전하게 집안굿으로만 행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3년 거행된 천안 거북놀

24) 이 과정은 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포천종합운동장, 2013.9.27.-28.)에 출품할 당시의 유인물에 수록
된 내용이다. 

25) 이 과정은 「평택거북놀이의 학술적 가치와 구성에 관한 세미나」(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14.7.9.)의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인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대신에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26) 이 과정은 평택와야골거북놀이 출정식(이충문화센터 실내체육관, 2014.8.31.)에서 공연될 당시에 배
포된 유인물의 내용이다.

27) 「평택거북놀이의 학술적 가치와 구성에 관한 세미나」, 50쪽.
28) 黃瑞奎 外, 『천안의 거북놀이』, 62-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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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는 수문장굿과 우물굿, 터주굿, 판굿, 대청굿, 거북마당놀이로 전개되어 완전히 집안굿 
만을 거행하는 모습으로 자리잡았다.29)

이러한 거북놀이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청굿의 설정이다. 대청굿은 업을 위하는 제의과정으
로 설명되어 있다. 황서규의 『천안의 거북놀이』에 보면 

대청의 대들보 위에는 ‘업’이라 부르는 큰 구렁이가 있어 그 집을 수호한다고 믿어왔다. 구전되어 
오는 민담속에는 이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업은 집을 수호하며 집안에 복도주고 액운도 
가져다 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대청굿은 전 연희과정중 가장 의식성이 짙은 중요
한 대목이 된다.30)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는 대청에 성주를 배치한다. 여주나 이천 등지에서는 집안 뒷쪽 장
독대 옆에 터주와 업을 같이 배치하는 것이 지역적 특징이다.31) 그렇다면 대청굿은 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성주를 위한 굿이 되어야 온당하다. 하지만 이천32)이나 여주33), 평택, 천안 
등지에서는 대청굿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음성지방에서는 대청굿이 행해지지 않는
다.34) 대청굿은 우물굿과 터주굿, 조왕굿을 끝내고 마당놀이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안 각각의 가신을 위한 굿을 끝내고 집안굿을 총체적으로 마무리려는 의도
를 담고 있다. 대청굿이 제시된 초기의 기록은 1978년 19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했던 이
천거북놀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35), 대청굿은 단순한 대청굿이 아닌 고사반이 개입된 형태
로 전개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설정인 듯하다. 그런데 1985년 26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품된 내용에는 대청굿을 업과 관련된 제의절차로 서술하고 있다.36) 즉 
1985년도 출품하면서 누군가 대청굿을 업을 위한 제의과정으로 기술한 것으로 그대로 수용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부터 천안과 평택에서는 이 제의절차를 수용해서 대청굿을 설정하
여 지속하였으나, 2014년 8월 31일 <평택와야골거북놀이 출정식>에서는 대청굿이 삭제되고 
거북뒷놀이와 마당뒷놀이가 가미된 상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대청굿은 업과 관련된 가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성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읽
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집주인이 밥상 위에 쌀과 북어와 실타래를 올려 고사상을 준비한다
는 기술을 볼 때 이 행위는 성주굿에 더 가까운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경기
도 평택 등 중부지방에서는 성주가 대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37)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굿거리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등장 거북이의 유형이다. 일반적으로는 큰 거북 
한 마리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 거북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평택의 수장거북, 이천의 

29) 「천안거북놀이」유인물(천안삼거리 능소전 무대마당, 천안거북놀이 보존회, 2013년 10월 5일.)
30) 黃瑞奎 外, 『천안의 거북놀이』, 41쪽.
31)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 민속원, 2004, 137쪽.
32) 김종대 외, 『이천 거북놀이』, 72-74쪽.
33) 『驪州郡誌』, 여주군지편찬위원회, 1989, 1597-1604쪽.
34) 『거북놀이 마을 갑산리』, 충청북도 · 음성군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13, 187-199쪽 참조.
35) 김종대 외, 『이천 거북놀이』, 181쪽.
36) 윗책, 같은 곳.
37)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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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아비, 음성의 질라래비, 입장의 길열이, 아우내의 질라래비, 직산의 질래비 등 다양하게 
부른다. 거북이 안에는 대개 2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거북이를 운반한다. 평택의 경우 
특이하게 큰 거북를 4명의 거북잽이가 들고 다니며, 일반거북이라고 하여 약 24명 정도가 수
숫잎으로 복장을 한다. 그런데 이 복장은 다른 마을의 질라아비의 복장과 일치하고 있어 새
롭게 만들어진 구성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천안의 경우에는 큰 거북이 안에 2명이 들어
가고, 남생이라고 하여 5명이 출연하기도 한다.

매우 흥미로운 유형은 오산 금암리의 거북놀이에 나오는 거북이다. 수수잎을 이엉 엮듯이 
470Cm 정도 길게 늘이고, 그 안에 포대와 마대로 고정시켜놓았다. 그리고 안에는 사람이 5
명 정도가 들어간다. 맨 앞의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마치 타조의 부리와 머리 모양으로 
만든 거북의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사용된다. 거북을 이끄는 사람은 고사반과 거북과의 대화 등을 전담하며,  새끼거북이 
4-5명 정도가 배치된다. 이런 거북의 형상은 마치 용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
유로 해서 오산 서랑동의 거북은 이천 거북놀이에 나오는 거북의 형상으로 2년 전에 바꾼 바 
있다.

<이천 거북놀이의 질라아비와 거북>

<오산 금암리 거북놀이에 나오는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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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거북놀이의 일반 거북 복장>  

거북놀이에서 구연되는 거북과 관련한 사설은 “천석 만석”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 들어간다” 등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천석과 만석 등의 표현이 동반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거북이 재물을 
가져다주는 주술적 능력을 부여하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천 거북놀이
의 경우에는 문굿에서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38)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서 거북의 주술적 상징은 수명장수와 재물이라는 것임을 알려준다.

거북이가 오는 방향은 역시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 

(이천)우리 백석천석만석 거북이가 동해바다 거친 파도를 거치고 태백산 높은 봉우리를 건너서 우리 
이 마을의 가가호호 백석천석만석만큼 복을 빌어주기 위해 왔으나 자 거북아 우리 이 마을에 복이나 
빌어주고 가자꾸나39)

(평택) 거북이들이 서해바다를 건너 먼길 걸어 이집까지 오복만곱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왔소이다.40)

(음성) 이 거북이 동해바다 건너 이 산골까지 오느라 과로해서 병이 났나 보구나.41)

(입장) 이 동해 거북이 험한 바다를 건너 이 댁까지 왔습니다.42)

(직산) 우리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서 백두산을 넘어 이곳까지 오느라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
을 것좀 주십시오.43)

38) 김종대 외, 『이천거북놀이』, 72쪽.
39) 윗책, 71쪽.
40) 「평택거북놀이의 학술적 가치와 구성에 관한 세미나」 유인물, 47쪽.
41) 『거북놀이 마을 갑산리』, 92쪽.
42) 黃瑞奎 外, 『천안의 거북놀이』, 63쪽.
43) 윗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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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북이가 오는 방향은 동해인데, 평택의 경우는 반대로 서해를 제시하고 있다. 
직산의 경우에는 북쪽 백두산에서 오는 것으로 제시되어 흥미롭다. 거북이가 왜 바다가 아닌 
대륙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해바다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해보다는 보다 멀기 때문에 거
북이가 지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평택의 경우 서해라고 하면 
바로 인접한 바다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지쳤다고 말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3. 거북놀이의 전승 특징과 그 의미

거북놀이의 형식화된 모습은 과거의 거북놀이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거북놀이를 행하는 
주체들의 문제, 그리고 거북놀이가 행해지는 계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현재의 거북놀이에는 판굿이 개입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거북놀이를 
재현하게 된 시점에 이들 놀이를 단순하게 노는 방식보다는 연희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판굿
으로 행하는 것이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6 · 25 전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잘 안하다가 인저 저, 농악경연대회가 나오기 시작해서 갑산
은 그럼 거북놀이로 나가자 이제 말해져 가지고44)

이런 제보의 내용을 보면 거북놀이를 농악경연대회에 나가는데 활용했다는 점을 잘 드러낸
다. 즉 1950년 전후로 까지만 하다가 6 · 25가 터지고 난 후 수복되어서도 전승을 하지 않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다시 농악에 거북놀이를 수용해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것은 1982년에 와서이다. 이때 이 작품으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45) 결
국 거북놀이가 주종목이 아니라, 농악이 주종목으로 출전하기는 하였던 셈이다. 마치 거북놀
이를 잡색놀이와 같은 의미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북놀이가 행해지는 시점이 바로 추석이라는 점이다. 『朝鮮の鄕土娛樂』을 보면 
경기도와 충청도의 거북놀이 전승지역에서 대부분 추석에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46) 추
석에는 지신밟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안고사를 해주지 않는다. 추석이 아니라, 정월초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44) 권오태(남, 80세,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2014년 7월 28일 현지조사.
45) 『거북놀이마을 갑산리』, 충청북도 · 음성군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13, 179쪽.
46) 『朝鮮の鄕土娛樂』을 보면 충북 음성과 충남 예산 지방에서는 정월 보름에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윗책,121-150쪽.) 음성은 정월 보름과 추석에 행하는데, 어린이가 모여서 한다. 충북 
내의 청주와 충주에서는 추석에만 한다. 예산의 경우 정월 보름과 추석에 행해지는데, 참가하는 사람
은 어린이와 부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산과 인접한 서산에서는 추석에만 어린이들이 
모여 행해졌다고 한다.(윗책, 150-152쪽.) 즉 정월 보름에 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와 충북 음성, 충
남 예산 등 몇 지역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된 내용을 보면 추석에 행해지는 지역이 월등하며, 대개 
농촌의 청소년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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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북놀이를 하면서 개인굿 형태뿐만 아니라, 집단제의적 성격이 강한 마을굿까지 
개입되어 나타난다. 어느 마을에서는 장승굿도 배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마을제의와의 
관련을 맺고자 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북놀이의 속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천 
거북놀이의 경우 1985년 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할 때 장승굿이 2번째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평택 거북놀이도 2013년 장승굿이 3번째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
천과 평택의 거북놀이에서는 장승굿이 모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사정은 거북놀이의 연
희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혹은 지속적인 연출과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주
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거북놀이를 보면 원래의 출발은 청소년들의 놀이로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때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 어느 정도 살 만한 집만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제공받
는 목적을 갖고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47)

인저 거북놀이라는 거는 옛날에 인저 우리가 어려서 그러면 인저 수수 이파리로다가 거북이를 맨들
어서 팔월 추석 때 집집마다 송편 으더먹을라고 인제 이거 댕기면서 저녁으로다가 해던게 인제 그게 
놀이가 되가지고 거북놀이.48)

갑산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추석에 거북놀이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때의 놀이는 순수하게 놀기 위한 놀이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고사반을 할 줄 아는 상쇠이다.49) 그런데 거북놀이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원은 대개 청소년이라 본격적인 고사반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땅을 구르는 행위로
서 놀이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평택시 평궁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도 쉽게 이
해된다.

 아 추석 때가서 그냥 여럿이 그냥 그걸 엮어가지고 둘러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추석 때 가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그러면 인제 뛰고 춤추고 그라는겨. 인제 그거를 둘러가지고서는 애들이 뛰놀
면 그 추석 때니깐 다 떡을 해먹거든 송편. 그거 인제 떡 주 떡은 가서 놀면 인제 떡 주고 이래 가지
고50) 

거북놀이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추석의 놀이로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
느 정도 살만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마당에서 뛰어주면 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주었다는 것
이다. 놀이가 끝나면 참가했던 사람들이 떡 등 모아놓은 먹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었다. 이러

47) 이런 흔적들은 여러 지역에서 두루 나타난다. 최근 한양명의 「홍성 내현리 거북탈놀이의 전승양상과 
성격」(『韓國民俗學』 54호, 한국민속학회, 2011, 384쪽.)을 보면 이 마을에서는 정초의 걸립을 목적으
로 한 거북놀이와 추석에 행하는 거북놀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정초의 경우 거의 모든집을 돌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신밟기에 거북이를 동원한 결과이다. 추석의 경우에는 “쌀 한섬 정도 나올만한 집”, 
즉 “땅 있고 돈 있는 양반댁, 지주댁”이 우선이고, 일반인들은 원할 경우만 해주었다고 한다.

48) 권오태(남, 80세,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2014년 7월 28일 현지조사.
49) 이런 특징은 『천안의 거북놀이』(109-136쪽.)에 수록된 고사덕담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록된 고사덕담은 천안 흥타령 시립 농악대 상쇠인 경기농악 기능보유자 이돌천(남, 당시 72세)의 
구술 내용인데, 이것은 두레농악의 고사소리라고 할 수 있다.

50) 황찬영(남, 82세,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014년 7월 27일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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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은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전승되던 거북놀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51)

이러한 거북놀이의 의미는 추석에 행해지는 강강수월래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지신밟기는 달의 기운을 받아 집안의 무사태평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석의 놀이는 일년 농사를 짓느라 빼앗긴 기운을 다시 찾는 날
의 의미를 갖는다. 즉 상달 고사와 같이 기원이나 감사의 속성52)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렇다면 거북놀이의 속성도 일년의 무사태평과 풍요를 기원하기 보다는 일년 농사가 잘 되었
음을 감사하는 의미와 기운의 재충전을 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거북놀이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할 경우, 현재 행해지는 마당놀이나 터주굿이나 조왕굿, 
그리고 우물굿과 같은 계열을 모두 일관해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창출된 거북놀이의 민속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

현재 전승되고 있는 거북놀이의 모습은 원형적인 의미이기 보다는 놀이에 의례가 가미된 
연희 형식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한 놀이에 정월에 행해지
는 지신밟기식의 의례를 가미했기 때문에 추렴의 의미나 놀이적 성격보다는 고사 성격의 의
례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거북놀이가 행해지던 계절적인 특징과 놀이의 주체였던 어린이를 고
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특히 이 놀이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좋은 사례가 충북 음성 갑산리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마을에서도 
6 · 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거북놀이를 하고 중단된 상태였으나, 농악경연대회가 나오면서 
다른 마을과 달리 우리는 거북놀이로 나가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그것으로 출품했다는 것이
다. 그때 출품해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평택의 거북놀이나 이천의 거북놀이에도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은 대개 어린이가 주동적인 인물로 이 놀이를 이끌었다고 한다. 무엇보
다도 추석에 거북놀이를 행해진 이유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추석은 농작물의 수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이라 먹을 것이 풍족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에는 추석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게 없어 궁핍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모여 거북놀이를 한 후 
이 과정에서 거두어들인 송편 등의 먹을 것을 모두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거북이를 만든 재료를 보면 쉽게 이해될 만하다. 특별하게 재료를 준비
해서 거북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수수깡으로 뼈대를 만들고 수수잎을 덮어서 거
북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석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잎을 
베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시점에서 어떤 곡물의 잎이 이용하기 좋은가를 판단
할 때 수수잎이 가장 좋았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수수잎이 베어서 거북이를 만들게 되더라

51) 김종대 외, 『이천거북놀이』, 49쪽.
52) 최자운, 「농악대 고사(告祀)소리의 지역별 특성과 변천양상」,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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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잎의 변색은 2-3일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개 거북의 형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수잎은 
대개 추석 당일에 할 수밖에 없었다.

추석날 어른들은 풍물을 치고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놀이가 없었다. 
결국 거북놀이의 장점은 당시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한 마을 내에
서도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추석 떡과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지닌 거북놀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풍요기원과 수확의례적인 의미를 지닌 주술성도 갖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놀이의 목적은 풍요로움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생의식(共生
意識)이 더 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 놀이가 밭농사에서 논농사로 전환되면서 점차 전승력이 약화되고, 6 · 
25사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놀이들이 다시 부활하고 재현된 
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였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놀이가 주술적
인 의미가 강화된 의례를 결합하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거북놀이는 
단순한 연희적 속성을 지닌 놀이로만 행해진다. 즉 주술성을 지닌 내용은 상징적으로 외연화
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일 뿐이며, 거북놀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희적인 놀이로만 
행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거북놀이의 절차에 굿거리를 삽입시킨 것은 좋은 증거이며, 이런 
행위들은 단순하게 농악으로만 행해지던 두레농악의 또 다른 변이양태라고도 할 만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거북놀이는 단순한 놀이적 개념보다는 보다 외연을 확장하여 농촌체험프
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이천거북놀
이는 단순하게 연희되는 것보다는 거북이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각종 굿거리에 자신들의 기원
내용을 담아서 구연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53) 이런 사정은 과거의 
거북놀이가 단순하게 과거의 모습으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면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53)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마을에서 행해진 거북놀이 체험프로그램(2014년 8월 15일-16일)은 단지 거북
놀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부모들과 모형거북이를 만들어 경연대회를 하
고, 각 굿과정에 맞춘 고사내용을 부분적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여 아이들이 직접 구연하도록 만
드는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에는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마다 돌면서 거북놀
이를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 95 -

<참가한 학생들이 만든 꽃거북>

5. 경기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거북놀이의 의미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두루 전승되던 동물가장극(動物假裝劇)
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충청도의 거북놀이 특징을 명확하
게 구분짓기에는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등장하는 거북의 숫자도 이천의 1마리에서 평
택의 24마리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거북놀이는 경기도 내륙지역에서 전승되던 추석의 특징적인 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특히 공생의식을 강조하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놀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천거북놀이는 경기도 무형문
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54) 

다만 새롭게 재현된 오산 금암리의 거북놀이와 재해석된 놀이로 운영되고 있는 평택 와야
골 거북놀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지닌 놀이라는 점에서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금암리의 경우 연희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농악이나 놀이가 
원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4)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천 거북놀이』(122-131쪽.)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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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속의 지역적 특징과 접근 방법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서종원(단국대학교) 

준비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정형호 선생님의 발표문은 경기도 민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
리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경
기도 여러 지역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옥고를 작성해주셨다는 점에서 가치 있
는 발표문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언급하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7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경기도 
지역의 축제와 무형문화재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 등은 경기도 민속 연구 활성화
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
리면서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혹여 잘못 이해한 질문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 민속을 논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설정 못지않게 시대별 변화 양상도 매우 중요
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의 민속이 어떻게 지속과 변화되었는지도 의미가 있을 것 같
습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이 이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
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7개 권역별로 나누면서 각 권역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여러 지역
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이 결국 경기도 민
속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3장 경기도 민속연구의 방법론적 모색이라 생각
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경기도라는 지역
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개발에 따른 변화 양
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변화 양상 내지 해체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도시화 내지 산업화 급격히 변화된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농촌이나 도시 
지역처럼 차이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차이에 따라 개
별 지역의 민속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경기도 지역을 한정지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 지역에서만 엿볼 수 있는 특징에
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98 -



- 99 -

「경기민요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문

이영수(단국대학교)

김혜정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민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제가 선생님의 
글을 읽고 토론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문을 읽고 느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1쪽)의 ‘경기민요의 의미와 범주’에서 민요의 사전적 의미를 적용할 때 “경기민요는 경
기 지역의 민중들이 구전으로 전승하고 있는 노래”여야 하지만, “현재 경기민요라 부르는 대
상은 이러한 민요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쪽) 결론에서 “현재 경기민요로 규정하는 대상에는 향토민요뿐 아니라 통속민요와 잡가 
계열의 좌창과 입창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처럼 복합적인 개념으로 굳어진 상황과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경기민요의 개념 내지 범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선생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합
니다. ‘경기민요의 음악적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3쪽)에서 경기민요는 향토민요뿐만 아니라 직업음악인들의 잡가와 통속민요를 모두 포
함하고 있기에 장르적 성격이 다중적이고 음악적 특징도 단순하지 않다. “향토민요와 잡가나 
통속민요는 연주층이 일반인과 직업음악인으로 나뉘기 때문에 음악적 특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성이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렇다면 직업음악인들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인에 의해 향
유된 경기민요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경기민요의 특성을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 (3쪽)에서 선생님께서는 향토민요의 토리를 정리하면서 “경기민요의 대표 토리는 창부타
령토리”로 보는 것에 대해 “메나리토리가 더 우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쪽)의 <표 6> 
‘장르별 토리 사용 양상’을 보면 ‘창부타령토리’가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토리로 보입니다. 향
토민요에서는 ‘멘나리토리’가 더 우세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기민요의 대표 
토리는 ‘창부타령토리’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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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쪽) ‘Ⅲ. 경기의 음악문화권적 특성과 정체성’에서 ‘1) 장르별 토리, 2) 장르별 박자와 
장단’을 중심으로 경기민요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고찰하고 계십니다. 발표문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민요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기와 인접한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민요와의 비교 고찰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잘못 해석하였거나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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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 산이제 굿의 특징과 의미 연구」에 대한 토론문

홍태한(중앙대학교)

김헌선 선생님은 경기굿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굿을 대상으로 일정한 굿의 원리를 수립
하고 있는 학자로, 아마도 한국 무당굿을 입체적으로 가장 잘 보는 학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 경기굿이 주로 도당굿이라는 마을굿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1981
년 경기새남굿을 예증삼아 경기도 남부 산이제굿의 특징을 논하고 있어, 논의된 결과가 자못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실 경기도 남부 산이제굿이 집굿과 마을굿으로 모두 이루어졌
을 텐데, 마을굿을 중심에 두고 논하는 그동안의 성과도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 남부 산이제
굿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산이
제굿의 집굿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인공적인 조건이라
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연행된 굿이어서 매우 소중한 성과를 이렇게 찾아내어 학
계에 보고했으니 앞으로 집굿에 대한 연구도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율목동
의 경기새남굿을 굿거리의 흐름에 따라 장단과 진행방식을 꼼꼼하게 보고하고 있어, 여러 가
지를 공부하게 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으로 토론을 대신합니다.

1. 경기도 새남굿이라는 굿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붙인 것인지, 굿을 연행하는 
이들이 붙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서울 지역의 새남굿은 평진오기굿과는 조금 굿거리 
짜임이 다른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새남굿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주셨으
면 합니다. 1983년 자료에는 오구새남이라는 말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지 조사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천지창조신을 굿의 기본 흐름에 넣
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지역에서 1973년 조사된 자료에 나오는 안시루를 대응시켰습니다. 
(자료에는 1973년으로 되어 있고 각 굿거리를 분석한 표에는 1978년으로 되어 있는데 1973
년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성지역의 자료는 김태곤 선생이 조사한 자료로 안시루를 
천지창조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태곤 선생도 안시루를 ‘뜰 밖에 나가 
산신을 맞아다 대청으로 들어와 떡시루를 올리고 여러 신을 청하여 대접하는 것.’, ‘대청에 
안당과 밧당을 맨 안당에 제물을 올리고 5대까지의 조상 잔을 올리고 조상께 올리는 제의-조
상을 위하면서 자손 잘되고 부귀하게 해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가
를 보아도 천지창조와의 관련보다는 여러 신을 청배하는 성격이 커보입니다. 화성에서 1973
년 굿을 연행한 심복순은 세습무이지만 김수희는 강신무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경기도 남부 
산이제굿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루말이라는 굿거리 명칭이 시
루청배와 상통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후대적인 변모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
려 화성 지역의 안시루는 조상굿과 연결되는 성격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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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기 새남굿의 서사무가도 천지창조와 대응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3. 1981년 연행 경기 새남굿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
바라기와 대감놀이를 연행한 황치선의 존재입니다. 서울 지역의 무당으로 보이는 황치선이 
경기 새남굿에 등장함으로써 산이제굿이 서울의 강신무와 연결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황치성이 산바라기를 할 때,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자진굿거리와 당
악을 함께 사용합니다. 자진굿거리는 경기 남부 지역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장단이라고 하셨
는데, 그렇다면 황치선도 어쩌면 경기 남부와 연결점이 있는 무속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이고, 산이들이 굿을 하면서 아무 무당이나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산이제굿이 밀리는 형
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산이제굿과 서울굿식 무당의 자연스러
운 결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료가 적어서 단언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4.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1983년 수원시 김천길의 재수굿+새남굿의 순서는 1. 부정굿 2. 산
바라기 3. 시루말 4. 제석청배 5. 성주굿 6. 제석굿 7. 대감굿 8. 호구대신 9. 조상굿 10. 군
웅굿 11. 계면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1.부정굿 2. 산바라기 3. 넋맞이 4. 
시루고사 5. 손굿 6. 군웅굿 7. 조상굿 8. 안당굿 9. 서낭굿 10. 제면굿(대감굿) 11. 터주굿 
12. 새남굿 13. 뒷전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조사하신 분들은 대감대신, 신장, 별상, 오구새
남, 뒷전은 서울제로 하여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기록했습니다만 넋맞이, 새남굿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81년 자료에는 서울식으로 굿을 한 황
치선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3년 새남굿 흐름을 보면 1981년 자료와의 차
이가 보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새남맞군웅춤이라고 한 것을 1983년 자료에는 쌍군웅춤이라
고 적고 있습니다. 맞군웅춤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83년 자
료에는 이 부분을 ‘반설음장단으로 쌍군웅춤이라 하여 남녀가 같이 춤을 춘다. 넝김채로 넘겨
서 조임채로 조이고 엇중모리로 해서 겹마치로 가서 덩덕궁이로 몰아가며 춤을 추다가 덩덕
궁이를 달아놓고 무당을 공수를 주고 창부는 그 옆에 서있다. 무당은 춤을 추다가 활을 들어 
사방으로 쏘고나서 퇴장하면 잽이들이 삼현을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1981년 연행본에
도 이러한 흐름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983년 자료, 부정굿, 제석굿, 조상굿, 서낭
굿, 터주굿, 새남굿 등에는 수부를 치고 굿을 마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1981년 자료에
는 이 말이 없어서, 1983년 자료도 이용우를 주 제보자로 한 것이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
다.

5. 몇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1)각주 15번에서 반설음과 터벌림이 다른 장단
이라고 하셨는데, 이 둘은 같은 장단이 아닌지요. 2)‘대체로 2소박과 3소박이 복합적으로 구
성되면서 집을 짓고 이를 단순화한 장단을 만들어서 집을 다시 짓고 규칙적인 장단으로 바꾸
고 다시 이를 더욱 빠르고 단조로운 장단으로 몰고가서 단순화하는 것이 결말이다. 가령 진
쇠-진쇠조임채(올림채)-넘김채-겹마치기-자진굿거리 등이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 사례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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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쇠는 진쇠춤의 장단에, 올림채
는 반설음춤이나 부정놀이춤의 장단에 사용되고 있어서 공부가 부족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3)서울굿과 비교하시면서 산이굿의 구조에 대안주를 표기하셨는데 이에 대
한 보충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4)‘개별 굿거리에서도 굿의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개별적
인 굿거리에서 산이제 굿은 엄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굿거리의 서두에 청배가 있
고, 이 청배에 입각해서 산이가 청배하는 구실을 하고, 미지가 반복하고 축원을 하고 덕담을 
하면서 굿을 마치는 것이 이 굿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산이굿의 개별 
굿거리의 짜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5)서울굿과의 비교를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료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산이제굿을 조금 모호한 
성격의 굿으로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6. 서울굿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굿을 보기가 예사로운 일이 되었습
니다. 전통적인 경기굿을 찾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거에 조사된 경기굿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김헌선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그런 점에서 훌륭한 교시를 줍니
다. 결국 자료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자료를 어떻
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음악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 굿을 
바라보는 입체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운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 부족한 토론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등도 
함께 표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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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악의 다양성과 지역성」에 대한 토론문

윤동환(전북대학교)

한국 농악에 대한 연구가 근자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발
표는 경기농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표자께서는 
경기도 농악에 대한 다년간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자로 발표의 내용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경기농악 성격을 조명하고, 농악의 존재양상과 특징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발
표자께서는 읏다리농악과 농사풀이농악의 분포를 다양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재규명하고 있
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제 의식을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여 보충설명을 듣
고자 한다.

첫째, 예술적 발현과 모의성에 대한 문제이다. 농사풀이농악의 경우 “농사모의 동작은 풍농
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이자 노동의 동작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7쪽)으로, “농사풀이농
악에서의 농사모의는 모방과 재현으로, 농사과정의 과감한 선택 그리고 점증과 반복의 춤사
위로 파종과 수확을 표현하는 웃다리농악에서의 농사모의는 예술적 형상화로 구분”(10쪽)으
로 상반되게 기술하고 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악기 편성에 대한 문제이다. 농사풀이농악의 경우 제금을 사용하는데, “불교의례와 
무속의례와의 연관성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명시하
지 않았다. 다만 영동이나 영남에서 연행하는 농사풀이와 달리 “뛰거나 빠른 동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제금의 편성이 지속되리라 추측”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한 것만으로는 제금 편성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다른 소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지역성과 다양성에 대한 실체 규명의 문제이다. 발표자는 경기도의 농사풀이농악과 
웃다리농악이라는 다른 유형으로 분포한다는 사실과, 지역에 따라 농사풀이농악의 연행순서
와 내용에서 차이가 나며, 웃다리농악 역시 지역에 따라 연행순서와 내용이 같지 않음을 규
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발생한 이유나 유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밀한 분석이 요구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후 발표자의 계획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토론자가 발표자
의 의중을 짐작하지 못하면서 토론을 위한 트집 잡기가 된 것 같아 송구할 따름이지만, 위에
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것이 농악 연구의 진일보하는 측면이라 생각
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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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과 새로운 계승양상」에 대한 토론문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이 글은 거북놀이의 역사적 유래와 상징, 전승 지역과 내용, 전승 특징과 의미, 경기도 무
형문화유산으로서 거북놀이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발표자는 이미 거북놀이에 대한 논
문과 책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전승지역에 대한 폭넓은 현지조사를 진
행하였고, 이 논문에서도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거북놀이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를 하고자 한다.

1. 이 글을 통해서 보면, 거북놀이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거북놀이가 내륙의 밭농사 중심 지역에서 행해진 놀이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밭농사 가운데도 수수 농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논
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우리나라의 밭농사지역이 광활하고 수수 농사도 과거에는 보
편적 작물로 이들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거북놀이 
전승지역 상당수는 강이나 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성을 드러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한 거북놀이에 등장하는 수수의 상징성과 왜 경기도와 충청도
에만 거북놀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거북놀이는 단순한 청소년 놀이행위이며, 후에 굿의 성격이 가미되었다고 정리
하고 있다. 토론자도 이에 동의를 하는데, 거북놀이의 최초의 기록인 <설고총서>에는 ‘공주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놀았다’는 내용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의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논
리상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 거북놀이의 목적을 후에 가미된 사설 등을 통해 수명장수와 재물의 상징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거북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수신, 용왕의 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거북
의 상징적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토론자는 거북놀이가 추석
에 행해지는 점에 방점을 두면 오히려 수신인 거북에게 한 해의 감사함을 표현한 것은 아닌
가 생각이 든다. 거북의 수신적 역할은 사찰이나 반가의 대문이나 빗장 장식, 상량문의 ‘海
龜’, 수원 영동시장의 거북신당 등에도 보이는데 모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인 거북을 
모신 것이다. 이천의 거북놀이도 한 해 농사의 감사함을 수신인 거북을 통해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놀이가 한 해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듯이 같은 맥락은 아
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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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오산 금암리와 평택 와야골의 거북놀이에 대한 지정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새롭게 재현된 거북놀이의 지정이 타당한 것인가? 특히 새로운 요소가 많이 
가미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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