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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조선족 농악(農樂)은 한민족의 이주와 함께 중국 땅에 전승된 한반도

의 전통 민속예술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주기에 한반도 여러 지

역의 이주민들을 통해 중국에 정착하게 된 농악을 동북3성의 길림성 연변조

선족자치주·흑룡강성·요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동북3성의 대표 농악으

로 자리 잡은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천과정과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주기부터 1960년대 조선족 농악의 정착시기에서는 길림성 연변지역의 안

도현 신촌에는 경상남도 농악, 화룡현 두도구에는 강원도 농악, 용정시 팔도

향에는 경상북도 농악들이 유입되었고, 흑룡강성의 녕안시에는 경상남도 농

악이 유입되었고, 상지시의 조선족 마을에도 농악이 행해졌지만 어떤 농악인

지는 불분명하다. 요녕성의 심양시에는 경상북도 대구지역의 농악, 본계시 환

인현에는 평안북도의 걸립농악이 유입되었으며, 그리고 철령시의 “朝鮮族農樂

假面舞”도 한반도에서의 이주를 통해 중국사회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동북3성의 대표 농악인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인 연변지역의 이주 집단 중에서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리는 안

도현 신촌 마을의 농악과 한국 경남 부산아미농악과 진주삼천포농악의 편성

양상과 구성형식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은 농

악대의 편성에서 타악기잽이인 꽹과리, 징, 장고, 북과 채상소고와 고깔을 쓴

각시들이 편성된 외에 마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집사로 편성하고,

지게꾼이 편성되는 것이다. 또한 마을농악에서 행해지는 지신밟기의 내용은

한반도로부터 전승된 것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배경과 생활의 변화에 맞춰

지역적 특징을 기본내용으로 한 사설을 부르는 것이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이

다. 이러한 안도신촌의 농악은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요컨대 이주기부터 1960년

대까지 안도신촌에서 행해진 농악은 생산을 담당하는 두레패들이 주축이 된

마을 단위의 소박한 마을농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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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2000년대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천에서 1980년대 안도신촌의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의 판굿 형식으로 변화된 조선족 농악의 편성 특징은

남·북한 연희농악에 모두 편성되지 않는 여자북춤·지게춤·부채춤·장고춤·탈

춤·할머니·할아버지·어린이북춤 등이 편성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농악이 지속

적인 전승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중국 현지의 축제나 경축대회의 공연

수요로 여러 가지 민속춤과 놀이가 편성되어 소박한 마을농악이 화려한 연희

농악으로 변화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은 첫째, 1채부터 6채까

지의 채굿 가락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의 가락과 2분박 4박자의 4/4박자

의 가락으로 두 개 유형의 장단 가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연주

되는 엇모리형의 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전체 채굿의 속도변화

로부터 볼 때 연변 조선족 농악은 1채의 시작을 알리는 가락에서 2채와 3채

는 빠른 가락, 4채는 느린 굿거리장단, 5채와 6채는 다시 빠른 가락으로 <빠

르게-느리게-빠르게>의 속도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셋째, 가락의 연주에서는

규칙적인 고정된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변주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

의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의 가락연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채굿

과 함께 진행되는 새납의 선율연주에서는 즉흥적인 선율연주보다 민요의 선

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민요로는 <풍년가>와 <뽕따려 가세>이다.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천기에 등장한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

다. 농악무의 음악에서 잦은 굿거리장단과 느린 굿거리장단을 많이 사용하며

잦은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뽕따려 가세>, 느린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풍년

가>의 선율이 함께 사용된다. 빠른 장단에서는 잦은 굿거리장단, 휘모리장단,

안땅장단으로 바뀌면서 선율도 민요 <흘라리>나 연변 창작가요 <자치주성립

경축의 노래>등으로 바뀌지만 느린 굿거리장단에서는 창작선율 외에는 민요

<풍년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선민족의 농악이 농경생활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온 영향으로 풍년을 축원하며 농악을 울리는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민요 <풍년가>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꽹과리의 장단가락은 서양악기와의 편성에서도 꼭

함께 쓰이는 대표적 악기로 농악무의 작품에서 장단가락의 연주부분에 꼭 출

현되며 이와 병행되는 것은 농악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모놀이이다. 민

족적인 맛의 음악을 위해서 민요와 장단을 강조함이 북한 민족음악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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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연변의 민족음악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며 연변 조

선족 농악무는 북한 농악무의 영향을 받아 장단가락의 사용에서 비슷한 부분

들이 많이 출현한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변 조선족 농악과 농악무는 두 가지 형식으로 변

용되었다. 연변가무단의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은 작품의 고조부분에

많이 출현되며 휘모리와 안땅장단을 중심으로 빠른 장단가락을 많이 사용한

다. 또한 칼춤과 난타북 등 새로운 요소들을 농악작품에 도입하기도 하지만

농악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는 꽹과리와 새납, 상모는 모든 농악작품에 출현

한다.

왕청현 상모무예술단의 판굿 형식의 농악무 작품은 서양악기나 전자음악의

무용음악반주로 공연되는 무대농악무를 다시 타악기의 장단가락에 맞춰 놀이

판을 벌리는 마을농악의 모습으로 개편한 것이다. 판굿 형식 농악무의 특징

은 악기잽이들의 잦은 굿거리, 굿거리, 휘모리, 안땅장단의 고정된 장단가락

의 연주와 함께 화려한 상모의 곡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 농악은 이주시기 농악을 했던 민간예인들을 중심으로 전파

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단위로 농악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므로써 조선족 사

회에 정착되고 전승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족 농악은 이주 초기 소

박한 마을농악에서 화려한 연희농악으로, 소박한 마을농악을 예술화한 무대

농악무와 광장농악무로의 변화발전을 거쳐 현재의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여

창작된 새로운 형식의 농악과 소박한 마을농악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판굿

형식의 농악으로 전승이 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농악, 조선족 농악, 연변 조선족 농악, 농악무, 무대농악무,

광장농악무

학 번: 2004-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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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중국 조선족 농악(農樂)은 두만강·압록강을 건너 이주하여 간 한민족1)과

함께 중국 땅에 가지를 뻗게 된 한반도 전통 민속예술 중의 하나이다. 농악

이 중국에 전승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정착된

농악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는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농악 중에서 여섯 개 지역2)의 농악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고, 농악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구도 심도 있고 광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민족의 생활방식 및 문화유산의 기층(基層)을 소유하면서 자체문화의 특성

을 갖고 있는 조선족의 농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제기된다.

농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넓게 보아 농악은 음악(音樂),

무용(舞踊), 곡예(曲藝), 연극(演劇)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연출

되는 전통적인 공연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3) 주로 타악기만으로 연행하는 독

특한 음악이라고도 한다.4) 농악은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밀접한 생

활예술이었으므로 농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제의기능을 하면서 마

을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 축제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악은 연희하는 목적에 따라 축원농악(祝願農樂), 노작농악(勞作農

樂), 걸립농악(乞粒農樂), 연희농악(演戱農樂)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

1) “한민족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한민족’이라 하고, 중국 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지칭할 때

는 ‘조선족’이라 하겠다. 또한 편의상 대한민국은 ‘한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북한’, 중화인

민공화국은 ‘중국’이란 용어로 줄여서 사용하고자 한다. ”김예풍, “조선족 민요의 전승과 변용에

대한 음악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4년, 1쪽.

2) 경기도 충청지역의 웃다리 농악에 드는 평택농악, 호남좌도농악인 임실필봉농악, 호남우도농악인

이리농악, 영동농악인 강릉농악, 영남농악인 진주삼천포농악, 전라남도농악인 구례잔수농악.

3) 이보형, “한국농악의 음악적특성과 사회적 기능”, 명대,Vol.9.No-, 서울:명지대학교 교지편집위

원회, 1978, 11쪽.

4) 이용식, 민속, 문화, 그리고 음악, 서울: 집문당, 2006,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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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중국의 조선족 농악은 이주시기 농악을 했던 민간예인들을 중심으로 전파

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단위로 농악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조선족 사회

에 정착되고 전승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시기부터 현재까지 농악이 중국

땅에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린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중국 조선족 농악은 많

은 변화와 발전을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족의 농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

이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민족이므로 한국·북한·중국 조선족의 농악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선족 농악에 대한 연구는 춤에 대한 논의

와 역사적 발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시점에서 중국에서 조선족 농

악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대한 음악적 연구는 지극히 시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주

시기 원형 그대로 전승이 되던 전통 민속예술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마을농악

의 고유한 장단가락을 아직도 기억하는 민간예인들을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

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농악이 중국의 조선족에 의해 전승된 후 현지에서 정착과정

을 정리하고, 정착 이후 조선족 사회에서 농악이 어떻게 변천되었고,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조선족 농악에 대한 연구는 춤에 대한 논의와 역사적 발전 현황에 대한 논

의가 주를 이루며 음악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다. 조선족 농악의 춤에 대한

논의 중 조득현은 “농악무에 대하여”6)의 논문에서 농악무의 발생, 발전 및

노동생활과의 관계, 종교성, 표현형식과 동작특점, 노동의 절주화와 동작의

모방화, 농악무의 역사행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1951년 농악무를

예술무대에 올리게 된 과정과 농악무의 무용기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1951년《농악무》작품의 자세한 설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7) 강상범은

5) 정병호, “농악”, 重要無形文化財解說 補遺篇,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0년, 9쪽.
6) 조득현, “농악무에 대하여”, 예술세계, 중국: 예술세계잡지사, 1980년,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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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농악무를 무대농악무와의 비교를 통하여 입체성, 공간성, 율동성, 거리성

(원근성), 종합성의 설명으로 그 특성을 밝혔다.8)

역사적 발전 현황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덕윤은 강원도 철원지대

에서 이주한 20여 호의 호주들이 모여 꾸린 “공기조합”이라는 집단에 대해

소개하고, 이 집단에서 농악무에 능한 사람들이 명절날이나 기념일, 휴식일에

농악무를 춘 당시 상황에 대해 소개하였다.9) 송미라는 조선농악이 중국에 정

착한 후 그 전파특점을 다섯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농악은 주로 산간오지

에 전파되었고, 둘째, 중국에서의 농악은 지역적 줄기를 고집하지 않고 종합

적 양상으로 재생되었고, 셋째, 중국에서의 농악은 제의식적인 축원형태보다

자립생존의 군체의식이 강하고 넷째, 중국에 들어간 조선농악은 당시 이주기

의 어려운 조건으로 농악의 갖춤새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였고, 다섯째, 중

국에서의 농악은 삶의 불요불굴한 의식으로 민족정신이 담겨있으며 농악에서

주되는 상모놀이를 바탕으로 단체무용형식·지리공연대형식을 취하며 무대공

연화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또한 발전맥락에 대해서는 무대공연예술과 광장

공연의 수요로 농악무를 발전시켰다고 하였다.10) 최호욱은 연변 농악의 기원

에 대한 자체의 독립적인 고찰과 고증이 없이 표현형식만을 추구하는 현재

농악무의 발전현황에 대해 부정하였으며 전통농악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11) 한룡길은 전통적인 “농악놀이”라는

모체의 유전자인 “농악”이 중국 조선족 “농악무”를 탄생시켰다는 이론 하에

중국 조선족 농악무의 현황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12) 최민호는 연변농악을

놀이로서의 안도농악과 춤으로서의 왕청농악으로 나누어 그 역사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13) 김일은 왕청현에서 상모춤을 췄던 사람들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상모춤의 산생과 발전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14) 박정화는 안도현 신

7) 조득현, 농악무,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81년.
8) 강상범,“광장무용의 특성”, 예술세계,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1년 2호.
9) 김덕윤,“투도구의 <공기조합>과 농악무”, 예술세계, 중국:예술세계잡지사, 1990년 합본.
10) 송미라,“《조선농악》이 중국에서의 전파와 발전”, 예술세계, 중국:예술세계잡지사, 1993년 2호.
11) 최호욱,“농악무의 현황과 전망”, 예술세계, 중국:예술세계잡지사 1999년 3-4 합본.
12) 한룡길,“전통적인‘농악놀이’를 모체로 한 중국조선족‘농악무’”, 예술세계, 중국:예술세계잡지사,
2009년.

13) 최민호,「놀이와 춤: 연변농악의 두 가지 전통」, 동아시아 한민족문화의 공동연구 방법과 방향
 한중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2011.8월.

14) 김일, “왕청현 상모춤의 산생과 발전 현황”, 동아시아 한민족문화의 공동연구 방법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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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농악의 형태특징과 문화적 함의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15)

음악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다. 김성준은 농악의 기원설과 편성에 대해 간

단히 소개하고, 조선족 농악에 많이 쓰이는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원

형과 변형장단, 농악에 많이 쓰이는 민요 <뽕따려 가세>와 <풍년가>의 악보

를 보례로 제시하였다.16) 김성민은 농악과 농악놀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한국 농악장단의 채굿을 지역별로 악보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였지만,

연변 농악의 채굿에 대한 설명은 없다.17)

이상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조선족 농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편은 아니고 춤과 역사적 전승현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 농악의 전승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인용한 자료들의 정확한 출

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과 발전현황에서는 농악무에 대해서만 논의가 전개되

고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농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악의 연구는

무엇보다 음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주시기 한반도로부터

중국에 전승된 농악의 음악적 특징과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날 춤을 중심으로

발전된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 한반도 농악

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지역에 도입된 농악을 대상으로 한반도 어떤

지역의 농악이 중국에 전승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중국 조선족 농악의 음악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마을농악, 연희농악, 무대농악무,

광장농악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조선족 농악의 연구과정에서 이주민들을 통하여 중국 땅에 들어간 기

한중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2011.8월.

15) 박정화, 延邊安圖縣新村農樂舞硏究,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3 ; 박정화, “연

변 안도현 신촌농악 연구”, 동아시아 한민족문화의 공동연구 방법과 방향  한중국제학술심

포지움 발표논문. 2011.8월.

16) 김성준, “조선족의 농악”, 中國音樂, 중국: 중국음악학원, 1989년 제4기.
17) 김성민,“농악 과 놀이, 농악장단12채”, 예술세계 중국:예술세계잡지사, 1992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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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행 자료들을 비롯한 총체적인 연구 자료의 부족이

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80년대 이전까지는 녹음, 녹화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문헌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중국 문헌자료는 주로 이주민 중 농악을 전수하였던

예인들을 통하여 수집 정리된 자료들이다. 농악에 관련된 자료는 주로 동북3

성의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에 수집된 “농악무”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무

용 중심으로 해설이 되었지만 농악의 편성과 복색, 장단가락, 연행순서 등도

함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농악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다. 한국의 문

헌자료는 주로 국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받은 농악과 원형 그대로 보존된 한국

각 지역 농악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자료들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문헌자

료는 다음과 같다.

①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中國: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

②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黑龍江卷, 中國: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6.

③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遼寧卷, 中國: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6.

④ 遼寧民族民間舞蹈集成 本溪卷 中國: 春風文藝出版社, 1993.

⑤ 遼寧民族民間舞蹈集成 沈陽卷 中國: 春風文藝出版社, 1998.

⑥ 遼寧民族民間舞蹈集成 營口卷 中國: 春風文藝出版社, 1992.

⑦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편), 한국:文化公報局 文化

財管理局,

1982.

⑧ 重要無形文化財解說 補遺篇, 한국:文化部 文化財管理局, 1990.

①·②·③은 중국민족민간집성편집부(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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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자료제목 녹화날짜 공연단체 소장기관 장소

①
국경40주년 경축

실황 《농악무》
1979년 연변 가무단

연변가무단

자료실

연변

예술극장

② 농악무《명절의 밤》 1982년 왕청현 대표단
한동국 소장

녹음자료

연변

예술극장

③

연변자치주성립 35주

년 경축 실황녹화

《안도신촌농악》

1987 .

9. 3

안도현신촌

농악대

연변텔레비전

방송국자료실

연길시

인민체육장

④ 3인무《歡樂》 1987년 왕청현 대표단
한동국 소장

녹음자료

연변

예술극장

⑤

연변자치주성립 35주

년 경축 실황녹화

《대형집단무용》

1987.

9. 3

연길시 9개

가도 4개 향

3240명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연길시

인민체육장

⑥ 《농악무》 1989년 연변 가무단
연변가무단

자료실

국경40주년

경축실황

⑦

중국연변 조선족민속

관광활동 문예공연실

황《상모춤》

1995년
왕청현 농민

대표단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실내 체육장

⑧ 목란비디오자료 1995년 북한, 공연단 개인 대형광장

민족민간무용을 수집 정리한 문헌자료이다. 1979년부터 중국정부에서는 10대

문예집성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량은 소수민족문예자료를 발굴하여 수

집 정리였다. 이 자료들은 주로 이주초기에 전승되었던 농악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④·⑤·⑥은 요녕성(遼寧省)에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간무용들을 수집 정리한 자료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들에서 요녕성

각 지역 조선족 농악의 분포상황과 전승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하였다. ⑦·⑧은 한국 각 지역의 농악과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농악의 참

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영상자료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인 중국 연변 조선족 농악연구에 주로 활용한 영상자

료와 녹음자료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영상자료 및 녹음자료18)

18) <표 1>의 영상자료와 녹음자료의 자세한 녹화날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변자치주성립 경축

실황을 제외한 기타 자료의 녹화시간을 밝히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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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놀이 《농악무》 체 미상 소장자료

⑨

다큐맨터리《민족 맥

락이 이어지는 신촌》

-안도신촌농악 재현자

료

1999년
안도현 장흥향

신촌마을

연변텔레비전

방속국 최선

화 PD제공

안도

신촌마을

⑩

제2회소수민족회연실

황《나래치는 장백

산》중 <飛躍>

2000년 연변 가무단 연변가무단
연변

예술극장

⑪
자치주성립50주년경축

《대형집단무용》
2002년 연변 대표대

연변텔레비전

방송국자료실

연길시

체육장

⑫

제3회소수민족회연실

황《천년아리랑》중

<농악>

2006년 연변 가무단
연변가무단

자료실

연변

예술극장

⑬

국경60년 경축 작품

《장백산아리랑》중

<長白鼓韻>

2009년 연변 가무단
연변가무단

자료실

연변

예술극장

⑭
조선무용 제3집

《쌍채북춤》
2009년 북한

개인

소장자료
실내 무대

⑮
조선무용 제3집

《상모춤》
2009년 북한

개인

소장자료
실내 무대

⑯
제1차중국농민문예회

연 농악무《豊收樂》
2010년

왕청현

상모무예술단

왕청현

문화관

중앙TV 녹화

장무대

⑰

유네스코 등재작품

原生態農樂舞

《豊收樂》

2010.3
왕청현

상모춤예술단

왕청현

문화관

북경민족문화

궁대극장 무

대

⑱
상해 세계엑스포공연

新版《豊收樂》
2010.6

왕청현

상모춤예술단

왕청현

문화관

상해 엑스포

길림성 전시

무대

⑲
중앙텔레비전 설맞이

공연 新版《豊收樂》
2011.1

왕청현

상모춤예술단

왕청현

문화관

중앙TV 녹화

장무대

⑳

마카오 중국소수민족

무형문화재전시공연

농악무《豊收樂》

2011.6
왕청현

상모춤예술단

왕청현

문화관

마카오 야외

무대

상기 영상자료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선족 초기 마을농악과 연희농악의

연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쓰인 자료는 ③과 ⑨이다. 영상자료③은 중

국에 전승된 농악 중에서 판굿 형식으로 행해진 안도 신촌 농악의 유일한 영

상자료이다. 그러나 이 영상자료는 당시 녹화설비와 보관상의 여러 가지 문

제로 음향부분이 들리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영상자료⑨는 연변 텔레비전방

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민족 맥락이 이어지는 신촌》의 영상자료이

다. 녹화 당시에는 안도신촌 농악대의 이교영 상쇠가 생전이어서 이주 초기

부터 60년대에 안도신촌 마을에서 행해진 소박한 마을농악을 재현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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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당시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편집으로 이 영상자료에

서 안도신촌 마을농악의 전체 연행과정을 모두 볼 수가 없었다. 또한 편집전

의 안도신촌 마을농악의 영상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상 두 개의 영상자료가 안도신촌 농악대의 유일한 영상자료이다.

농악무의 변천과 발전을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쓰인 것은 ①·②·⑥·⑩·⑫·

⑬·⑰이고, 이 자료들은 각 공연단체의 여러 유형에서 대표적인 무대농악무를

보여주는 영상자료이고, ⑤·⑦·⑪·⑯·⑱·⑲·⑳은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보조적으로 쓰인 자료들이다. 또한 ①·⑥·⑩·⑫·⑬

은 연변가무단 자료실에서 제공한 무대 공연실황자료로서 음향과 영상이 모

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과 무용장면의 분석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⑧·⑭·⑮는 북한 농악무 분석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자료수집의 어려움

으로 북한의 농악에 관련된 영상자료는 이 세 개 자료뿐이다. 차후 더 많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②·④는 왕청현 백초구진의 농악무 음악 녹음자료이다. 왕청현 백초구진의

농악무는 비전문가들인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며, 당시 영

상녹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형편이 아니어서 겨우 보존된 것이 당

시 백초구진의 농악무를 창작한 한동국의 개인 소장 음악 녹음자료이다.

다. 구술자료

연변 조선족 농악연구에서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에서 중국

에 이주하여 온 농악인 들의 구술 자료이다. 구술 자료는 영상자료와 녹음자

료가 없는 시기에 행해진 농악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아래에 본고의 참고자료가 된 구술 자료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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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술자료19)

번

호
자료제목 녹음날짜 장소 대담자 조사자

① 이교영 구술자료 1995년 미상 이교영 류원무

② 정현주 구술자료 2004년 미상 정현주 이훈

③ 이상준 구술자료 2006년 미상 이상준 박정화

④ 이정득 구술 면담자료 2011년 7월11일 연길시 이정득 강춘화

⑤
한동국 구술

면담자료

2011.11.29

2012.12.15.

2012. 2. 20

연길시 한동국 강춘화

⑥
강상범 구술

면담자료

2011.11.22.

2012.3.23
연길시 강상범 강춘화

⑦ 김명춘 구술자료 2012. 4.22 왕청현 김명춘 강춘화

①·②·③의 이교영·정현주·이상준은 조선이주민 중에서 농악을 하였던 예인

들이고, 연변지역에 이주한 후 직접 농악을 행하고 전수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구술 자료는 이주 초기 연변에서 행해진 농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술자료④의 이정득은 화룡현 두도구 북산촌의 이주민 맹경호

상쇠가 농악을 한 것을 직접 보았고 농악대에서 상모춤을 추었던 예인이다.

이정득의 구술 자료는 화룡현 두도구 북산촌에서 행해진 농악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 4인을 통해 연변 조선족 초기농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⑤·⑥에서 한동국은 왕청현 백초구진에서 수많은 농악무 작품을 창작한 안

무가이다. 70년대와 80년대에 남겨진 영상자료가 없지만 직접 안무를 한 한

동국과의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농악무 작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되었다. 강상범 역시 연변조선족 광장농악무의 창시자로서 직접

안무를 하고 공연에 참가하기도 한 그의 작품에 대한 상세한 구술을 통하여

광장무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었다.

⑦의 김명춘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조선족 농악무”의“전승자”

이다. 김명춘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그를 중심으로 한 왕청현 상모무예술단

의 작품과 조선족 농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

19) ① ② ③은 본 논문에서 참고한 논문자료의 구술 자료이다. 본 논문 연구자에 의한 구술면담자

료는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수 있으나 참고논문의 구술 자료에는 날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만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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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족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할 것이며, 역사적 연구에

서는 조선족 농악의 변화를 기점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시기는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이주민을 통하여

한반도의 농악이 중국의 여러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하는 시기로 한반도의 농

악을 원형 그대로 행한 시기로 판단된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10년간의 중국문화대혁명의 영향, 사회주의 건설시

기 소수민족정책의 영향과 개혁개방으로 남·북한 전통예술의 영향 하에 조선

족 농악의 변천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

지이다. 이 시기는 중국 문화권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농악이 중국축

제문화의 영향과 중국무형문화재정책의 영향 하에 새롭게 변용된 모습을 보

여주는 시기이다.

이러한 세 개 시기에 중국 조선족 농악의 특징에 대해서는 초기 농악을 기

초로 하여 변화된 농악과의 비교, 북한과 한국 농악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밝힐 것이며, 비교연구는 농악의 음악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먼저 한반도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과 요녕성에 유입된 농악을 최대

한 발굴하여 한반도의 어느 지역의 이주민이 중국의 어떤 지역에 정착하여

농악을 전수하고 농악을 행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난 후,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연변 조선족 농악 중에서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

리는 안도현 신촌의 농악과 한국 경상남도 농악의 비교를 통하여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경상남도 어느 지역의 농악의 어떤 부분이 안도신촌에 전승되

었는가를 편성양상과 구성형식의 비교를 통해 연변 초기 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문화대혁명으로 10년간 침체되었던 문화예술계가 부흥하는

시기로서 연변의 조선족 농악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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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주시기 소박한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의 판굿으로 발전되는데, 그 편성

특징과 남·북한 채굿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시기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조선족 농악에서는 전통농악의 춤의

요소들을 예술화한 농악무가 등장하는데 대표작품을 선정하여 음악 중심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북한 농악무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무

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열기를 띠기 시작한 중국축제문화

와 중국무형문화재정책의 영향으로 변용된 조선족 농악에 대하여 살펴볼 것

이다. 이 시기에 연변 조선족 농악은 대형 가무작품 중의 한 부분으로 출현

된 작품들이 있고, 또 상모놀이를 중심으로 한 판굿 형식의 농악무 작품들이

출현되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작품에 대한 음악 중심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농악과 관련된 “농악무”, “무대

농악무”, “광장농악무”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남·북한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

다.

한국에서 농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된다. “농악은 반드

시 꽹과리, 징, 장구와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며 연출되기 때문에 한국 무형문

화재 분류에서 음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꽹과리가 음악을 주도하고 호적이

나 나팔은 조주(助奏)하기 때문에 꽹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리듬음악이다.

그러나 농악이 판굿의 개인놀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 음악으

로 공연되는 경우는 드물다. 악수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스스로 무용적 몸짓

인 발림을 끊임없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무용20), 토막극21) 혹은 즉흥극22)을

연출하기도 하고 곡예23)나 민속놀이24)도 연출한다. 다시 말해서 농악은 음악,

무용, 곡예, 연극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연출된다.”25)

20) 부포놀이춤, 무동춤, 조리춤, 법구춤과 같은 本然的인 무용을 연출하기도 한다.

21) 판굿가운데서 도둑잽이굿이니 대포수목베기 등의 토막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22) 일부지방에서는 안놀음이니, 비비새놀음이니 하여 잡색들이 즉흥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23) 채상놀이, 허궁잽이, 무등서기, 연풍대와 같은 곡예를 연출하기도 한다.

24) 거물놀이, 소놀이, 사자놀이 등.

25) 이보형, “한국농악의 음악적특성과 사회적 기능”, 명대, 서울: 명지대학교 교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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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농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된다. “농악에서 중

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타악기들의 장단가락과 새납의 선율가락이다. 농악예

술의 형상적 특징은 꽹과리를 위시한 여러 타악기들로 강렬하게 울리는 변화

무쌍한 율동적인 장단가락과 그와 결합된 새납의 요란하고 발랄한 선율가락

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농악예술의 총체적인 형상특징과 표현 성격은 바

로 장단가락에 의하여 규정되며 농악의 전반적 흐름에서의 형상적 대조도 이

장단가락의 변화에 의하여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장단가락의 변화에 따

라 새납의 선율도 달라지고, 그에 맞추어 춤과 재주들의 형태도 변화된다.”26)

또한 “농악은 다양하게 변화되는 흥겹고 율동적인 장단가락과 전투적이고

낙천적인 새납선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벅찬 환희감과 용솟

는 힘을 느끼게 한다. 농악은 집단적 가무놀이로서 농악무, 농악회, 농악노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7)고 한다.

중국에서 조선족 농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된다. 중국
민간예술대사전(中國民間藝術大辭典) 28)에는 “농악무의 음악반주부분을 농악

이라 한다”고 하였고, 조선문학예술대사전(朝鮮文學藝術大辭典) 29)에는 “농

악은 타악기를 위주로 한 농민기악곡이며, 농악무의 반주음악이다”라고 하였

회,Vol.9.No-, 1978.

26) 한휘국, “조선의 농악”, 음악세계, 93-1호 루계 10, 63쪽.
27) 우리나라 민속무용,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1.
28) 刘波 主编, 中国民间艺术大辞典, 중국북경: 문화예술출판사, 2006, 603쪽.
農樂: 吹打乐.朝鲜族人民在节日、欢庆农业丰收，以及群众娱乐时，为农乐舞伴奏或单独演奏。农乐

舞源于古代朝鲜族先民的祭祀和狩猎活动，曾是用于每年年中举行农业祭天仪式的大型舞蹈、音乐、

杂技等综合的表演形式，后来逐渐发展成为群众生活中自娱性的音乐舞蹈形式. 我国古代历史文献

《三国志》、《隋书》上即有农乐舞的记载。农乐舞的音乐部分称为“农乐”，农乐乐队主要由打击乐

器组成，旋律乐器由一两支唢呐(在朝鲜半岛还有太平箫及螺号)担任，打击乐器有铜锣、钲、大鼓、

小鼓、长鼓等，约有10-20件(在朝鲜半岛农乐乐队的乐器最多可达60件左右)。乐队中演奏打击乐器的

乐手也参加舞蹈表演。农乐的音乐结构是由多段音乐组成的联曲体。与农乐舞的12个场面相配合，过

去曾有12段旋律、速度、长短各不相同的音乐，称为“十二槌”，但一般演奏时只用其中的七八段。演

奏农乐时由演奏铜锣的乐手担任领头人，音乐的起始、转换及结束都由锣手指挥。农乐音乐情绪十分

热烈活跃，具有鲜明的民族特色及浓厚的乡土气息。农乐舞在朝鲜族地区普遍流传，深受群众喜爱，

各地农村、城镇都有农乐乐队的组织。 

29) 崔成德 主编, 朝鲜文学艺术大辞典, 중국 장춘：길림교육출판사, 1992, 521쪽.
朝鲜固有的乡土音乐。源于古代马韩时代5月播种之后和10月收割完毕举行的祭天仪式上，男女聚在

一起饮酒歌舞的风俗。农乐是以打击乐器为主的农民器乐曲，农乐舞的伴奏音乐。农民们一般在进行

锄草等集体劳动时演奏，以鼓动协作精神，提高劳动效率，也在正月十五、端午节、洗锄宴以及各种

节日的庆况活动和埋鬼、洞祭等宗教活动上演奏。使用乐器有小金、钲、杖鼓、小鼓、鼓等打击乐和

唢呐、喇叭等管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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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한국과 북한에서는 농악을 음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음악형식으로 정의하였고 중국에서는 농악이 농악무의 음악반주 부분으

로 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악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논의된 자료가 많지 않다.「한국의 농악무에

대한 연구(Ⅰ)」의 논문에서 농악무는 농민의 경작노동의 과정 속에서 발달

된 건무(健舞)라고 정의를 하였다.30) 북한에서 “ ‘농악무’는 지난날 주로 농경

생활과 결부되어 창조되고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의 민속무용이다”라고 하였

고,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등의 타악기와 새납과 같은 관악기로 이루어진

민족악기들과 다채로운 춤 종목, 흥미있는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지는 농악무

는 매우 규모가 크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31)

중국의 조선문학예술대사전 에서는 농악무를 악대의 반주와 함께 노래와

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민족형식이 갖추어진 문예활동이라 하였고,32) 중
국민간예술대사전 에서는 조선족민간무용이라고 하였다.33)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남·북한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농악무”의 용어는 모

두 춤을 중심으로 한 농악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농악”의 용어는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음악 중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농악무”는 농악의 한 부분인 춤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무대농악무”는 농악에서의 농악무를 무대 예술작품으로

창작하여 무대에서 공연된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고, “광장농악

무”는 중국 전통무용의 한 가지 형식인 광장무용형식에 맞추어 창작된 공연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30) 김양곤, “한국의 농악무에 대한 연구(Ⅰ)”, 논문집, 서울교육대학교, Vol.1 N0-, 1968, 45쪽.
31) 우리나라 민속무용,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1년, 117쪽.
32) 崔成德 主编, 朝鲜文学艺术大辞典, 중국 장춘：길림교육출판사, 1992, 521쪽.
33) 刘波 主编, 中国民间艺术大辞典, 중국북경: 문화예술출판사, 2006, 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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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족 농악의 정착(이주기～1960년대)

중국 조선족 농악의 역사는 조선민족의 이주와 함께 시작된다. 이장에서는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에 어떤 농악이 유입되어 어떻게 정착

되었는가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이주기와 새 중국 건국 초기의 사회배경

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주를 통해 중국 조선족의 주요 집거지역(集居地域)

인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흑룡강성(黑龍江省)·

요녕성(遼寧省)지역에 한반도 농악의 도입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본 논

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초기 농악과 한국 농악의 비교

를 통하여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사회적 배경

중국 조선족 농악의 분포와 형성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족34)의

이주역사를 통하여 한민족 이주민들이 중국의 각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었는

가를 살펴보고, 새 중국 창건 후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 사회배경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가. 조선족의 이주시기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가운데서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

는 민족의 하나이다. 조선반도에서 중국에 이주하여 새로운 고향을 개척한

조선족은 자신의 지혜와 땀으로 동북변강을 개척하였다. 조선민족의 이주는

명조와 청조가 교체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논문

에서는 선행연구35)에 의하여 이주시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제1차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까지의 사이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34)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1952년 9월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된 후 생겼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국경내에 정착하여 생활한 모든 조선인들을 “조선족”이라고 지칭할 것을 밝힌다.

35) 리홍국, 김호남, 장희망,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2010,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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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여 온 조선인들은 주로 경제적 원인으로 하여 이주하여 온 이재민과

유랑민들이였다. 1880년대 이래 대량의 조선 개척민들이 끊임없이 중국 동북

에 이주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만강 이북지역에 조선주민들이 갈수록 많아지

게 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말에 중국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7만여 명

이나 되였으며 1910년경에는 10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제2차 이주는 1910년의 한일합병(韓日合倂)으로부터 1931년의 9.18사변36)

전야 사이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생계토대를 상실한 파산된 농민들이였고, 이외에 또 민족

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중국에 와서 출로를 찾은 독립지사들도 적지 않

았다. 이 시기는 조선족들이 중국에 가장 많이 이주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9.18사변 전야까지 중국 동북에로

이주하여 간 조선인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였다.

제3차 이주는 1931년 9.18사변으로부터 1945년의 항일전쟁결속까지의 사이

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

는데 하나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세계경제공황의 영향과 일제통치자들

이 실시한 식민지농업정책으로 인하여 극도로 빈곤한 처지에 빠진 파산당한

농민들이였고, 다른 하나는 일본제국주의가 실시한 이민정책에 의해 강제적

으로 이주한 개척민이었다.

조선인들이 중국에 이주하여간 역사과정으로부터 보면 지금의 중국 조선족

은 19세기 중엽으로부터 1910년까지의 사이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을 기반으

로 하고 1910년으로부터 1945년까지의 사이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을 주체로

하여 형성된 민족공동체이다.

조선인들이 조선반도에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이주한 순서를

보면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이른다. 조선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곳은 압록강

이북 지구이다. 이주기 조선인들은 3개 노선으로 동북지역에 이주해갔다. 첫

째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동북 땅에 이주해 간 노선이며, 둘째는 조선의

서해안으로부터 요녕성 서남의 영구(營口) 등 항구를 통하여 이주해 간 노선

이며, 셋째는 조선의 동해안으로부터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 연변과 흑룡강성

의 동부변강에 이주해 간 노선이다.37) 이주경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들

36) 9.18사변: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을 침략하기 위하여 꾸민 대규모 무장 침

략이다. 张宏儒, 二十世纪世界各国大事全书, 중국：北京出版社, 1993, 1129쪽.
37) 심혜숙,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중국 연길: 연변대학 지리학부, 1992,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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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3성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길

림성의 연변일대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들은 조선반도의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였

으며 그 분포구조도 서로 차이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

족의 여러 가지 민속풍습도 지역적 차이로 다양성을 띠고 있다.

아래에 중국 각 지역 조선족들의 이주순서, 인구수 및 원적(原籍)으로부터

중국조선족 형성시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압록강 이북의 조선족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이주하여 온 조선인들은 조선 북부의 평안도

사람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 남부의 경상도 사람들이며 또 그 다음으로는

조선 중부의 강원도, 황해도와 조선 북부의 함경도 사람들이다. 두만강 이북

의 조선족 중에서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이주하여 온 사람들은 조선 북부

의 함경도 사람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이였다.

우쑤리강(烏蘇里江)38), 수분하(綏芬河)39), 목단강(牧丹江),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조선족들의 상황은 상술한 두 개 지역에 비하여 더 복잡하다. 이런

지역의 조선인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주하여 간 곳은 우쑤리강에서와 수분

하 유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먼저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중국에 간 함경도 사람들이였다. 목단강 유역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들은 연

변으로부터 이사하여 간 함경도 사람들이였으며 송화강 유역의 조선족들은

흑룡강성, 길림성을 지나서 간 사람들로서 그들의 대부분은 경상도 사람들이

였다.40)

총체적으로 중국 조선족 중에서 함경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들은 주로

길림성 동부[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와 남부[장백조선족자치현

(長白朝鮮族自治縣)]지역；흑룡강성 남부[목단강(牧丹江)]와 동부[계서(鷄西),

칠대하(七臺河), 쌍압산(雙鴨山), 가목사(佳木斯)]지역, 내몽고 등지에 분포되

어 있다. 그 다음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주로 길림성 중부[길림

(吉林), 장춘(長春)]와 서남[통화(通化)]지구, 흑룡강성 중부[하얼빈(哈尔滨)]와

서부[치치하얼(齐齐哈尔)]지구, 요녕성 동부[무순(撫順)]지구, 내몽고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평안도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로 요녕성 각지와

38) 우쑤리강(烏蘇里江): 헤이룽 강(黑龍江)의 지류.

39) 수분하(綏芬河):흑룡강성 동녕현(東寧縣) 境內 河流.

40) 리홍국, 김호남, 장희망,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에 관한 연구,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2010,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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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남부[집안(集安)]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연변조선족의 이주는 주로 일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20, 30년 동안 해마다 수천, 수만의 조선인들이 연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41)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인구집

계를 보면 1907년에 7만여 명이었는데, 1930년에는 중국의 조선인 인구가 63

만에 달했으며, 그 중 64%정도는 연변(간도)을 비롯한 몇 개 현(縣)에서 살았

다고 한다.42) 연변의 경우 집단 이주자들은 주로 인구가 적고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던 왕청(汪淸)과 안도(安圖)에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사정 기록에 실린 ‘집단이민 이주상황’43)(1939년 5월 1일에 통계)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937～1939년 사이 3년간 이주 호수 (단위: 호수)

현(縣) 부락수
1937년

이주 호수

1938년

이주 호수

1939년

이주 호수
합계

안도 38 1,042 809 994 2,845

왕청 19 995 658 80 1,696

연길 14 283 357 미상 640

소계 71 2,320 1,824 1,074 5,181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변지역에 이주해 간 ‘집단이민’은 도합

5,181세대이며, 이 가운데서도 안도현에 이주해 간 호수는 2,845세대로서 연

변지역 이주 총수의 54.9%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안도현이 ‘집단이주’의 중심

현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조선인들이 중국에 이주하여간 과정을 통해 지금의 중국 조선족은 19

세기 중엽으로부터 1945년까지의 사이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을 주체로 하여

형성된 민족공동체임을 알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연변조선족

은 1910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해마다 수천수만의 조선인이 연변지역으로 이

주하였고, 주로 인구가 적고 개발이 되지 않은 왕청현과 안도현에 배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41) 천수산, “길림성에로의 조선족의 이주”, 길림조선족,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7～10쪽.
42) 정판룡, 세계속의 우리민족, 중국: 요녕민족출판사, 1996, 237쪽.
43) 차상훈, “안도현 조선족 이주실록”, 길림조선족,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5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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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건국과 민족구역자치정책의 영향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화국의 건국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건국은 중국역사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고 100여 년의 반식민지 반봉

건의 구 중국의 결속을 상징하며 독립적이고 부강한 새 중국이 사회주의건설

의 길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 소수민족은 자치 권리를 향

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족민족구역의 정책과 구상은 해방이후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점차 시달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는 현실

로 되었다. 1946년에 중공길림성위는 연변조선족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하였다. “1928년 이후에 중공 동북 당 조직은 동북 특히는 연변의

조선거주민을 동북경내의 소수민족에 포함시켰고”, “1945년 9월말에 중공중앙

동북군은 이미 동북의 조선민족문제에 주의를 돌려 화북항전에 참가한 조선

의용군을 제외한 동북의 조선거주민을 일반적으로 중국경내의 소수민족과 같

다고 인정하였다.” “당이 비록 현재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선인의 소수민족

지위를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았지만 실제상에서는 조선인에 대하여 소수민족

의 평등정책을 집행하였으며 장래에도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44)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

다. 우선, 당의 영도 하에 지방 민주정권을 건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 특히

조선족 인민의 민주권리를 충분히 발양하여 그들이 자치를 실시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의식을 부단히 높였다. 다음, 구역자치의 지리적 범위를 확정

하였다. 1945년 11월에 길림성 연변 행정독찰전원공사를 설립하여 연길, 화

룡, 왕청, 훈춘, 안도 5개 현을 관할하였고 “간도시”를 연길시로 고치고 연길

현에 귀속시켰다. 이리하여 연변조선족민족자치구가 건립된 1952년에 이르러

연변지구 조선족 인구는 연변 5개 현 총 인구의 62%를 점하였고 조선족 간

부는 6,900명에 달하여 연변간부 총수의 74%를 점하였다. 그 후 1950년과

1952년의 당내 두 차례 정풍운동을 통하여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민

족정책을 학습하여 구사회가 남겨놓은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방 민족

주의 경향을 많이 극복하게 하고 여러 민족 간부의 사상을 한층 더 당의 민

44) 주보중, 연변조선민족문제(초안), 1946년 12월,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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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정책의 궤도에로 통일되게 하여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건립을 위한 사상기

초를 닦아놓았다.

길림성 연변지구는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역이고 또한 다민족거주지역인데

조선족 외에도 한족, 만족, 회족, 몽골족 등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해방 후에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은 당의 영도 하에 당의 각 항 방침, 정책을 참답게 집

행하고 사회민주개혁을 실시하고 경제, 문화를 회복시켜 경제, 문화 등 면에

서 모두 큰 발전을 가져왔다.

1952년 9월 3일, 항일전쟁승리 7주년 기념일에 연길시에서 연변조선민족자

치구 건립대회를 소집하였다. 조선족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조선족자치기관은 중앙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영도 하의 일급

지방정권이다.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는 원래 길림성의 연길(延吉), 화룡

(和龍), 안도(安圖), 훈춘(琿春), 왕청(汪淸) 5개 현(縣)과 연길시를 관할하였

다. 1955년 12월에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

族自治州)로 고치고 1958년 10월에 길림성 돈화현(敦化縣)을 자치주의 관할에

귀속시켰다. 조선족자치기관은 일반적인 지방 정권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외에 헌법이 부여한 각 종 자치 권리를 향유한다.45)

이 시기 중국 조선족의 전통예술 활동도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중국의 한

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자연히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문예방침(文

藝方針)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중국공산당과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유

산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중시하라고 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와 해당부문에서는 민간 음악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주요시하였

다. 이로 인하여 반세기 남짓이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매몰

되어가던 전통예술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성립된 후 중공연변조선족자치구 서기이며 주장이었던 주덕해(朱德

海)는 전국 제1차 문학예술공작자 대표대회의 정신에 비추어 연변에서 조선

민족음악을 발전시킬 데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음악사업자들과 여러 차례로 의

견을 교환하였으며 민족음악 발전 사업에 적극 뛰어들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동북조선인민보 와 연변일보에 “민간문학예술에 중시를 돌리자”, “민간

문학 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하자”등의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여 민간예술

의 발굴, 수집, 정리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46) 이러한 중국정부의 문

45) 김춘선, 중국조선족통사 하권,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2010,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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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상과 문예노선, 방침, 정책에 입각하여 예술단체들에서는 지방을 돌아다

니며 민간예인들을 찾아 민요, 농악, 춤 등을 배우고 학습하기 시작했고, 지

방의 농촌마을에서는 건국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켜오던 민속예술

과 민속놀이들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하였다. 건국초기부터 1950년대 중기는

중국 조선민족 전통예술이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졌다.

이상은 새 중국 창건 후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실시로 하여 소수민족

이 자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고 민족

구역자치제도의 확립으로 일반적인 지방 정권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외에

헌법이 부여한 각 종 자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 사회배경에 대해 살펴

본 것이다. 이러한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영향 하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주시기 중국의 여러 조선인들의 집거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전통민간예술

을 발굴, 수집 정리하여 중국에서 조선민족 전통예술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

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46) 김남호, 중국조선족 전통음악 대중음악론, 서울: 민속원, 2010년,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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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입양상

중국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들은 조선반도의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였

으며 그 분포구조도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조

선족의 여러 가지 민속풍습도 지역적 차이로 다원성을 띠고 있다. 이주민을

통하여 중국의 각 지역에 유입된 농악도 마찬가지이다. 제2절에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흑룡강성·요녕성 세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된 농악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농악이 중국에서의 분포상황을 고찰할 것

이다.

가. 길림성 연변지역의 농악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하고, 총 면적은 42,700km²

로 길림성 총 면적의 1/4을 차지한다. 2010년 연길시 통계국 종합과의 통계자

료에 의하면, 자치주 총 인구가 2,190,763명, 그 중 조선족 인구는 801,088명으

로 자치주 총인구의 36.6%를 차지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자 최대의 조선족 거주지역이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대량의 조선인의 중국 이주와 함께 농악도 길림성에 들어갔으며 주로 연변조

선족자치주의 안도현(安圖縣), 화룡시(和龍市), 용정시(龍井市)지역에서 연행

되었다. 연변지역의 각 현, 시의 위치도는 다음의 <지도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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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연변조선족자치주 각 현시 위치도(1:2500000)

민간예인들의 진술 자료와 당시 농악이 연행된 기사와 기록, 선행연구 자

료 등을 통하여 농악이 행해졌던 연변의 안도현, 화룡현, 용정시 세 지역의

농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안도현 신촌의 농악

1938년 3월 25일 한국 경상남도 합천과 밀양의 100호의 주민이 땅 넓고 살

기 좋은 곳에 간다는 만주개척단의 유혹과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한국 대구

에서 기차를 타고 이주해 간 곳이 바로 안도현(安圖縣) 장흥향(長興鄕) 도안

구(島安區)이다. 안도신촌의 농악은 이주민 중 남사당패에서 상쇠를 하였던

이기익(李其益)47)에 의해 전수된 것이다.

당시에 비록 만선척식회사(滿鮮拓殖會社)의 일을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보도원을 했던 김창근(金昌根)이라는 사람은 이 집단 이주민의 가난한 모습

을 보며 1938년 연말 서울로부터 꽃가마며, 꽹과리 그리고 징, 장구, 북, 소고,

12발상모 등을 이 마을에 갖다 주었다. 1939년 정월 초사흩 날부터 도안골에

는 농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남사당패의 상쇠였던 이기익은 꽹과리를 잡고,

징, 장구, 북, 소고 등 농악대 일행이 어설픈 오막살이 집 앞에서 농악을 행

하였다.

이 시기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고된 일에 시달리다가 집단부락에 갇힌 밤

47) 이기익(李其益), 생몰년 미상, 그의 아들 이교영의 구술 자료에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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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농악을 울리며 피로를 풀고 망향의 설움을 달래였

다. 바로 그것이 집단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지켜주기도 하였다. 만주 산골에

갇힌 몸으로 감자농사, 보리농사, 강냉이농사 이어서 설이면 집집이 탁주 한

동이씩 담그고 농악을 울리면 그것이 가장 큰 낙이였다. 당시 상쇠였던 이기

익의 아들 이교영(李交永)48)의 구술49)에 의하면 이때에 행해진 농악은 상쇠

와 징, 장고, 북, 소고잽이 몇 명으로 구성된 소박한 마을농악이었으며 이 집

에서 저 집으로 농악은 정월 대보름날까지 날마다 울리다가 2월 초 하루날

쑥떡을 해먹고 서야 거두었다고 한다.

이교영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마을에서 집을 짓고 주인 양반이 고향에서

가지고 온 소반에 탁주를 받쳐 들고 나와 술을 권하고는 농악대 일행을 마당

으로 이끌어 지신밟기를 행하였으며, 솥 위에 엎어놓은 솥뚜껑에는 쌀과 팥

이 담기고 거기에 촛대를 세워놓고 성주굿까지 하였다고 한다.

40년대에 안도현 신촌 농악대에서 장고를 쳤던 경상남도 합천군 정현주

(1916년생)노인과 농악무를 추었던 이상준(李相俊-1931년)노인의 회고담을 보

면 다음과 같다．1942년 9월, 20명으로 구성된 안도현 신촌농악대는 ‘재만 조

선인대표단-명월구 개척단’이란 이름으로 길림성 장춘(長春)에서 괴뢰만주국

창건 10주년을 경축하는 예문제(藝文祭)활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괴뢰만주

국 창건 10주년 경축활동’에는 길림성내에 거주하고 있던 만족, 회족, 몽골족,

조선족 등 소수민족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그때 그들은 이시가와[石川] 호

텔에 투숙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장춘 공회당무대에서 공연하였다. 농악은 ‘농

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의 지휘 하에

부쇠, 징, 장고, 대북, 소북들이 뒤를 따르면서 처음엔 골뱅이진을 쳤다가 횡

선을 이룬 후 대형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면서 전체가 어울려 춤을 췄다고

한다. 중간쯤 해서 12발상모 놀이가　시작되는데　이는　당시에　대단한 인

기를 끌었다. 12발상모 장끼가 끝나면 다시 전체가 신이 나서 춤을 추었다고

한다.50) 당시　공연에는　타악기잽이들이　춤을　추고 12발 상모놀이 외에

48) 이교영(李交永) 1924년∼미상, 조선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나 1938년에 가족을 따라 중국 길

림성 안도현 장흥향 수동촌에 이주하였다. 어려서부터 남사당패의 상쇠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농악에 관심을 가졌고, 40년대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안도현 신촌에서 상쇠를 맡아 농악을 하

였다.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중국: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 376쪽.
49) 이교영 구술, 유원무 정리, “농악과 더불어 한평생”, 예술세계 중국: 예술세계잡지사,

1995.5～6합본. 11～17쪽.

50) 이훈, 중국 조선족 공연단체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공연단체의 활동과 작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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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귀’(지신밟기) 등도 공연되었다고 한다. 춤이 고조에 이를 때 상쇠가 덩덕

궁이 장단를 치면 치배들은 상쇠를 둘러싸고 그의 지휘에 따라 “쾌지나 친친

나네”를　불렀다고 한다. 노랫말은 상쇠가 즉흥으로 부르기도 하며 전곡의

속도는 느린데서 점차 빨라졌다고 한다.51)

1942년 예문제(藝文祭)활동에 참가한 안도현 신촌농악대의 상쇠는 이기익

이었고, 그 후로 이기익은 상쇠를 아들 이교영에게 물려주고, 이교영은 안도

현 신촌농악대의 상쇠잡이가 되었다. 1949년에 이르러 새 마을이 세워지고

살림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농악놀이가 잦아졌다. 설에도 울리

고 보름에도 울리고 단오, 추석에도 울리고 모내기 탈곡을 하면서도 울리었

다. 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도현의 신촌마을은 경상남도 집단 이주

마을로 “경상남도 농악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상남도의 농악이 안도현

신촌에 정착되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2) 화룡현 두도구의 농악

1941년 조선 강원도 철원지대에서 적지 않은 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

땅에 이주하였다. 그때 연변의 화룡현(和龍縣) 두도구(頭道區) 평강벌에도 이

런 난민들이 정착하였는데 그 중에서 20여 호의 호주들이 모여 “공기조합”이

라는 집단을 꾸리고 차수리, 건축물수리, 집수리, 상여메기 등 잡일을 하면서

품값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 “공기조합”에는 농악무에 능한 사람들도 구성되었는데 휴식일, 기념일,

명절날이면 농악무를 추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임시적이나마 쾌감을 주곤 하

였다고 한다. “공기조합” 농악대는 걸립농악의 형식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집에서 걸립을 하여 모은 돈으로 전통적인 농악에 필요한 상모, 복장, 소도

구 등을 서울에 주문하여 가져다가는 농악을 행하곤 하였다고 한다. 농악을

할 때에는 20여 호나 되는 가정들에서 참가할 수 있는 집식구들을 다 동원하

여 그 대오가 매우 굉장하였다고 한다. 어떤 때에는 거리를 다니며 농악을

하였고, 어떤 때에는 큰 마당에 모여 농악놀이, 마당놀이로 흥성하였다고 한

다. 이때에는 민간예인들이 장구에 맞추어 “남도창”, “서도창”도 불렀고 새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 77～80쪽.

51) 박정화, 延邊安圖縣新村農樂舞硏究, 중국:중앙민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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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퉁소로 합주, 또는 독주도 하면서 농악을 행하곤 하였다고 한다.

“공기조합”에서 농악은 장기간 민간에서 행하던 데로부터 나중에는 예술무

대에까지 올랐다. 1948년 초에 건립된 두도구 《북산촌과외극단》에서는 자

기 고향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농악을 처음으로 예술무대에 올리고

순회공연을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52).

화룡현 두도구 《북산촌 과외극단》에서는 장기간의 무대공연에서 세련되고

무대화된 “농악무”를 연변에서 제일 처음으로 현 문예경연대회와 연변 문예

경연대회에서 공연하여 우수상을 수여받았다.53) 60년대에《북산촌과외극단》

에서 상모춤을 췄던 이정득(李政得)54) 노인의 회고담을 통해 화룡현 두도구

의 농악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50년대에 이정득 노인이 본

화룡현 두도구의 농악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고 한다. 상쇠잡이인 맹경호55)

노인이 꽹과리를 치고, 다른 치배 구성으로는 태징(징) 하나, 북 하나, 장고

하나, 새납 하나, 그리고 상모춤을 추는 춤꾼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

재 연변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 어깨위에 어린이 두 명을 두층으로 올려서 추

는 무동춤도 보았다고 한다.

이정득 노인의 구술에 의한 강원도의 이주민에 의해 행해진 화룡현 두도구

의 농악은 한국의 영동농악과 비슷한 점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영동농악은

강릉, 평창, 삼척, 고성 등 강릉문화권에 속한 지방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특이한 것은 무동 이외의 잡색들이 없다는 것이며,

무동춤은 어른들의 배역으로 추어지나 삼층 높이의 무동타기는 대개 어린이

가 담당하고 그 위에서 12발상모 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56).

비록 이정득 노인이 본 것은 50년대 좌우에 화룡현 두도구의 농악이었지

만, 당시 상쇠인 맹경호를 따라다니면서 상모춤을 배운데 의하면 40년대부터

시작된 화룡현 두도구의 농악은 무대에서 공연되었음에도 형식상에서는 큰

52) 강련숙, 중국조선족100년문학예술 대사기 중국:길림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2001. 23쪽.
53) 김덕윤, 「투도구의 <공기조합>과 농악무」 예술세계 (중국 연길:예술세계잡지사)1990년 합
본. 43쪽.

54) 이정득(李政得), 이정득 노인은 1942년에 화룡현 와룡구에서 태어나 1951년에 두도구에 이사를

갔다. 어릴 때부터 상쇠잡이였던 맹경호노인이 거느린 농악대를 따라다니면서 농악을 하는 것

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55) 맹경호(화룡현에서 농악을 했던 이정득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모두 맹아바이 라고 불렀다고 하

였다.)는 화룡현 두도구의 상쇠잡이이다. 그의 생몰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찾지 못하여 본 연구

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56) 정병호, 農樂, 서울: 열화당, 1986,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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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었다고 한다.57)

3) 용정시 팔도향의 농악

1945년 봄 민간예인 우상학(禹相學)58)은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군(盈德

郡)의 농악을 용정시(龍井市) 팔도향(八道鄕)에 전수하였다. 그가 전수한 농악

은 팔도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방특색을 띤 농악대로 되었다. 즉 농

악대에 여성과 4명의 무동도 추가하였다. 무동은 사람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는데 현지에서는 “탁동기(托童技)”라고 불렀다고 한다. 농악대는 주로 원

진형을 중심으로 나선진을 이루었다가 다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진을 풀

면서 종선, 횡선, 사선, 서로 교차하는 등의 진형들을 행하며 소상모, 중상모,

장상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한다.59)

이상 이주를 통하여 연변지역에 정착하게 된 농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60)

<표 4> 1930년대～1949년 연변지역의 농악

단체명 지역
전수자

출신지역
시기 상쇠

안도현 신촌 농악대
안도현 장흥향

신촌마을
경상남도 1939

이기익/

이교영

화룡현 “공기조합”

-“북산촌과외극단” 농악대

화룡현 두도구

평강촌
강원도 1941 맹경호

용정시 팔도향 농악대 용정시 팔도향 경상북도 1945 우상학

연변의 위 세 지역에 정착하였던 농악은 주로 안도현 신촌의 경상남도 농

악, 화룡현 두도구의 강원도 농악, 용정시 팔도향의 경상북도 농악들이 행해

57) 이정득, 구술면담자료. 참조. 2011년 7월 11일.

58) 우상학(禹相學), 생몰년 1895～1978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8세부터 농악을 배웠다고 한다.

1937년 길림성 용정시(龍井市) 삼도향(三道鄕)에 이주하였고, 1945년에 용정시 팔도향(八道鄕)에

서 농악을 하였다고 한다.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중국: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년, 376쪽.

59)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중국: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년, 362쪽.
60) 1948년에 왕청현 서위자향에도 농악대를 조직하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다. 강련숙, 중국조선족100년문학예술 대사기 중국:길림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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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흑룡강성 지역의 농악

흑룡강성(黑龍江省)은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 흑룡강성의 총인구는 2000년의 통계에 의하면 36,237,576명이고, 한족은

34,465,0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조선족 인구는 388,458명

으로 약 1.07%를 차지한다.61)

흑룡강성에는 한 개의 자치현, 한 개의 민족구와 69개의 민족향진이 있으

며 그 중 조선족향(진)이 19개가 있다.62) 흑룡강성에서 농악이 연행된 기록이

있는 곳은 흑룡강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녕안현(현재는 녕안시)과 상지시(尙志

市)이다. 이 두 도시의 위치도는 다음의 <지도 2>와 같다.

<지도 2> 흑룡강성 녕안시와 상지시 위치도(1:10000000)

1) 녕안시의 농악

흑룡강성 녕안시(寧安市) 일대의 조선족들이 정월 대보름이면 달맞이를 하

는 전통이 있는데 농악도 함께 행해진다. 이는 경상남도 밀양의 한 농민가정

61) 吳克尧，“黑龍江省少數民族人口問題探析”, 黑龍江民族叢刊 (双月刊) 2004, 제5기, 93쪽.
62) 中華人民共和國國家民族事務委員會 http://www.seac.gov.cn 홈페이지 통계수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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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어나 1943년에 흑룡강성 녕안시 와룡향(臥龍鄕) 공합촌(共合村)에 이

주한 사금순(史錦順)63)에 의해 전수된 것이다.

달맞이는 흑룡강성 녕안현(현재는 녕안시) 일대의 조선족들이 정월 대보름

이면 행하는 가무형식으로 걸궁농악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사금순 노인의

진술에 의하면64)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 무렵부터 등산시합을 시작

한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가장 먼저 산에 올라 달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한해에 만사가 순조롭다고 한다. 만약 젊은 총각이 가장 먼저 산꼭대기에 올

라 달을 보면 예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이 가장 먼

저 산꼭대기에 올라 달을 보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등산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산 밑에서는 구경꾼

들의 환호가 울려 퍼져 현장은 아주 시끌벅적하였다고 한다. 시합이 끝나면

사람들은 산기슭에 모여 소나무 가지를 쌓아서 모닥불같이 피운다고 하는데

이를 “月宮”이라고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닥불 둘레를 돌면서 노래하며 춤

을 추기를 불이 꺼질 때까지 하면 여러 가지 놀이가 행해진다고 한다.

달맞이에는 농악이 행해지며 자유로운 가무형식도 곁들여져 인수의 제한이

없이 진행된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큰 원을 만들어 장고와 새납 반

주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 춤 동작은 제한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 즉

흥으로 모여서 춤을 춘다. 달맞이를 할 때 전통 한복을 입는 것 외에 특징적

인 것이라면 여자는 머리에 고깔을 쓰고 남자는 상모를 쓰고 춤을 추는 것이

다. 남자 춤꾼은 흰색 전통한복을 입고 남색조끼에 고무신을 신는다. 상모는

짙은 빨간색 혹은 초록색을 쓰며 상모짓은 창호지로 된 것을 사용한다. 여자

춤꾼은 분홍색 전통한복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는다. 머리에는 좌우와 위쪽

에 꽃을 단 고깔을 쓴다. 달맞이에는 <邀明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노랫말은 정해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붙여 부르

는 것도 있다. 녕안시 농악의 구체적 모습은 더 이상 밝혀진 바가 없다.

2) 상지시의 농악

상지시(尙志市)에 조선족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는 20세기 초인 1902년경

63) 사금순(史錦順), 여, 1917년 생, 돌아간 해는 미상.

64)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黑龍江卷, 중국: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6, 朝鮮族舞蹈항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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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봉준65) 일가가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이주민 1세와 그들의 후대들로

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족 총인구는 2만 419명으로 상지시

총 인구의 2.4%를 차지한다. 그들은 하동(河東), 어지(魚池) 두 조선족향을 비

롯한 각 향진의 17개 조선족 행정촌에 분포되어 37개 자연둔(自然屯)66)과 21

개 지방에서 한족과 거주하고 있다.67)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은 1950년대에 아코디언, 기타, 북, 장고, 꽹과리, 징,

무용복 등을 준비하고 문예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상지시의 조선족들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춤은 장고춤, 소고춤, 부채춤, 접시춤, 동이춤, 둘러리춤,

막춤 등이며 특히 탈춤, 광대춤, 곱새춤 등은 사람들을 웃기며 사람들의 기분

을 고도로 끌어올리곤 한다. 단체적인 명절활동이나 국가적인 경축모임 그리

고 민족운동대회 때는 단체무용공연이 관중의 인기를 끌고, 여기에는 여성들

의 대형집단무용, 농악무, 사교무 등이 있다.

상지시의 농악대는 악기잽이와 잡색으로 편성되었다. 사용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등 다섯 가지의 타악기가 기본이고, 잡색은 주로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 복색은 화려한 것이 특징인데 소매에 누런

색, 흰색, 검은색의 세 가지 끝동이 달린 붉은 마고자를 입고 허리띠를 가슴

있는데 까지 올려 밀어 띠여 뒤로 잡아매고 갖가지 색깔의 명주드림을 맞추

어 세 폭씩 등 뒤에 드리운다. 이런 차림으로 탈을 쓰고 타악기 절주에 맞춰

상모를 여러 가지 동작으로 민첩하게 돌릴 때는 그 기교가 더없이 뛰어나 관

중들을 현혹케 한다. 농악무도 역시 대형집회 때는 늘 선을 보이군 하는데

관중들, 특히 타민족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68)

상지시의 여러 기록들에서는 건국 전의 농악에 관련된 기록과 한반도의 어

느 지역의 어떤 사람한테서 농악이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건국 후 50년대부터는 상지시의 문화관을 중심으로 음력설이나 여러

명절에 농악이 행해진 기록들이 있다.69) 또한 1978년 9월 6일 신문기사에

《상지 하동에서 송화강지구 조선족체육운동회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

가 실렸는데 주요 내용은 상지현 하동공사 농악대의 공연이 조선족행사에 행

65) 상지시에 이주한 첫 이주민.

66) 자연둔(自然屯): 자연촌(自然村)과 비슷한 말로 자연형태의 주민부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67) 한득수, 상지시 조선민족사, 중국: 민족출판사, 2009. 총설1
68) 한득수, 상지시 조선민족사, 중국: 민족출판사, 2009. 298쪽.
69) 한득수,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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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기분을 돋구어주었다는 것이다.70) 이 외에 상지시의 조선족 문화관의

지도로 1984년부터 2004년 사이에 노년문예공연 《농악무》, 《장고춤》,《민

고춤》등 작품들은 여러 차례 흑룡강성 문예 공연과 경연에서 수상의 영예를

지녔으며 송화강지구, 할빈시의 문예공연에서도 수차례 수상하여 20년 사이

에 도합 30개의 금상과 은상, 동상, 1등상, 우수상을 받았다는71) 기록들을 통

해 80년대 후기부터 조선족 농악이 흑룡강성에서 널리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건국 전에 흑룡강성에서 농악이 행해진 구체적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건국 후부터 꾸준하게 농악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 지역에도 이주

민들을 통하여 건국 전에 농악이 행해졌을 거라고 추정한다. <사진 1>는

1956년 상지현 음력설 문예공연에 참가한 하동구 배우들의 단체사진이다.

<사진 1> 상지현 음력설 문예공연 배우사진72)

이상 흑룡강성 지역에 정착하게 된 농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

70) 한광천 주필, 기사로 읽는 새중국 60년 조선족 변천사-흑룡강편(상) 흑룡강신문사 편, 중국:
민족출판사, 327～328쪽. 1978년 9월6일 기사 《상지 하동에서 송화강지구 조선족체육운동회가

있었다》"당의 민족정책의 빛발아래 우리 성 송화강지구 조선민족 체육운동대회가 8월25일부터

28일까지 상지현 하동공사에서 륭즁히 거행되였다. …… 송화강지위 및 각급 당위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하에 그리고 당의 민족정책의 배려하에 체육운동대회는 시종 단결전투의 분위기로

흘러넘쳤으며 농후한 민족적 색채를 띠였었다. 배구, 축구 그리고 조선족의 전통적인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체육운동항목도 그러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지현 하동공사 농악대의

여러 차례의 정채로운 표연과 방송을 통해 소리높이 울리는 조선민요들은 3만 여명 조선족 모임

의 행복한 기분을 한결 더 돋구어주었다."

71) 한득수, 상지시 조선민족사, 중국: 민족출판사, 2009.p.308.309
72) 한득수, 상지시 조선민족사, 중국: 민족출판사,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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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표 5> 1930～1949년 흑룡강성 지역 농악

지역 전수자 출신지역 시기 전수자

녕안시 경상남도 밀양 1943 사금순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 미상 미상 미상

흑룡강성의 두 지역에 정착하였던 농악은 주로 녕안시의 경상남도 농악과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의 농악으로 알려져 있다.

다. 요녕성 지역의 농악

요녕성(遼寧省)은 중국 동북지구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족은 요녕

성의 중요한 소수민족중의 하나이다. 주로 심양(沈陽)․무순(撫順)․철령(鐵

嶺)․영구(營口)․단동(丹東)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

사통계에 의하면 요녕 조선족인구는 241,052명이며 전국 조선족 인구

(1,923,800)의 13%를 차지한다. 이 두 도시의 위치도는 다음의 <지도 3>와

같다.

<지도 3> 요녕성 심양시와 본계시 위치도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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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에서 연행된 농악에는 심양시(沈陽市)의 농악무, 본계시(本溪市) 환

인현(桓仁縣)의 걸립무(乞粒舞)와 철령시(鐵岭市)의 “조선족농악가면무”가 있

다. 아래에 요녕성의 이 세 지역의 농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양시 금가만촌의 농악

심양시(沈陽市)의 초기 농악의 전승자는 조선 경상북도 대구에서 이주한

김숙헌(金淑憲)73)이다. 18세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예인(藝人) 김정갑(金正甲)

과 최상덕(崔相德)한테서 상쇠를 전수받았다. 1941년 대구에서 중국 요녕성

심양시 혼하향(渾河鄕) 금가만촌(金家灣村)에 이주하였다. 중국 해방 후부터

농악대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경축활동에 참여하여 요녕성 지역에서 조선족

농악의 전승에 큰 영향력을 가졌다.

금가만촌 농악대의 편성은 새납,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즉 법고)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타 치배들로는 소고를 쥐고 상모를 쓴 남자 춤꾼, 소고

를 든 여자 춤꾼과 장상모를 쓴 남자춤꾼으로 구성되었다.

이주 초기의 농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고,《遼寧民族民

間舞蹈集成》심양권(沈陽卷)의 농악무 항에서는 이주기를 지나 무대형식의

농악무로 발전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74)

2) 본계시 환인현의 농악

본계시(本溪市) 환인현(桓仁縣) 농악의 전수자는 김성룡(金成龍)75)이다. 조

선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에서 이주하였다. 본계시 환인현에는 주로 “무동

타기”76)와 “걸립농악” 두 가지 형식이 전승되었다. 본계시 동부 산간지구 환

인현의 횡도천(橫道川)과 육도하(六道河)에서 주로 걸립농악(乞粒農樂)이 행

해졌다. 이 지역의 걸립농악은 무동타기와 걸립농악의 정수를 하나로 합쳐

독특한 형식과 풍격을 가졌다.

73) 김숙헌(金淑憲), 1919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남.

74) 遼寧民族民間舞蹈集成 沈陽卷, 중국: 春風文藝出版社, 1998, 278～295쪽.
75) 김성룡(金成龍): 고 김성룡은 1910년에 조선 평안북도 벽동군(碧潼郡)에서 태어나 7세부터 농악

을 배웠다. 遼寧民族民間舞蹈集成 本溪卷, 중국:春風文藝出版社, 1993, 273쪽.
76) 중국 요녕성에서는 쌍층무(雙層舞)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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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자 김성룡에 의해 무동타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77)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춤의 유래를 보면, 조선족 대중들이 즐겨하는 줄

다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줄다리기는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

하는데 거주 지역을 경계로 동서 두 개의 팀으로 나눈다. 참가인수는 보통

천명이상이 되어 구경꾼까지 하면 수만 명에 달한다. 참가자와 구경꾼이

많은 원인으로 음원단의 노래와 춤은 작용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7, 8세 되는 어린이를 어른의 어깨위에 세워 노래하며 춤추게 하였

는데 이것이 전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쌍층무(雙層舞)78)라고 한다.”

줄다리기는 이미 조선족 대중들의 중요한 민속활동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줄다리기 시합 중에 공연하는 무동타기도 전승되고 있다. 아래 <사진 2>은

50년대 본계시 환인현의 무동타기 장면이다.

<사진 2> 50년대의 본계시 환인현 무동타기79)

<사진 2>의 무동타기를 보면 남녀 무동 모두가 고깔을 쓰고, 사진에 보이

는 왼쪽의 여자 무동은 긴 소매의 장삼을 입고 옆의 두 무동은 양 손에 수건

을 가지고 춤을 춘다. 중절모를 쓰고 바라를 치는 노인은 대오의 앞쪽에 위

치한 것으로 보아 상쇠로 판단된다. 한국에는 경기도 북쪽에서만 바라를 사

용하고 남쪽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80), 북한 농악에서도 바라가 편성된다.81)

77) 遼寧民族民間舞蹈集成 本溪卷, 중국:春風文藝出版社, 1993, 252쪽-295쪽
78) 무동타기를 중국현지에서는 “쌍층무(雙層舞)라고 불린다.

79) 출처:본계시군중예술관 홈페이지: http://www.bxysg.com

80) 이보형의 구술자료 제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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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많은 지역의 무동춤은 고깔을 쓰고 쾌자를 입는다. 강릉농악에서

는 수건을 가지고 추는가 하면, 경기․충청농악에서는 나비춤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농악에서는 머리에 고깔을 쓰지 않고 전립(戰笠)을 쓰며,

쾌자자락 대신 삼색띠를 두르고 나비춤을 추면서 상모놀이를 하는 것이 특이

하다.82) 본계시 환인현의 평안북도 농악은 고깔 쓰고 수건을 가지고 춤을 추

는 한국의 강릉농악과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걸립”은 쌀알을 구걸한다는 의미로서 화폐가 생기지 않았을 때 조선족 민

중들은 쌀로 화폐를 대신하여 상품교환을 진행하였다. 쌀의 작용과 가치는

조선족 민족들이 공양하는 “乞粒神”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걸립신은 실제

로는 항아리에 담은 햅쌀을 가리킨다. 해마다 가을이면 그해에 거둔 햅쌀을

항아리에 담아서 집안의 눈에 띄는 곳에 놓고 내년에도 또 풍년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본계시 환인현의 “걸립”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조선족 거주구역

에서 큰 행사를 치르거나 대형 활동이나 공공시설을 건설 할 때면 마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서서 가무를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민

족복장을 입고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부잣집이나 점포의 문전에서 공

연을 하며 모금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당을 세우거나 보수할 때 승

려들이 손에 바라[銅鈸]를 치면서 경문을 읊으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한다. 현재까지도 걸립농악의 상쇠는 수중에 바라를 들고 춤을 춘다.

걸립농악의 연행형식을 보면 주로 스스로 즐기는 민간무용형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무동타기”의 정수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걸립”활동

중의 가무부분도 융합시켜 독특한 표현형식을 형성하였다. 이런 형식의 걸립

농악이 언제부터 연행되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형식의 걸립무가

만들어 진 것은 조선족 민중들의 생활습관과 미적심리, 언어표현, 감정표현

등과 모두 관계가 있다고 본다.

걸립농악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통양식이 있지만 또 완전히 전통양식의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목적에 의하여 걸립농악의 공연양식은

아주 강한 변용성을 가지고 있다. 명절이나 경사가 있을 때면 공연에 참가하

는 사람이 많으며 행렬이 아주 방대해진하다. 이럴 때에는 상쇠에 의하여 공

81) 유만철, “민족음악의 유산 농악”, 조선예술 1996, 3호, 44쪽.
82) 정병호,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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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소로 이동하는데 공연행렬의 입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형이 바뀌면서

공연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노인의 환갑잔치 공연에는 장소의 제한으로 참

가 인수가 적으므로 입장과 진형 바꿈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걸립농악 공연양식의 특징이

기도 하다. 즉 걸립농악은 넓고 큰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남녀노소가 모

두 참여한다. 매번 공연에 적으면 수십인, 많으면 수 백인이 참여할 수 있으

나 장고수와 소고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공연행렬 전체가 입장하기 전

에는 우선 男左女右의 위치로 배열한다. 입장 시, 행렬의 앞에는 상모를 쓴

젊은이 두 명이 서서 줄곧 상모를 돌린다. 그 뒤로는 전체 공연행렬의 상쇠

를 맡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노인이 선다. 상쇠는 바라를 치며 전체

행렬을 이끌고 입장을 한다. 그 뒤로는 소고수 두 명과 장고수 두 명, 그리고

남녀 춤꾼들과 노인들이 뒤따른다. 행렬의 가장 뒤에는 “무동타기”를 하는 남

자춤꾼들이다. 남자춤꾼들의 어깨위에는 여자무동이 수건을 쥐고 춤을 춘다.

농악대가 입장한 후 하나의 큰 원을 지어 소고수, 장고수, 남녀 젊은이와 노

인들은 순서대로 가운데 들어가 개인놀이를 한다. 농악이 고조에 이르면 순

서가 없이 전체가 공연장내에 들어가서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공연자들은

또 다시 상쇠의 바라소리에 맞추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퇴장한다.

3) 철령시의 농악

요녕성 철령시(鐵岭市)에는 그 지방 특색을 가진 농악무가 전승되고 있다.

이 지방에서는 농악무를 할 때 탈을 쓰고 추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하여 “조

선족농악가면무” 83)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간예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농악무

를 철령시에 전승시킨 사람은 조선의 민간 예인 김복수(金福壽)라고 한다. 그

는 1902년 가족을 거느리고 철령시에 이주 하였다고 한다.

민간예인들에 의하면 옛날 조선족들은 재난과 사악을 물리치려면 더욱 흉

악하고 거대한 괴물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제사에서 사용하였던 가면은 모두

신령과 괴물의 모양이었다고 한다. 민간제사의식에서 기원된 농악가면무는

점차 발전을 하여 농경사회의 여러 가지 경축의식 때에 쓰이는 무용예술로

되었다.

83)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농악가면무"라는 중국 당지의 명칭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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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승(韓奎昇) 노인은 조선족농악가면무의 국가 대표 전승자로 지정받았

고 전문가들로부터 “농악발전추진제일인(農樂發展推進第一人)”이라는 칭호까

지 받았다. 그는 1925년 조선족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 철

령시 요보향(腰堡鄕) 우의촌(友誼村)에는 600여 호의 조선족이 살고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조선족전통문화를 많이 접하였다.

조선족 농악가면무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한규승이 생각하기로는 조선족

농악무는 중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서 많이 전승이 되고 있지만 오직 농악가

면무만은 요녕성 철령시의 독자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는 탈의 제조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한규승은

또한 후세에 농악무를 전승하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영호(李永浩)등

50여명의 제자들을 받아들여 조선족 농악무의 많은 후계자를 배양하였다.

요녕성 철령시 조선족농악가면무의 연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넓은

장소를 택하고 전통복장을 한 여자 무용수가 등장을 한다. 그들은 경쾌한 조

선족 음악에 맞춰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를 둘러싸고 춤을 춘다. 다음으로

철령시 농악무의 핵심인 가면무가 이어진다. 장고 장단에 맞추어 가면을 쓴

춤꾼들은 관중들 속에서 뛰어나와서 발뛰기, 까치발뛰기 등등의 춤사위와 기

교들로 전체 구경꾼들의 흥미를 돋우어 준다.84)

이상 이주를 통하여 요녕성 지역에 정착하게 된 농악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의 <표 6>과 같다.

<표 6> 1930-1949년 흑룡강성 지역 농악

지역 전수자 출신지역 시기 전수자

심양시 금가만촌 경상북도 대구 1941 김숙헌

본계시 환인현 평안북도 미상 김성룡

철령시 미상 1902 김복수

흑룡강성의 세 개 지역에 정착하였던 농악은 주로 심양시 금가만촌의 경상

남도 농악, 본계시 환인현의 평안북도 무동타기와 걸립농악, 철령시의 조선족

농악가면무로 알려져 있다.

84) 《중국문화보》기사 <國家級代表性傳承者--朝鮮族農樂舞傳人韓奎昇>작가:김영주 2011.3.2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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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국에서 농악이 주로 행해진 대표적인 세 개 지역 즉 연변조선족자

치주, 흑룡강성, 요녕성에서 농악의 분포와 그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연변

지역에는 안도현 신촌의 경상남도 농악, 화룡현 두도구는 강원도 농악, 용정

시 팔도향에는 경상북도 농악 등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흑룡강성에는

녕안시와 상지시에서 농악이 행해졌고, 녕안시에는 경상남도 이주민에 의해

유입된 것이 달맞이 민속놀이와 함께 행해진 농악이었고, 상지시의 조선족

마을에서 농악이 행해졌지만 전승지역은 불분명하다. 요녕성에는 심양시(沈陽

市)의 경상북도 대구지역의 농악, 본계시(本溪市) 환인현(桓仁縣)의 걸립농악

(乞粒農樂)은 평안북도의 농악, 철령시(鐵岭市)의 “조선족농악가면무”도 한반

도에서 이주를 통해 중국사회에 유입된 것이다. 이러한 8개 지역에서의 한반

도 농악의 전승과 연행을 통하여 한반도 농악이 중국에서의 분포상황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이주 후 중국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된 농악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연행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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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족 초기 농악과 경상남도 농악의 비교

제2절 조선족 사회의 농악 유입양상에서는 중국 동북3성에 분포된 농악의

유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이주를 통하여 조선족 사회에 도입

된 농악 중에서 연변지역의 안도신촌 농악을 대상으로 연변 조선족 초기 농

악85)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변지역의 이주 집단 중에서 안도현 신촌 마을은 80년대까지만 해도 타지

방 인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상남도 집단 이주 마을이다. 1939년부터 마을

내에서 농악대를 조직하여 농악을 행하다가 새 중국 창건 후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여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린 집단이며, 80년대까지 부분적인 연행기

록이 남겨진 연변지역의 유일한 농악대이며, 이 집단에서 행해진 농악을 통

하여 이주 초기의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행해진 농악의 모습을 알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안도신촌에서 농악의 전승 상황과 정착 후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의 경상남도 농악과의 비교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상남

도농악은 함양, 진주, 삼천포, 마산, 통영, 거창 등지의 서남지방의 농악과 밀

양, 울산 등지의 동북지방 농악으로 가를 수가 있다. 또한 부산, 양산, 진해

등지의 농악은 중간 형태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농악 중에서 진주․삼천

포지방의 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로 지정되었고, 부산의 아미농악

이 부산시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승되고 있다.86) 한국은 1960년대부

터 무형문화재제도를 시작하여 민속자료의 발굴, 수집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남겼다. 또한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은 모

두 원형보존이 잘 되어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국가

문화부․민족위원회와 중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연합하여 소수민족의 민속문

화자료의 발굴과 수집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중국은 건국

전에 행해진 초기 농악에 관련된 자료가 극히 미미하다. 농악의 편성과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자들에 의해 기록들이 남겨있지만 음악적인 장단

이나 선율에 관련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85) 본 논문에서 사용된 ‘초기 농악’의 용어는 이주시기부터 1949년 전까지의 농악을 의미한다.

86) 이보형, “농악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풍어제․민요편), 서울:문화공보구,문화재관
리국, 198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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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린 안도신촌의 농악이 실제로 한국 경

상남도 농악의 어떤 부분들이 중국에 유입되어 전승이 되었는가는 원형보존

이 잘 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경상남도 부산아미 및 진주․삼천포 농악

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안도신촌 농악이 행해지지 않는 현재

에 농악에서의 중요한 음악부분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편성양상과

구성형식의 비교만으로 이주기부터 행해진 초기 농악의 모습이 어떠하였으

며, 조선족 농악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는 한국 경상남도 부산아미와 진주·삼

천포지역 농악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가. 편성 양상

농악의 편성양상에서는 주로 기구, 복색, 치배 구성에서 안도현 신촌농악과

한국 경남 부산아미농악과 진주․삼천포농악을 비교하여 보겠다. 우선 세 지

역 농악의 기구, 복색, 치배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 40 -

<표 7> 기구, 치배, 복색 비교표

구성

구분

농

기

영

기

호

적

나

발

꽹

과

리

징
장

구
북

소

고

법

고

포

수

양

반

집

사

각 시

/

가 장

녀

화

동

지

게

꾼

안도

신촌87)

농

기
1 1 1 4 3 1 1 1 5 2

복 색

흰 바

지 저

고 리

남 색

조끼

흰바지저고리에

남색조끼, 상모

여 러

색 의

한복

상 쇠

와

같음

개 털

모자,

화 승

대,망

태

죽장,

담 배

대

상 쇠

와

같음,

중 절

모

여러색

한복

흰 바

지 저

고리

부산

아미88)

영

기

농

기

1
2～

4

2～

4
4

4～

6
8 8 1 1 1 1

복 색
채복89),

고깔

채복 ,

상 모

(부포

리 달

림)

채복,고깔

채복 ,

상 모

(상모

꼬 리

달림)

징 과

같음

조총 ,

남 바

우,망

태

도포,

관 ,담

뱃대,

부채

남색치

마 , 노

란저고

리 , 고

깔

반 소

매 색

동

붉 은

창옷 ,

패 랭

이

진 주 삼

천포90)

농

기

영

기

1 2 3 2 3
3～

5

8～

10
1 1 1

복 색 평복

색 띠 ,

부 포

상모

색띠, 채상

소고

바 지

저 고

리,행

전 ,

탕건 ,

총

두 루

마기,

도포,

정 자

관 ,담

뱃대,

부채

양

반

복

색 ,

수

염

안도현 신촌농악은 70여 호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에서 편성된 농악대라는

점에서 기구, 복색, 치배의 인원구성은 부산 아미농악과 진주․삼천포농악에

87) 다큐맨터리“민족맥락이 이어지는 신촌”, 1999년 연변텔레비전방송국 제작. 안도현 신촌농악 재

현 실황녹화자료 참고. 당시 다큐맨터리 제작시에는 안도현 신촌 농악의 지신밟기로부터 판굿

모내기철 농악 등을 모두 재현하였는데 다큐맨터리에서는 농악부분을 전부 짧게 편집하여 보여

주었다. 또한 안도현 신촌농악의 녹화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을 밝힌다.

88) 이보형, “농악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소 (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구,문화재관리국,
1981. 97～104쪽.

89) 부산 아미농악의 복색은 바지 저고리에 색띠를 두르는데, 이런 복색을 ‘채복’이라 한다.

90) 이보형, 앞의 책 참조. 105～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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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간소하다. 기구의 편성에서 세 지역 모두 “農者天下之大本” 농기가

편성되고 안도현 신촌농악대에만 영기가 편성되지 않는다. 악기잽이의 편성

에서 안도현 신촌농악에는 호적이나 나발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부산아미 농

악에서는 호적을 사용하고, 진주․삼천포 농악에서는 호적과 나발을 모두 사

용한다. 타악기의 편성에서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는 세 지역에 모두 편성

되고 법고는 부산아미 농악에서만 사용된다. 안도현 신촌농악의 편성인수가

적다. 잡색의 편성에서 세 개 지역 모두 조금씩 다르다. 안도현 신촌농악에는

집사, 각시, 지게꾼이 편성되고, 부산아미 농악에는 포수, 양반, 각시, 화동이

편성되고, 진주․삼천포 농악에는 포수, 양반, 집사가 편성된다.

이상의 편성비교를 통해 악기잽이에서 타악기의 편성은 세 지역이 모두 비

슷하고 잡색에서 포수, 양반, 집사가 편성되는 것은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가

비슷하다. 그리고 안도신촌에 농악대의 뒤에서 춤을 추면서 따라다니는 각시

가 편성되는 것은 부산아미농악에 가장녀가 편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나. 구성 형식

농악의 형태는, 생산을 담당하는 두레패들이 주축이 된 마을 단위의 마을

농악과, 직업적으로 농악을 하는 걸립농악과 판굿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또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에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연희자층으로서의 연희집단의 기원이나

유통구조, 그리고 성격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두레패들이 하는 마

을농악은 생활적이고 축제적이며 놀이성이 강하여 ‘더불어 노는 것’인 데 비

하여, 걸립패들의 농악은 직업적이고 상업적이며 또한 전문적이고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91)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볼 때 1939년부터 안도신촌에서 행한

농악은 마을 단위의 마을농악이며,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 사이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행한다.

한국의 영남농악을 보면 정월 보름날에 행하는 지신밟기 농악이 눈에 띄는

데, 부산 아미농악의 특징은 당산굿을 할 때 모듬굿과 旗祭를 지내는 것인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의례적 농악이라 할 수 있고, 지신밟

기가 발달하였다. 판굿에 나타난 예능은 연극적인 농사굿과 북춤이 돋보인다.

91) 정병호, 농악, 서울: 열화당, 1986,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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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삼천포 농악은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하였으며, 판굿에서는 채상모놀이

가 돋보이며, 군사놀이인 八陳解武陳굿이 특이하다.92)

농악의 구성형식은 크게 당산굿, 우물굿(샘굿), 지신밟기, 판굿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93) 안도신촌 농악에 남겨진 자료의 제한으로 본 논문에서는 안도

신촌 농악의 지신밟기와 한국 경남 부산아미 농악과, 진주삼천포 농악의 지

신밟기의 내용과 형식의 비교를 통하여 안도신촌 농악이 경남 농악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며,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과 풍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먼저 안도신촌과 부산아미, 진주삼천포 농악의 지신밟기 내용과 순

서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지신밟기 비교표

순서 안도신촌94) 부산아미95) 진주삼천포96)

① 문굿 문굿 문굿

② 마당밟기 성주굿 마당밟기

③ 철용굿 조왕굿 조왕굿

④ 장독굿 장독굿 장독굿

⑤ 조왕굿 용왕굿 둑집굿

⑥ 소마굿간굿 정락굿 철용굿

⑦ 성주굿 점방굿 성주굿

이상 <표 8>에 정리된 안도신촌 지신밟기의 명칭은 참고한 자료에는 명확

히 지시되지 않아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와 연행자의 진술내용 및 사설에 의

하여 필자가 붙인 명칭이다. <표 8>의 비교표에 의하면 안도신촌과 부산아

미, 진주삼천포 농악의 지신밟기에서 문굿, 장독굿, 조왕굿, 성주굿은 세 지역

에서 모두 연행되는 내용이고, 마당밟기와 철용굿은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

92) 정병호, 농악, 서울: 열화당, 1986, 195～201쪽.
93) 이보형,“농악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소 (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구, 문화재관리국,
1981. 97쪽.

94)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중국: 민족출판사, 2010년, 107～113쪽.
95) 이보형,「농악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소 (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구, 문화재관리
국, 1981. 97～104쪽.

96) 김현숙, 중요무형문화재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서울: 화산문화, 2002, 102～157쪽. 본 논문
에서 이 책을 참고한 이유는 지신밟기의 사설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안도신촌의 지신밟기 사설

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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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에서 연행된다. 소마굿간굿은 <표 8>에 의하면 안도신촌에서만 행해지지

만, 이보형과 정병호의 부산아미와 진주삼천포 농악연구97)에는 모두 연행되

는 부분이다. 그 외 부산아미 농악의 용왕굿, 정락굿, 점방굿과 진주삼천포

농악의 둑집굿은 두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연행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아

래에 안도신촌 농악의 지신밟기 자세한 내용과 사설을 부산아미와 진주삼천

포 농악의 지신밟기와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세 개 지역의 농악에서 지신밟기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덧배기가락을

꽹과리의 연주가락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 안도신촌의 덧배기 가락98)

<악보 1-2> 부산아미의 덧배기 가락99)

<악보 1-3-1> 진주삼천포의 덧배기 가락1100)

<악보 1-3-2> 진주삼천포의 덧배기 가락2

97) 이보형과 정병호의 앞의 책 참고.

98) 다큐맨터리“민족맥락이 이어지는 신촌”, 1999년 연변텔레비전방송국 제작. 이 영상자료에서 재

현된 지신밟기에서 꽹과리의 장단가락을 필자가 채보한 것이다.

99) 이보형 앞의 책, 99쪽. 덧배기(늦은 삼채) 「갠-개, 갠-개, 갠지갱, 개갱-, 개갱-, 갱-개, 갠지개,

개갱-」장단을 오선보로 표기한 것이다.

100) 김현숙, 앞의 책, 44쪽, 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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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신촌, 부산아미, 진주삼천포 농악의 덧배기 가락은 모두 3분박 보통 빠

른 4박자로 구성되었으며 가락의 진행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보이지만 기

본적으로는 같은 가락이라고 본다.

아래에 지신밟기 내용 중에서 문굿, 장독굿, 조왕굿, 성주굿의 사설은 세

지역에서 모두 연행되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고, 마당밟기와 철룡굿은 안도신

촌과 진주삼천포에서만 연행되기 때문에 두 개 지역의 사설을 비교하고, 소

마굿간굿은 안도신촌과 이보형에 의해 조사된 진주삼천포의 사설과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비교의 순서는 <표 8>의 안도신촌 지신밟기의 순서대로 진행

하겠다.

가) 문굿

문굿은 안도신촌과 부산아미, 진주삼천포 농악의 지신밟기에서 모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다. 안도신촌에서는 상쇠가 꽹과리로 덧배기 가락을

치며 지신밟기 할 집의 대문 앞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사설을 한다. 안도신

촌의 문굿 사설을 부산아미와 진주삼천포 농악의 문굿 사설과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표 9-1> 문굿 사설

지역 안도신촌101) 부산아미102) 진주삼천포103)

사설

주인 주인 문 여소

문 안 열면 갈라오

어이여라 地神아

잡귀 잡신 물러가고

천복 만복 들어오소

진 진 문여시오

문 안 열어주면 갈래요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

쥔 쥔 문여소

문 안 열면 갈라오

<표 9-1>의 “주인 주인 문 여소, 문 안 열면 갈라오”의 사설은 안도신촌과

101) 이교영 구술, 유원무 정리,“농악과 더불어 한평생”, 예술세계, 중국: 예술세계잡지사, 1995,
5-6 합본, 11～17쪽.

102) 이보형,「농악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소 (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구, 문화재관리
국, 1981, 97～104쪽.

103) 김현숙, 진주삼천포농악, 서울: 화산문화, 2002, 10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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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미, 진주삼천포 세 지역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진주삼천포는 이

두 마디의 사설만 하고, 부산아미는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가 이어지고,

안도신촌은 “어이여라 지신아, 잡귀 잡신 물러가고 천복 만복 들어오소”가 이

어진다. 안도신촌에서는 이러한 사설이 끝나면 주인이 문을 열고 小盤에 탁

주를 받쳐 들고 나와 농악대 일행을 마당으로 이끈다. 그다음 마당에서는 마

당밟기가 이어진다. 세 지역 농악의 지신밟기 사설에서 안도신촌의 사설이

조금 길게 이어지며 문굿의 시작부터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빌어주는 지신밟

기의 주요 내용을 사설에 드러낸 부분이 특징적이다.

나) 마당밟기

마당밟기는 부산아미 농악의 지신밟기에는 없고,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지신밟기에서만 행해진다. 안도신촌에서 문굿이 끝나고 농악대가 주인과 함

께 마당에 들어서서 주인이 들고 나온 小盤을 가운데 놓고 농악대는 원 진형

으로 마당을 돌면서 마당밟기를 시작한다. 안도신촌의 마당밟기에는 사설을

많이 하는데 진주삼천포의 마당밟기에는 주인과 대면하여 쇠를 끊고 인사굿

을 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인사굿 가락을 침과 동시에 덧배기를 쳐서 마당을

돌다가 쇠를 맺고 난타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사설은 하지 않는다. 아래에 안

도신촌의 마당밟기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쇠: 이집대문 들어서니

알뜰살뜰 이 마당이

백두 산신 지정하신

명당지가 틀림 없소

다 같이: 어화둥둥 좋을 시구

상쇠: 낮이 되면 해빛 쟁글

밤이 되면 달빛 횅창

이 마당이 광명할손

터를 잡고 집졌으니

다 같이: 어화둥둥 춤을 추세

상쇠: 대문열면 백두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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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성산 높보이고

바람 불면 동남풍이

복을 불러 들어오라

다 같이: 어화둥둥 지신일세

상쇠: 농사지면 오곡풍년

금낟가리 산을 쌓고

금방아에 은방아라

찧고 찧어 쌀산이요

다 같이: 어화둥둥 만복이요

상쇠: 집안사람 인의밝아

서로돕고 받드나니

영웅호걸 태여나고

청룡대붕 솟아나리

다 같이: 어화둥둥 흥성하세

진주삼천포 농악의 마당밟기에서 인사굿 가락을 치고 사설은 하지 않는 것

에 비해 안도신촌의 마당밟기 사설은 상쇠와 치배들이 주고 받으면서 진행이

된다. 그 내용은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앉혀 복이 들기를 기원해주며 풍

년들고 가정이 흥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 철용굿(뒤뜰)과 장독굿

안도신촌에서는 앞마당에서의 마당밟기가 진행되다가 상쇠는 또 농악대를

뒤뜰로 이끌고 간다. 철용굿은 뒤안(뒤뜰, 뒤꼍)에서 하는 굿이며, 집터신에게

드리는 굿이다. 지역에 따라 터주신을 장독간에 모시는 탓에 철용굿이 곧 장

독굿인 양 동일시되는 곳도 있다.104)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에서는 철용굿과

장독굿이 동일시된다. 부산아미 농악에는 철용굿은 없으나 장독굿은 있고, 진

주삼천포는 철룡굿과 장독굿이 모두 있다. 부산아미 철용굿의 자세한 사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9-2>에서는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철용

굿과 장독굿을 함께 비교하면 다음 <표 9-2>와 같다.

104) 김현숙, 진주삼천포농악, 서울: 화산문화, 2002,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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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철용굿(장독굿)

지

역
안도신촌 진주삼천포

사

설

철용굿(장독굿)

상쇠: 이집터는 명당지니

뒤뜰에도 복덕이요

구석마다 운기서려

집귀쫓고 안평일세

다 같이: 그렇구말구 안평

이지

상쇠: 장독대가 태평이니

된장간장 샘솟구요

곡간문도 정좌하니

풍년금괴 굴러드오

다 같이: 그렇구말구 굴러

들지

상쇠: 닭우리도 덩실하여

하늘공중 앉았으니

수탉홰쳐 해부를제

암탉 알나 가리쌓소

다 같이: 그렇구말구 가리

쌓지

상쇠: 벗님네들 밟아주소

자근자근 꽃신발로

지신허리 밟아주면

화를 쫓고 복불러요

다 같이:그렇구말구 복 부

르지

철용굿(장독굿)105)

상쇠:포수야 들어봐라. 이집에 철용굿을 잘 쳐야

재수가 대통하는데, 아느냐

포수: 예이～

상쇠:앞을 보니 만석궁

뒤를 보니 천석궁

천년이나 울리소

만년이나 울리소

억만년이나 울리소

(철용굿)106)

에루-지신아 철룡지신을 울리세

철룡지신 은덕으로 일가족이 평안하고, 철룡지신

은덕으로 안가태평을 하옵소서, 에루- 지신아 철

룡지신을 울리세

(장독굿)

진주-장달다 장달다 꼬치장 된장 다 달다

삼천포-여봐라 치배야(예～), 옛날부터 우리 조

상들은 무슨 보약 무슨보약 캐도 삼시세끼 밥

잘먹는 보약이 최고라 캤다. (그렇지) 삼시세끼

밥을 잘 물라카모 뭐니뭐니해도 음식 맛이 좋아

야 음식 맛이 좋은기라.(그렇지)꼬치장 된장 간

장 맛이 좋을라카면 이집 가모 양반 손맛이 좋

아야 되는데 손맛이 좋으면 꼬치장, 된장, 간장

맛이 좋고 꼬치장, 된장, 간장 맛이 좋으면 이집

가모 양반 손맛이 좋은기라. 그러니 우리 치배꾼

이 오늘 이집 가모 양반 손맛이 얼마나 좋은가

장맛이나 한번 보자.

안도신촌에서는 또 철용굿과 장독굿을 합쳐서 “뒤뜨락지신밟기”라고도 한

105) 정병호, 앞의 책 농악 204쪽.
106) 김현숙, 앞의 책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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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쇠가 곡간문, 닭우리 등에 돌아가며 ‘福’자를 쓴 종이를 붙이면 한쪽에

서는 북을 울리며 일행은 둥그렇게 서서 앞사람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발맞추

어 자근자근 밟듯이 춤추며 돌아가면서 장단 따라 지신을 밟는다. 안도신촌

과 진주삼천포의 철용굿(장독굿)사설은 된장과 간장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설의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의 지역적 특징에 맞춰서 구

성되었다고 보아진다. 안도신촌은 뒤뜰로부터 장독대, 곡간, 닭우리 등을 돌

아가면서 새 생활의 이모저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주는

내용으로 사설이 구성되었다. 진주삼천포는 장독굿 사설에서 조상부터 내려

온 음식인 된장, 간장, 고추장에 대한 사설로 조상들이 물려준 음식들 중에서

최고의 보약이 바로 된장, 간장, 고추장이라는 사설들로 구성되었다.

라) 조왕굿

조왕굿은 안도신촌, 부산아미, 진주삼천포 세 지역에서 모두 행해진다. 안

도신촌에서는 상쇠가 이끈 농악대 일행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주인집에서는

미리 마련해 높은 쌀그릇에 초불을 켜서는 가마뚜껑을 엎어서 그 위에 놓으

면 상쇠가 사설을 시작한다. 기타 치배들은 장단에 맞추어 앞마당에서 계속

하여 춤을 추며 원을 지어 돌아가는데 주인집에서 멍석을 펴 상을 놓고 술과

음식을 내놓으며 “수고들 하고 고마운데 술을 드시우다!”하고 알리면 한쪽에

서는 술을 마시고 한쪽에서는 지신을 밟으며 계속하여 춤을 추며 돌아간다.

이때 상쇠는 부엌간에서 단독으로 사설을 한다. 부산아미의 조왕굿 사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표 9-3>에서는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조왕

굿 사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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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조왕굿

지

역
안도신촌 진주삼천포

사

설

집 부엌도 복덕부엌

큰 가마에 작은가마

쌍쌍이도 구전한데

불을 때면 황황충천

음식하면 진수성찬

안팎살림 꽃밭일세

우후휘야 상사데야

이아니나 좋을시구

(상쇠는 쌀을 부엌간 곳

곳에 뿌려준다. )

초하루날 잡귀쫓고

지신님을 위로하니

깨를 쏟는 살림이요

꿀을 빚는 사랑이라

아들나면 순신이요

딸을 나면 심청일세

(상쇠는 부엌간 곳곳에

솔가지를 놓는다.)

이 부엌이 근본이니

부귀공명 예모이고

천하귀재 예서낳지

여보소들 벗님네야

지신님을 위로하고

이집명복 불러오소

우후어허 허널너리

명문대가 일어서소

성주 조왕님네

천리도록 만리도록 용의 말이 허박지이다. 사무에

빙나라 빙 징그렁징그렁 하거니와, 이집 대주 양반

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일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 삼

백육십일을 지나도 개저뿔도 안하고 고뿔도 안하고

안가태평하게 금년 일년을 잘 넘어가는데 금년에

이집 대주양반 또 아들 애기 놓겠구나.

아들애기 놓거들랑 경상감사 사우 삼고, 딸애기

놓거들랑 열녀부인을 마련하는데, 여봐라 포수야,

그런데 봐라 이기 뭐꼬? 이 집 김씨 대주 양반 하

모, 이 마을에서 사람 좋고 마음씨 좋고 인심 좋기

로 소문이 자자한 이 김씨 대주 양반 집에 우리 진

주농악 치배꾼이 성주 지신풀이 하러 왔는데, 이기

뭐꼬? 이집 김씨 대주 양반 불러다가 여기 조왕상

에다가 쌀도 쌀섬이나 갖다 놓고 돈도 돈천만원이

나 갖다 놔라 캐라. 그리해야 우리 진주농악 치배

꾼이 김씨 대주 양반 집에서 성주 지신풀이를 하고

나모 성주지신 은덕으로 날삼재 막아놓고 들삼재

막아놓고 관재구서 막아놓고 액운액살은 풀어주고

잡귀잡신은 싹 씰어다가 저 남강물에 다가 집어던

져 버리고, 만수수복 재수는 물 부는 바 같이 깨 올

라 붙듯이 다닥다닥 올라붙어 전부 이집으로 날아

온다.107)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을 밟자 지신아

앞으로 보니 성주신, 뒤로 보니 조왕신

천년이나 울리소, 만년이나 울리소

억만년이나 울리소, 지신을 밟자 지신아

<표 9-3>의 조왕굿 사설에서도 부산아미의 사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사설을 비교하였다. 두 지역 사설에서 공동한 내용

107) 진주에서는 가락을 맺고 난타한 후 다음의 사설을 읊지만 삼천포에서는 사설 없이 바로 지신

풀이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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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들딸의 출세를 기원하는 부분이다. 전체 내용에서 가택의 안녕과 만복

을 기원해주는 부분은 비슷한데, 진주삼천포에는 걸립굿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안도신촌과의 다른 부분이다.

마) 소마굿간굿

안도신촌의 소마굿간굿은 조왕굿에 이어 진행된다. 집주인은 도리상에다

술과 안주를 차려 술을 따라 올린다.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나면 주인집 식솔

들도 함께 춤을 춘다. 이때 상쇠는 소마굿간으로 들어가 이 구석 저 구석에

석회가루나 흰모래를 뿌려주고 키에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채소와 오곡을 구

유에 놓고 섞은 다음 소에게 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사설을 한다. 상쇠는 사

설을 하면서 황소를 쓰다듬어주며 구유에 짚을 담아주고 사설을 마치고 앞마

당에 나서면 상모놀이가 시작된다. 그러면 상쇠는 마지막 축복을 하고 큰 절

을 올린 다음 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성주굿으로 이어지는 경

우가 있다.

부산아미농악의 지신밟기에는 소마굿간굿이 없기에 안도신촌과 이보형 조

사108)에 의한 진주삼천포의 소마굿간굿 사설을 비교하겠다.

108) 이보형, 앞의 책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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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소마굿간굿

지

역
안도신촌 진주삼천포

사

설

소야 소야 둥글소야 육축 중에 대장군아

바람 불고 눈비와도 너 하는 일 공도 많다

태산끌어 강을 막고 새밭 갈아 곡창될때

농부일생 너와 함께 땀 흘리며 살고 지고

어화라차 둥글소야 어서먹고 기운내라

소야 소야 둥글소야 새해에도 일 잘하렴

이랑이랑 밭도 갈고 스리슬쩍 논도 갈아

파도출렁 금물결에 우뚝솟아 금낟가리

년년대풍 실어다가 앞마당에 덩실쌓아

많이 먹고 무병하여 천복만복 실어오라

지신님 지신님 모든 잡귀 몰아내고

재화를랑 막아주소

지신님 지신님 이 집안에 평안 주소

만복을랑 내려주소

어허야라 우생원

천만지기 갈아도

독병없이 잘 가소109)

<표 9-4>의 소마굿간굿의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사설을 보면 농민들이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의 무병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진주삼천포의 사

설은 짧지만 안도신촌의 사설은 길며 소의 무병을 기원하면서 농부와 소의

노동으로 집안의 만복을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사설로 구성되었다.

바) 성주굿

성주굿은 세 지역에서 모두 행해지지만 부산아미 농악에서는 주인이 절을

하고 상쇠가 지신문서를 읊는 것만 조사되었고 자세한 사설기록은 없다. 안

도신촌과 진주삼천포는 성주굿에서 사설은 조금 길게 한다. 안도신촌의 성주

굿은 솥 위에 솥뚜껑을 엎어놓고 쌀과 팥을 담아 촛대를 꽂아 놓고 성주풀이

를 시작한다.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에서는 성주풀이를 하는 동안 구경꾼까

지 합세하여 춤추고 덧배기를 치면서 “쾌지나칭칭”을 하며 뛰기도 한다.110)

109) 이보형, 앞의 책, 108쪽.



- 52 -

안도신촌의 성주굿 사설은 한 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진주와 삼천포지역

에는 여러 사람이 부른 성주풀이가 전해지고 있다. 아래에 우선 진주와 삼천

포의 성주풀이 사설111)을 정리하여 그 중에서 안도신촌과 비슷한 내용의 사

설에 대해 비교하겠다.

진주의 김선옥 창 성주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구놀구 놀아봅시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낙

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냐 절세가인이 그 누구

냐, 우리도 이렇게 노시다가 한번 아차 죽어지면 저기 저무덤 될 것이로다. 에라

만수- <후렴>에라 대세야 서리서리 나리소서.”

진주의 백영현 창 성주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저건너 잔솔밭에 설설 기는 저 포수야, 저산 비둘기 잡지마라 지난 간밤에 꿈

을 꾸니 너와 같은 님을 잃고 님을 찾으러 설설 기누나, 에라만수-<후렴>에라

대세야 서리서리 나리소서.”

진주의 김소영 창 성주풀이 사설은 다음과 같다.

“성주야 성주로다, 성주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의 솔씨받어

먼동산에 던졌더니마는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되었네, 낙락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후렴> 에헤라

대세야 서리서리 나리소서.”

진주의 김선옥 창 성주풀이 사설은 다음과 같은데 성주풀이에서 빠지지 않

고 꼭 불려진 가사라고 한다.

“놀고 놀고 놀아봅시다. 아니놀지는 못허리라 놀지하며는 어이놀아 한송정 자긴

솔을 베어 조그마하게 배를 모아 한강에다가 띄어놓고 술과 안주를 가득싣고 일

류기생들 한배 가득 이집 대주양반도 같이 타고 우리 치배꾼도 같이 타고 술렁

술렁 배띄어라 강릉 경포대로 달구경갑시다. 에라만수 <후렴>에헤라 대세야 서

110) 이보형, 앞의 책과 이교영 구술자료 참고.

111) 김현숙 앞의 책, 14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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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리 나리소서.”

진주에서는 돌아가며 메기고 함께 신명나게 간주를 치고 후렴을 받는 성주

풀이가 끝나면 덧배기로 넘겨 놓고 다음 다드래기로 넘겨 맺고 지신풀이가

모두 끝남을 알리는 마침굿가락을 치고 세 번 절하여 집돌림을 마친다.

삼천포농악 성주풀이는 느린 덧배기 한 장단 길이의 노래와 두 장단 길이

의 반주가 교대로 반복되는 노래이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

“어이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구나, 제

비원도 본아니요 강남원이 본이로구나, 강남에서 날아오는 제비 솔씨 한쌍을 물

어다가 소팽 대팽 흩쳤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

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이집 상량이 되었구나,

앞집에 박대목아, 뒤집에 김대목아 이집에라 대주양반 이집 터를 구할려고, 조선

팔도를 다 다녀도 명산 자리가 없었더니 삼천포시내 내려와서 이집 터가 생겼구

나, 어이여루 성주야-”.

성주풀이에 이어 덧배기를 치고 다드래기로 넘겨서 쇠를 끊고 세 번 절한

다. 마지막으로 마침굿가락을 치고 집돌림을 끝낸다.

이상의 사설 중에서 안도신촌의 성주굿 사설과 비슷한 것은 진주의 김소영

창 성주풀이 사설과 삼천포의 성주풀이 사설이다. 아래에 이 사설들을 정리

하면 <표 9-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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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성주굿

지

역
안도신촌 진주 삼천포

사

설

어이여라 성주여

성주 본디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이 집에라 대주 양반

아들애기 낳거들랑

경상 감사로

점지하고

딸애기 낳거들랑

열녀효녀

점지하소112)

(김소영 창)

성주야 성주로다

성주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의 솔씨받어

먼동산에 던졌더니마는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되었네

나락장송이 쩍 벌어졌구

나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리

소서

에헤라 대세야

서리서리 나리소서

어이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구나

제비원도 본아니요

강남원이 본이로구나

강남에서 날아오는

제비 솔씨 한쌍을 물어다가

소팽 대팽 흩쳤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이집 상량이 되었구나

앞집에 박대목아, 뒤집에 김

대목아

이집에라 대주양반

이집 터를 구할려고

조선 팔도를 다 다녀도

명산 자리가 없었더니

삼천포시내 내려와서

이집 터가 생겼구나

어이여루 성주야-

<표 9-5>에서와 같이 세 개 지역의 성주굿 사설은 첫 시작의 네 마디가

기본적으로 같다. 그 중에서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첫 네 마디 사설은 거

의 같은 사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부분의 사설에서 안도신촌 농악의

자식을 기원하는 내용은 진주삼천포 농악의 조왕굿 사설과 비슷하다.

이상 안도신촌의 농악과 경상남도 부산아미 및 진주․삼천포 농악의 편성

양상과 구성형식을 비교한 결과 농악대의 편성에서 악기잽이 중 타악기의 편

성은 세 지역이 모두 비슷하고 잡색의 편성에서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가 포

수, 양반, 집사의 편성은 비슷하다. 그리고 안도신촌에 농악대의 뒤에서 춤을

112) 이교영, 앞의 구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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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면서 따라다니는 각시의 편성은 부산 아미농악에 가장녀가 편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구성형식에서는 세 지역 지신밟기의 기본 장단, 내용과 사설에 대하여 비

교하였다. 안도신촌, 부산아미, 진주삼천포에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3분박 보

통 빠른 4박자의 덧배기 가락을 사용한다. 지신밟기의 내용에서는 세 지역에

서 모두 연행되는 것은 문굿, 장독굿, 조왕굿, 성주굿이고, 마당밟기와 철용굿

은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에서 연행되고, 소마굿간굿은 안도신촌에서 연행되

지만 부산아미와 진주삼천포는 연행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사설의 비교에서 부산아미의 지신밟기에는 자세한 사설에 대한 기록이 없

기 때문에 비교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지신밟기

사설과 비교한 결과 문굿, 조왕굿, 성주굿에서 비슷한 사설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도신촌의 지신밟기 사설은 경남지역의 내용과 사설의

일부만 사용하고 중국의 토착화로 하여 현지 상황에 맞춰서 사설을 새로 많

이 엮은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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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지역
전수자

출신지역
시기 전수자 및 상쇠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장흥향 신촌마을
경상남도 1939

상쇠 이기익/

이교영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현 두도구 평강촌
강원도 1941 상쇠 맹경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팔도향 경상북도 1945 상쇠 우상학

흑룡강성 녕안시 경상남도 밀양 1943 사금순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 미상 미상 미상

요녕성 심양시 금가만촌 경상북도 대구 1941 김숙헌

요녕성 본계시 환인현 평안북도 미상 김성룡

요녕성 철령시 미상 1902 김복수

4. 소결

제2장에서는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조선족 농악의 정착기로 설정하였

으며 우선 이주기와 새 중국 건국 초기의 사회배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주

기부터 196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 연변지역에 어떤 농악이 유입되어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의 주요 주거지역인 길림성(吉

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흑룡강성(黑龍江省)·요녕성(遼寧省

)지역에 한반도 농악의 유입양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

상인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초기 농악과 한국 경상남도 농악의 비교를 통하

여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

다.

중국에 이주하여 간 조선인들은 조선반도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였으며 그

분포구조도 서로간의 차이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족의 여러

가지 민속 풍습도 지역적 차이로 다양성을 띠고 있다. 이주민을 통하여 중국의

각 지역에 도입된 농악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족 농악의 유입양상에서는 연변조선

족자치주·흑룡강성·요녕성 세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된 농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농악의 중국에서의 분포상황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동북3성 농악 분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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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국에서 농악이 주로 행해진 대표적인 세 개 지역 즉 연변조선족자

치주, 흑룡강성, 요녕성에서 농악의 분포와 그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연변

지역에는 안도현 신촌의 경상남도 농악, 화룡현 두도구는 강원도 농악, 용정

시 팔도향에는 경상북도 농악들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흑룡강성에는

녕안시와 상지시에서 농악이 행해졌고, 녕안시에는 경상남도 이주민에 의해

도입된 것이 달맞이 민속놀이와 함께 행해진 농악이었고, 상지시의 조선족

마을에서 농악이 행해졌지만 전승지역은 불분명하다. 요녕성에는 심양시(沈陽

市)의 경상북도 대구지역의 농악, 본계시(本溪市) 환인현(桓仁縣)의 걸립농악

(乞粒農樂)은 평안북도의 농악, 철령시(鐵岭市)의 “朝鮮族農樂假面舞”도 한반

도에서 이주를 통해 중국사회에 유입된 것이다.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지역

인 연변지역의 이주 집단 중에서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리는 안도현 신촌

마을의 농악과 한국 경남 부산아미 농악과 진주삼천포 농악의 편성양상과 구

성형식을 비교하였다.

안도신촌의 농악과 경남 부산아미 및 진주삼천포 농악대의 편성에서 악기

잽이 중 타악기의 편성은 세 지역이 모두 비슷하나 안도신촌에만 선율악기가

편성되지 않는다. 잡색의 편성에서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가 포수, 양반, 집

사가 편성되는 것은 비슷하다. 그리고 안도신촌에 농악대의 뒤에서 춤을 추

면서 따라다니는 각시가 편성되는 것은 부산아미농악에 가장녀가 편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잡색에서 지게꾼의 편성은 세 지역 중 안도신촌에서만 편성

된 특징적인 부분이다.

구성형식에서는 세 지역 지신밟기의 장단, 내용과 사설에 대하여 비교하였

다. 안도신촌, 부산아미, 진주삼천포에서는 모두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덧

배기 가락을 사용한다. 지신밟기의 내용에서는 세 지역에서 모두 연행되는

것은 문굿, 장독굿, 조왕굿, 성주굿이고, 마당밟기와 철용굿은 안도신촌과 진

주삼천포에서 연행되고, 소마굿간굿은 안도신촌에서 연행되지만 부산아미와

진주삼천포는 연행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사설의 비교에서 부산아미의 지신밟기에는 자세한 사설에 대한 기록이 없

기 때문에 비교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113) 안도신촌과 진주삼천포의 지신밟

113) 부산아미 농악의 지신밟기 사설은 현재 조사된 자세한 기록이 없고, 본 논문 연구자의 현지조

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안도신촌과 부산아미 지신밟기 사설의 비교는 다음 과제로 미

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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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설과 비교한 결과 문굿, 조왕굿, 성주굿에서 비슷한 사설들이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도신촌의 지신밟기 사설은 경남지역의 내용과 사설

의 일부만 사용하고 중국의 토착화로 하여 현지 상황에 맞춰서 사설을 새로

많이 엮은 것으로 보아진다.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가

있다. 농악대의 편성에서는 타악기잽이인 꽹과리, 징, 장고, 북과 채상소고와

고깔을 쓴 각시들이 편성된 외에 마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집사로

편성하고, 지게꾼이 편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마을농악에서 행해지는 지

신밟기의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승된 것을 기초로 하고, 사회배경과 생활의

변화에 맞춰 지역적 특징을 기본내용으로 한 사설을 부른다는 것이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이다.

또한 안도신촌 농악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화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가 있다. 안도신촌에서 이주 초기부터 마을에서 농악대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사실은 마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수가 된다. 1980

년대까지 이 마을은 타 지역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상도 집단마을로서

다른 마을이나 지역 사람들의 참여가 전혀 없이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농악

대를 구성하고 운용하였다. 마을민만으로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농

악의 활발한 전승에만 그 의미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악이 마을의 문화는

물론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 전

승 및 자체적 구성력을 유지해왔다고 판단된다. 안도신촌은 이렇듯 농악 자

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안도신촌에서 행해진 농악은 생산을 담당

하는 두레패들이 주축이 된 마을 단위의 소박한 마을농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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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족 농악의 변천(1960년대～2000년대)

제Ⅲ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변 조선족 농악을 중심으로 그

변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연변 조선족 농악이 변천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제2절에서는 마을농악에서 연희농

악의 판굿 형식으로 발전된 연변 조선족 농악의 편성특징과 음악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제3절에서는 새로 등장한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작품분석과

북한 농악무와의 비교를 통하여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음악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

쳤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배경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천양상을 살펴보기 위하

여 제1절에서는 10년간 지속된 중국문화대혁명의 영향, 사회주의 건설시기

소수민족정책의 영향과 개혁개방으로 남·북한 전통예술이 연변 조선족 농악

에 준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중국문화대혁명의 영향

중국문화대혁명의 실제는 문예계의 수정주의 사조를 뒤엎기 위한 일종의

정치운동이므로 사회주의적 예술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두 비판

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족 사회에서의 농악을 포함한 모든 전통예술은 이 시

기에 모두 단절되었으며 10년간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농악의 침체기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중국의 ‘문화대혁명’114)시기이다. 10년 동안 지속

114) 문화대혁명: 중국 국가 주석인 모택동(毛澤東)이 1966년 5월에 일으킨 정치운동이다. 모택동은

일찍 1963년과 1964년에 전국 문화예술연합회(全國文聯) 각 소속 협회에 문예방면에 대한 두

가지 지시문을 내린바 있다. 하나는“사회주의 예술을 열심히 제창하지 않은데 관한 비평문이

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예술이 수정주의의 변두리에 닿았다”는 비평문이다. 그러므로 1966

년부터 1976년의 “무산계급문화대혁명(無産階級文化大革命)”은 우선 먼저 문예계(文藝界)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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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적 예술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

두 비판의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음악예술을 포함한 전체 예술분야에 커

다란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족의 전통음악은 50년대에 새롭게 발돋움하

게 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어서자마자 한순간에 ‘복고주의’, ‘봉건 잡귀

신’으로 몰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건국 후 17년간 발전된

연변조선족 민속예술은 동란의 피해를 입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황폐화되었

다. 문화대혁명은 연변 조선족 음악사에 있어서도 일대 수난기였다.

연변 조선족 민족음악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바로 1966년 2월 강청, 림표

일당들이 조작해 낸 「부대문예사업좌담회기요(部隊文藝事業座談會紀要)」를

내놓은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4인방’이 문예분야에서 반동적 문화독재를

실시하는 반동강령이었으며 사회주의 문예를 말살하는 선언이었다. 그들은

이 반동강령에 의하여 ‘문예의 검은 선’을 토벌하고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리

하여 조선족음악과 관련된 예술단체들이 해산되고 음악예술가들이 피해를 입

는 처참한 국면이 이루어 졌다.

문화대혁명은 특히 ‘민족문화혈통론’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여 연변 조선족

민족음악에 대한 탄압을 거침없이 감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민족음악의

전통과 유산을 비롯하여 건국 후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였으며 조선

족 음악예술에 전면적인 독재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연변 조선족 민족음악유산에 대한 수집, 정리 사업이 중단되고,

그 동안에 창작된 음악작품들을 매국적인 ‘이국문화’로, 수정주의적인 ‘독초’로

몰아붙였다. 이로부터 민족형식을 반영한 음악들은 공연 무대에서 밀려났으

며 따라서 그 누구도 감히 민족정신, 민족형식, 민족풍격을 운운하지 못하게

하였다.115)

물론 무지막지한 문화대혁명은 농악도 허용하지 않았다. “네 가지 낡은

것116)”을 타파한다고 북, 장고며 소고를 박살내고 징이며 꽹과리, 새납을 망

가뜨렸다. 또한 상모를 빙빙 돌리는 것은 인민공사를 부인하는 도리질이고

“당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라고, 농악무는 “지주 계급의 노리개 춤”이라는 비

난과 질책으로 농악은 아예 금지가 되어버렸다.

냥한 것이었다.

115) 이훈, 앞의 석사논문 40쪽 참조.

116) “네 가지 낡은 것”이란 구사상(舊思想)․구문화(舊文化)․구풍속(舊風俗)․구습관(舊習慣)을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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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전면 부정하는 시기에는 민간에서 존재하던

신앙의식은 ‘잡귀신’으로 취급되었기에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 의식을 상징하

는 산신당이며 절이며 사당을 전부 없애버렸다.117) 이로 인하여 마을농악에서

행해진 지신밟기와 기타의 민간 제사도 모두 금지되었다.

문화대혁명 동안 모든 노래는 주로 “어록가요(語錄歌)”118)와 “숭배가요(崇

拜歌)”를 불러야 했고, 가무극 등은 “혁명본보기극(革命樣板戱)”만 공연하여야

만 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음악의 수집 정리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었고 민요

를 부르는 것도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족문화, 민족정신, 민족감

정 등에 대한 논의 및 창작활동이 모두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됨으로써 조선

족 공연단체들의 활동도 모두 마비되었고 민간의 전통예술의 전승도 모두 단

절 되었다.

나. 중국소수민족정책의 영향

문화대혁명 후 중국에서는 시기별로 변화된 소수민족 문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이러한 정책들의 실시가 연변 조선족 전통 민속예술에 준 영향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새 중국 건국 후, 중국의 소수민족 전통문화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다. 소수민족의 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각급 정부는 민족지역에 민족문화

발전에 유익한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소수민족지역의 여러 가지 예술공연단체

의 조직을 도와주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민족문화의 교

류와 발전을 추진하였다. 즉 문예합동공연·시상·전람회·참관 등을 통하여 각

민족문학예술의 교류·향상과 발전을 추진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는 중시 받지 못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화정책도 철저하게 관철되지 못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

117) 김경일, 중국조선족문화론 중국 심양: 요녕인민출판사, 1994, 220쪽.
118) 어록가요: 림표(林彪, 국가 부주석)가 만든 모주석어록(毛主席語錄) 에 곡을 붙인 노래를 말

한다. 당시 모주석어록 중의 주요한 단락과 “최신지시(最新指示)”에는 모두 곡을 붙여서 노
래로 만들게 된다. 심지어 모주석의 “노삼편(老三篇)”(‘우공이 산을 옮기다(愚公移山)’,‘인민을

위해 복무하자(爲人民服務)’, ‘닥터 노먼 베쑨을 기념하여(記念白求恩)’의 전체 문장까지에도 곡

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다. 이런 “어록가요”는 전국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배워야 하고

불러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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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 후, 소수민족문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

발전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 8월 문화부와 국가민족위원회에서는

《현 단계 민족문화사업을 잘해나가는데 관한 의견》중에서 다음과 같은 과

업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비전문·자발적·소형(小型)·다양·절약의 원칙하에 소

수민족이 즐겨 듣고 즐겨 보는 민족형식으로 아마추어 문예단체를 적극 배양

하고 발전시켜 소수민족문화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민족예술공연단체를

보강하여 창작공연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다.

연변지역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책 하에 전문 공연단체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예술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

연활동에 참가하려는 대중들의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에서는 대중의 이

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산하에 문화관(文化館)을 설립하고, 한편으로는 대중들

의 공연활동을 지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직접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었다.

또한 각 현시의 문화관들에서는 산하의 지방마을에서 떠도는 전통민속예술

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민속예술 작품을 창작하

게 함으로써 전문공연단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공연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의 날로 높아지는 문화적 욕

구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

1979년 문화부․국가민족위원회와 중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연합하여 중국
민간가곡집성(中國民間歌曲集成)․중국희곡음악집성(中國戱曲音樂集成)․
중국민족민간악기집성(中國民族民間樂器集成)․중국곡예음악집성(中國曲藝
音樂集成)․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중국희곡지(中
國戱曲志)․중국민간고사집성(中國民間故事集成)․중국가요집성(中國歌謠
集成)․중국언어집성(中國諺語集成)․중국곡예집성(中國曲藝集成) 10대

문예집성을 편찬하였으며 이 중에는 대량의 소수민족문예자료를 포함하였

다.119)

이러한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한 조선족 전통예술분야에서는 조직기구를

회복하고 확충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변, 흑룡강성, 요녕성, 북

경 등지에 자체의 사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전통예술이 다원화

적인 조직망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국

119) 中國尉氏縣委統戰部 홈페이지 http://www.wstzb.com/dongtai/ 민족종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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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 협회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연변 문학예술계연합회의 회복과 함

께 1978년 10월에는 중국 음악가협회 연변분회도 다시 회복되었다.

1986년 7월, 중국 무용가협회 소수민족 무용학회가 내몽골자치구의 후허하

오터(呼和浩特)120)시에서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흑룡강성 치치하얼(齊齊哈

爾)시에서 중국 소수민족음악학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988년 11월 북경에서

중국문련 제5차 대표대회가 열렸으며, 1989년 3월 12일에 중국 조선민족 음

악연구회가 연길에서 성립되었고, 1990년 7월 16일에는 중국 조선족 음악연

구회 아동음악학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음악가협회의 기구들이 자기의 조

직망을 전부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술한 협회들에서는 정규적인 대회

를 개최하고, 각각의 기구들이 예술교류를 기반으로 한 서로 돕는 선의의 경

쟁을 통하여 자기의 고유한 음악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갔다.

문화대혁명 후, 공연단체들의 회복 직후 조선족 음악사회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먼저 ‘4인방’이 조작하였던 ‘문예강령’과 ‘문예방침’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비판을 감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당시 예술계에 비판대상이 되었던

「민족문화혈통론」을 다시 부흥시켰다. 또한 이와 함께 비판의 대상이었던

많은 조선족 음악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이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1978년 8월 10일, 연변 조선족자치주 직속문화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

어주기 위한 예술인 명예회복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55명의 예술인들

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또한 연극「장백의 아들」, 평극「붉은 자

매」, 무용「농악무」등 13부 작품에 씌워졌던 오명을 벗겨주었으며, 1979년 1

월 20일에는 연변 문련에서「반 우파투쟁」가운데서 「우파분자」로 잘못 분

류되었던 9명의 작가와 시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었다.121)

이러한 사회배경 하에 연변 조선족 농악은 정월부터 시작하여 설, 보름, 단

오, 추석은 물론하고 마을에 경사가 있을 때면 울리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소

박한 마을농악으로부터 연희농악의 판굿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전문예술단체

와 비전문예술단체들에서는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라는 새로운 예술형

식의 수많은 농악무 작품들을 창작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새로운 발전기

를 마련하였다.

120)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중국 내몽고자치구의 정부 소재지.

121) 이훈, 앞 박사논문 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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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전통예술의 영향

개혁 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예술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남·북한

전통예술의 영향으로 연변 조선족 민족예술의 발전공간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조선족 농악이 북한과 한국

전통예술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조선족의 음악문화는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곧바로 북한 음악문화의 영향

을 받게 된다. 즉 한동안 봉쇄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의 음악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녹음기가 유입

되면서 많은 북한의 노래들이 조선족 사회에 흘러 들어간다. 북한 전통예술

의 영향은 문화대혁명기를 제외하고 건국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1980년

대부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예술단체와의 교류는 더욱 빈번하여졌다. 양

강도 예술단, 양강도 소년예술단, 그리고 함경북도 예술단, 함경북도 청년예

술단 등은 연길, 장춘, 하얼빈 등지를 순회하면서 방문공연을 함으로써 중국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만수대예술단과 조선인민군협주단도 북경, 심

양 등지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중국대중들에게 깊은 감

동을 주었다. 한편 1990년에는 연변 예술계가 안승희를 초청하여 15일간 특

강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122)

북한 공연단체의 중국 방문공연이 많아짐에 따라 중국 조선족 공연단체의

북한 공연기회도 증가되었다. 또한 북한 예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

여 교육단체에서 북한에 유학생을 보내어 북한의 전통예술을 공부하게 하였

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분야에서는 북한의 예술에 대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선별적인 수용은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의 발전과 새로운 미감을 창조하는데서 긍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

오늘날 북한 예술문화의 영향은 1990년대 이전보다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도 교육단체에서는 평양에서 유학하는 예술인들이 있으며 북한 전통예술

122) 안기옥의 아들, 원 북한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훈, 위 박사논문,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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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분야가 끊임없이 중국 조선족의 전통예술에 영향을 주고 있다. 90년

대 이후부터 영상자료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 VCD 등이 광범

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목란비디오>에서는 많은 전통예술

분야의 영상자료들을 중국시장에 유통시켰다.

조선족 전통예술은 1990년대부터는 한국 음악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

히 한국과의 수교를 시작한 이후 민요, 대중가요 등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조선족 사회에 들어오게 된다. 그 경로는 민간단체의 교

류와 방송업체의 교류 및 영업을 하는 음반매체 등이다. 따라서 연변에는 한

국의 테이프, 음반은 물론 노래집도 여러 종류가 유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지

금은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음향자료들을 쉽게

찾아보게 된다. 또한 많은 조선족 후손들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편 조

선족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음악문화 방면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 음악문화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의 민족음악 전문가들의 중국 방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7월, 한국 정농악회 소속의 김정자, 강사준, 이두원, 김승

근, 남갑진 등 교수들은 연변에 가서 연주와 강좌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한·

중 사이에 있었던 첫 공식적인 교류이다. 1990년에도 정농악회는 단국대학교

국악과 학생과 교수들로 조직된 합동공연단과 함께 연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정농악회는 1993년에도 북경에 있는 한국어 학교를 시

작으로 연길, 하얼빈, 심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전통음악과 무용 및 농악

을 지도해 오고 있다.123) 1990년대 이후 남․북한과의 교류 상황을 보여주면

다음 <표 11>와 같다.124)

123) 이훈, 앞의 박사논문 158-159쪽, 참조.

124) 이훈, 앞의 박사논문 1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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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국과 남·북한 간 음악단체 교류 상황

단체명 지점 시간

정농악회 연길 1989년

단국대학교 국악단 연길 1990년

조선 평양 왕재산경음악단 북경 1991년

조선 평양민속예술단 곤명 1992년

조선 청년예술단 하얼빈 1992년

조선 함경북도 예술단 연길, 왕청 1992년

한국 국립국악원 연길 1992년

연변 예술학원 서울 1992년

연변 음악가협회 서울 1993년

연변 음악가협회 서울 1998년

연변 음악가협회 서울 1998년

연변대학 예술학원 제주 2003년

이와 같은 남․북한과의 전통예술 교류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전통예술의 무용과 악기 개량에서는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전통예술에 대한 연구와 수

용은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로 하여금 새롭게 발전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

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 조선족 예술작품들로 하

여금 조선민족의 원초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966년부터 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민족문화, 민족정신, 민족감정

등에 대한 논의 및 창작활동이 모두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됨으로써 조선족

공연단체들의 활동도 모두 마비되었고 농악을 포함한 민간의 전통예술의 전

승도 모두 단절 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는 중시

받지 못하였고, 중국공산당의 민족문화정책도 철저하게 관철되지 못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 후, 소수민족문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발전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수민족 특

색이 있는 민족형식의 작품창작과 공연을 격려하고 소수민족문화생활의 수요

를 만족시키고 민족예술 공연단체를 보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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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대혁명후의 북한과의 전통예술교류, 1990년대 이후 한국과의 전

통예술교류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

루었다. 전통예술분야에서 무용과 악기 개량에서는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전통예술에 대한 연구와 수용은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

로 하여금 새롭게 발전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 조선족 예술작품들로 하여금 조선민족의 전통을 계

승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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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으로의 발전

　

이주기 경상남도의 집단이주민에 의해 안도신촌에 정착한 연변 조선족 농

악은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소박한 마을농악으로 연행되다가 1980년대부

터 새로운 발전양상을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까지 안도신촌 마을

에서 행해진 농악을 “마을농악”125)으로 지칭하고, 1980년대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된 안도신촌의 농악을 특정한 의식의 내용이 없이 마을사람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축제를 벌이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연희농악”126)으로 지칭하

겠다. 제2절에서는 새롭게 발전된 연희농악의 편성과 음악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80년대 연변 조선족 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편성의 특징

연변 조선족 농악의 편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우선 30년대에 이주하면

서부터 마을단위로 행해진 안도신촌 농악대의 편성과 1987년 9월 3일 연변조

선족자치주성립 35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해진 안도신촌 농악의 편성을 비교하

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 살펴본 다음,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받은 5

개 지역의 연희농악과 북한 연희농악의 편성을 비교하여 연변 조선족 연희농

악 편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려 졌던 안도신촌의 마을농악이 침체기를 거쳐

다시 시작하게 된 때는 상쇠 이교영이 문화대혁명 시기 천정위에 감추어 놓

았던 꽹과리를 들고 장단가락을 다시 신촌마을에 울려 퍼지게 한 때부터이

다. 문화대혁명 후 안도현 신촌에서는 농악을 다시 시작하였다. 소가죽으로

북을 메우고 장고를 메우고 소고를 만들었다. 깃발도 만들고 상모도 만들고

125) 정병호, 앞의 책 105쪽 참조. “농악의 형태는, 생산을 담당하는 두레패들이 주축이 된 마을 단

위의 마을농악과, 직업적으로 농악을 하는 걸립농악과 판굿으로 분류할 수 있다.”로 정의된 용

어의 사용을 참조하여 1960년대까지 안도신촌에서 마을단위로 행해진 농악을 마을농악이라고

지칭하겠다.

126) 이보형, 앞의 책 9쪽 참조. “농악을 연희하는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축원농악(祝

願農樂), 노작농악(勞作農樂), 걸립농악(乞粒農樂), 연희농악(演戱農樂)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연희농악은 마을사람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예술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농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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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비단으로 지었다. 또한 북한에서 징과 새납도 사다 갖추었다고 한다.

안도현의 신촌 농악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1976년 가을 안도 저

수지에 들놀이를 간 때부터였다고 한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농악을

즐기고 있었는데 타고장에서 들놀이를 왔던 사람들이 구경하고 소문을 퍼뜨

린 것이었다고 한다.127)

그 후 안도현 문화국에서 민속무용지도를 맡은 김정훈128)이 신촌에 가서

지도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보

름이면 널뛰기, 밧줄당기기, 단오면 그네뛰기, 씨름판, 명절이면 명절마다 농

악을 울리며 12발 상모까지 돌리었다. 그리고 탈까지 만들어 쓰고 탈춤까지

추었다고 한다.

1987년 9월 3일 안도신촌 농악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5주년 경축대회

에서 농악을 선보여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당시의 실황녹화자료129)를 통

한 1987년 안도신촌 연희농악의 편성과 안도신촌 마을농악의 편성을 비교하

면 다음 <표 12>와 같다.

127) 이교영 구술, 유원무 정리, 「농악과 더불어 한평생」, 예술세계 중국: 예술세계잡지사
1995.5-6. 11～17쪽

128) 김정훈,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에 조예가 깊으신 모친 류동선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조선

족 민속춤과 민속놀이에 관심을 가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연변예술학교 무용과에 입

학하여 민족무용과 서양무용을 전공하였으며 연분예술학교를 졸업한 뒤 안도현 문화관에서 근

무하였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민간문예집성사무실에서 민족무용지도사업에 종사하였다. 대표저

서: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중국: 민족출판사, 2010년.
129) 연변텔레비전방송국 자료실에서 소장한 1987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35주년 경축대

회 실황녹화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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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안도신촌 마을농악과 연희농악 편성비교표

편성 구분 마을농악 연희농악

농기 1 1

청기/황기 2
꽹과리 1 2

징 1 2

장고 1 2

북 4 4

집사 1 1

포수 1
양반 1

채상소고 3 10

고깔소고 20

여자북춤 6

지게춤 2 6

부채춤 4
장고춤 14

탈춤 12

학춤 3

할아버지 1

할머니 1

각시 5 3
12발상모 4

어린이북춤 14

합계 21 112

1980년대 안도신촌 연희농악의 편성은 위 <표 12>와 같이 기수는 농기 1

인, 청기 1인, 황기 1인으로 편성되고, 악기잽이로는 꽹과리 2인(상쇠, 부쇠),

징 2인(수징, 부징), 장고 2인, 북 4인으로 편성되고, 잡색에는 남자 채상소고

10인, 여자 고깔소고 20인, 여자 북춤 6인, 남자 지게춤 6인, 여자 부채춤 4인,

여자 장고춤 14인, 탈꾼 12인, 학춤 3인, 할아버지 1인, 할머니 1인, 각시 3인,

남자 12발상모 4인, 어린이 북춤 14인으로 총 112인으로 편성되었다.

마을농악과 연희농악의 악기잽이의 편성에서는 마을농악의 7인에서 연희농

악은 10인으로 북을 제외한 꽹과리, 징, 장구가 모두 1인씩 더 편성이 되었

다. 연희농악과 마을농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잡색의 편성이다. 마

을농악에서는 춤을 위주로 한 편성은 채상소고가 3인, 지게춤 2인, 각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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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0인이 편성된데 비하면 연희농악은 춤을 위주로 한 편성이 총 98인

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연희농악은 마을농악에 비해 한층 오락적이며 예술

적인 성격을 띠며, 난장을 이루는 가운데 춤판을 화려하게 펼치는 특점을 보

여준다.

이렇게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으로 변화된 안도신촌 연희농악과 한국의 중

요무형문화재에 지정받은 5개 지역의 연희농악, 북한의 민속놀이 농악무로

공연된 연희농악130)의 편성을 비교하여 안도신촌 연희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아래의 <표 13>은 중국의 조선족 안도신촌의 연희농악과 한국

의 진주농악·평택농악·이리농악·강릉농악·임실필봉농악131)과 북한의 연희농악

의 편성을 비교한 것이다.

130) 북한 <목란비디오>에서 1995년에 제작 발행한 민속놀이 의 비디오에 닮긴 “농악무” 영상자
료는 춤을 중심으로 한 연희농악의 편성과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므로 중국 연변 조선족 연희

농악과 한국 연희농악과 함께 그 편성을 비교하겠다.

131) 정병호, “농악”, 重要無形文化財解說 補遺篇,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0년, 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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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희농악 편성 비교표132)

순

서
편성 구분

안도

신촌
북한 진주 평택 이리 강릉

임실

필봉

1 농기 1 1 1 1 1

2 청기/황기/영기 2 1 1 2

3 나팔 1 1 1

4 호적 4 1 1 1

5 꽹과리 2 4 3 3 4 3 3

6 징 2 2 2 2 2 2 2

7 장고 2 10 3 3 4 3 3

8 북 4 10 2 3 2 3 2

9 자바라 4

10 법고 4 3
5인

이상
8 5

11 집사 1 1

12 포수 1 1 2

13 양반 1 1 1 1

14 채상소고 10 24 7～15

15 고깔소고 20 24 8

16 여자북춤 6

17 지게춤 6

18 부채춤 4
19 장고춤 14

20 탈춤 12

21 학춤 3

22 할아버지 1

23 할머니 1

24 각시 3 1 1
25 무동 5 7 1 8 1

26 중애(사미) 1 1 1

27 창부 1 1

28 광대 1

29 농구 1

30 화동 1

31 12발 상모 4
장상모1

중상모5
∨

32 어린이북춤 14

132) <표 13>에서 “∨” 기호는 참고자료에 편성인수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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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6개 지역 연희농악의 편성을 비교한 결과 기수와 악기잽이의 꽹과리,

징, 장고, 북이 공동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속한다. 잡색의 편성에서 한국의 5

개 지역의 연희농악에는 잡색이 다양하게 편성되는 것이 비슷하지만, 안도신

촌과 북한에는 잡색이 다양하게 편성되지 않는다. 안도신촌과 북한에는 채상

소고와 고깔소고에 많은 춤꾼들을 편성하는 부분이 비슷하다. 연희농악의 편

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표 13>에서 음영을 한 부분인 안도신촌의

여자북춤·지게춤·부채춤·장고춤·탈춤·할머니·할아버지·어린이북춤의 편성이다.

이런 편성은 6개 지역에서 오직 안도신촌 연희농악에만 존재한다.

안도신촌 연희농악의 이런 특징적인 편성은 한국 농악에서의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으로 발전된 형태가 아닌 타 지역들의 특징적인 춤이나 놀이를 받아

들여 마을농악에 확대 편성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학춤, 지게춤, 탈춤 등은

지금도 안도신촌 민속춤의 한 부분으로 전승이 되고 있다.

1980년대 안도신촌 연희농악이 한국 연희농악과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안도신촌의 마을농악은 이주시기 한반도에서

전승이 된 것인데 새 중국 창건 후 중국은 북한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과

의 교류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하

나는 문화대혁명 후부터 소수민족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전통 민속예술도

중국 현지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지게 된다. 특히 축제나 경축대

회의 공연 수요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창조가 형성된다. 1980

년대에 농악은 전통적으로 전승된 것이 없기 때문에 편성부터 달라진다. 즉

소박한 마을농악이 화려한 연희농악으로 변화를 해야만 하였기에 당시 안도

현이나 연변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와 민속춤이 농악에 편

성되었다. 이것이 안도신촌 연희농악에 여러 가지 민속춤과 놀이가 편성된

이유이며 안도신촌의 농악은 스스로 즐기기 위한 농악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

한 공연 농악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음악의 특징

농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장단의 가락이다. 이주기부터 행해진

연변 조선족 마을농악에 사용된 장단가락은 그 전승의 제한점으로 자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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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1979년 중국 문화부․국가민족위원회와 중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연합하여 대량의 소수민족문예자료를 수집하여 문예집성

을 편찬하였는데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길림권133)에는 농악의 채굿 가락이

1채부터 6채까지 수록되어 있다.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은 1995년에 출판된

것으로 수록된 채굿 가락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이전에 행해진 것으

로 추정된다. 아래에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길림권의 채굿가락에 대한 분

석과 한국, 북한에서 사용된 채굿 가락의 비교를 통하여 1980년대 이후의 연

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농악에서 ‘채’는 박 및 장단가락을 의미로 징의 점수를 말하는 것으

로134) 북한의 ‘채’의 개념도 한국과 같다.135)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136)에는
농악의 장단가락을 ‘次’로 표기하였으며, 一次부터 六次까지의 악보를 제시하

였다. 한국에서 쓰이는 ‘次’는 반드시 12라는 편성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법이 딸리며, 12편성을 떠나면 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가락이 된다.137)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길림권에 사용된 ‘次’는 한국과 북한 장단가락의 ‘채’

와 같은 의미로 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次’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중국민족민간무도
집성 길림권의 채굿 악보는 꽹과리, 장고, 북, 징의 타악기 1채부터 6채까지

의 장단가락과 새납의 선율악보를 중국의 수자 기보형식으로 기보하였다. 이

자료에 기록된 1채부터 6채까지의 장단가락은 음향자료가 없어 실제 연주의

템포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자료의 속도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아래에 연변 조선족 농악의 1채부터 6채까지의 악보를

오선보로 역보138)한 것을 보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1채에는 치배를 모으고 또 치배 간의 호흡을 맞추기 위한 가락으로 일종의

다스름이다. 상쇠가 농악대를 거느리고 공연장에 들어선 다음 공연장 중앙에

서 연주한다. 징, 꽹과리, 장구, 북은 첫 박에 길게 1점을 치고 꽹과리가 3분

133)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 362～366쪽.
134) 이보형, 「農樂의 채에 대한 音樂的 考察」, 韓國民俗學 vol.2. No.1. 1970, 70쪽.
135)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121쪽.
136) 中國民族民間舞踊集成 吉林卷,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編, 362쪽.
137) 이보형, 「農樂의 채에 대한 音樂的 考察」, 韓國民俗學 vol.2. No.1. 1970, 85쪽.
138) 一次부터 六次까지의 중국 수자보 악보는 연구자가 오선보로 역보한 것이고, ‘次’의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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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4박자의 12/8박자 가락을 연주한다.

<악보 2-1> 연변 조선족 농악 1채

조금 빠르게

2채는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가락으로 징은 첫째 둘째 박에 1점씩

쳐서 모두 2점을 친다. 2채는 일채에 이어 연주되는데 집사와 마을사람들은

농악대 주위를 둘러싸 앉거나 서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농악대의 공연을 구경

한다. 상쇠는 부포상모짓을 움직여 악기잽이들의 2채를 이끈다. 소고를 든 춤

꾼들은 원을 지어 춤을 춘다.

<악보 2-2> 연변 조선족 농악 2채

빠르게

3채는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12/8박자 가락으로 첫째 둘째 셋째 박에

징을 1점씩 쳐서 모두 3점 친다. 2채에 이어 상쇠가 또 부포상모짓을 움직이

면 악기잽이들은 3채를 연주한다. 소고를 든 춤꾼들은 또 가로로 두 줄을 서

서 마주보면서 소고를 치면서 서로 상대편으로 끼어들었다 나왔다를 수차례

반복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는 상대방 소고 치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상

쇠가 또 부포상모짓을 움직이면 그다음으로는 악기잽이들이 2채를 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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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곱디디면서 소고를 치며 원을 여러 바퀴 돈다. 상쇠가 또 부포상모짓을

움직이면 악기잽이들이 또다시 3채를 연주하고 소고를 든 춤꾼들은 세로로

두 줄을 서서 마주보면서 소고를 치면서 상대편으로 끼어들었다 나왔다를 수

차례 반복한다. 이와 같이 원을 한 바퀴 돌때마다 진형이 한 번씩 바뀌고 어

떤 진형이든지 춤사위가 서로 다르며 각 진형은 반복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악보 2-3> 연변 조선족 농악 3채

중속도

4채는 3분박 조금 느린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 가락이며 첫째 둘째 박

에 1점씩 치고, 세 번째 박에 2점쳐서 모두 4점을 친다. 4채에는 굿거리 가락

에 맞춰 쇄납이 민요 <풍년가> 선율을 연주한다. 3채의 소고춤이 끝나면 장

상모 춤꾼 두 명이 갑자기 공연장에 뛰어든다. 굿거리 가락과 풍년가 선율에

맞춰 장상모 춤꾼은 외상모 돌리기, 양상모 등 상모놀이를 한다. 상모짓이 긴

원인으로 상모 춤꾼은 자신의 기예에 따라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줄 수 있

다. 또 장상모를 건너뛰며 돌리기도 한다. 소고를 든 춤꾼은 제자리에 서서

소고를 치면서 채상모를 돌리며 마주보기도 하고 자리바꿈을 하기도 하면서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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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연변 조선족 농악 4채

조금 빠르게

5채는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가락이며 두 장단으로 짜여졌다. 첫 장단

은 첫째와 셋째 박에 1점씩, 두 번째 장단은 첫째 둘째 셋째 박에 1점씩 모

두 5점 친다. 5채에는 쇄납이 민요 <뽕따려 가세>139)의 선율을 연주한다. 4

139) <악보 2-5>의 음악은 한국에서는 “꼭두각시”의 선율로 사용되고, 중국에서는 민요 “뽕따려 가

세”로 불려지며 농악에서 새납선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민요 “뽕따려 가세”는 중국 흑룡강성

서란현(舒蘭縣)의 조선족들이 부르는 민요에서 채집한 것이다. 노래에는 려칠성(呂七聲), 채보에

는 김성민(金聲民)이고 수자보의 기보형식을 연구자가 오선보로 역보 하였다.

                    <악보2-5> 《뽕따려 가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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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에 이어서 5채가 연주되는데 장상모의 상모놀이가 계속된다.

<악보 2-6> 연변 조선족 농악 5채

중속도

6채는 2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가락이며 세 장단으로 짜여졌다. 첫 장단

과 세 번째 장단은 첫째와 셋째 박에 1점씩, 두 번째 장단은 첫째와 둘째 장

단에 1점씩 모두 6점을 친다.

악보출처: 조선족민요곡집, 중국: 연변문학예술연구소, 1982년,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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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연변 조선족 농악 6채

중속도

5채에서의 장상모 놀이가 끝나면 상쇠가 또 신호를 주면 악기잽이들은 2

채, 3채를 반복하여 연주하다가 6채로 이어진다. 6채에는 장고놀이와 소고놀

이를 한다. 장고가락과 소고가락을 힘차게 두드리면서 장단겨루기를 하듯이

주고받기를 한다. 이때, 소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가락을 두드리고, 장

고수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장고수와 소고수의 춤사위가 점점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주위의 춤꾼과 구경꾼들이 “좋～다”를 외쳐준다. 악기잽이들은 2

채, 3채, 6채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소고를 든 춤꾼들은 흩어져서 구경꾼사이

에 들어가 구경꾼들과 함께 춤판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음식도 나눠 먹고 술

도 먹으면서 춤을 춘다. 잡색과 포수는 각각 자신의 춤을 추면서 구경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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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진다.

상쇠가 또 신호를 주면 악기잽이들은 <덩덕궁이 장단>을 연주한다. 그러면

전체 구경군들은 조용해진다. 뒤이어 상쇠가 “쾌지나 칭칭 나네”를 선창하면

공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한다. 농기수가 농기를 들고 공연장

가운데에 들어서면 상쇠와 악기잽이들은 농기를 둘러싸고 음악을 연주하면

소고를 든 춤꾼들이 원을 지어 춤을 춘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음식과 술항

아리를 지고 더 큰 원을 지어 함께 춤을 춘다. 이렇게 원을 지어 춤을 여러

바퀴 돌면서 추다가 농기수가 농기를 들고 마을로 향한다. 그러면 마을사람

들은 농악대의 뒤를 따르다가 각자 집으로 흩어진다.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에는 1채부터 6채까지의 장단 외에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노래와 함께 연주되는 <덩덕궁이 장단>

은 기록되지 않은 이유로 1채부터 6채까지의 장단만 분석하였다. 아래에 1채

부터 6채까지의 채굿 가락 구조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연변 조선족 농악 채굿의 가락 구조

채굿 가락 리듬형 기타
1채 3분박 4박자
2채 2분박 4박자
3채 3분박 4박자 잦은 굿거리장단
4채 3분박 느린 4박자 굿거리장단《풍년가》
5채 3분박 4박자 잦은 굿거리장단 《뽕따려 가세》
6채 2분박 4박자

한반도에서 전승된 중국 조선족 농악의 채굿이 연변지역에서는 <표 14>에

서 정리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농악의 1채부터 6채까지의

채굿 가락이 한반도의 북한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굿 가락을 그대로

전승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채굿과 북한, 한국의 각 지역에서 사용한 채굿가락을 비교할 것

이며 비교를 통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농악연구는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가 되었다. 특히 농악

의 장단과 채굿에 대하여 이보형은 농악장단의 전국적 차이점과 공통점, 그

리고 농악에서 ‘채’의 개념, 채굿의 발달과정, 농악의 발생 등에 관한 다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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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 북한의 농악에 관련된 자료는 수집이 어렵기 때

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연변 조선족의 농악은 자료의 제한으

로 심도 있고 다각도의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래에 연구자의 제

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 연변 조선족 농악의 채굿과 남․북한 농악 채굿의 비

교를 진행하겠다.

연변 조선족 농악의 채굿 가락은 위에서 인용한 중국민족민간무도집성
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북한의 채굿은 조선의 장단연구 140)에 수록된

농악의 채굿과 비교를 할 것이며, 한국의 채굿은 이보형 논문141)에서 조사된

채굿이 연주되는 호남좌도농악인 곡성(谷城), 남원(南原), 임실(任實), 진안(鎭

安), 화순(和順)등 지역의 채굿과의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비교 악보는 꽹과

리와 징의 장단만 제시하였다.

140) 한영애, 조선의 장단연구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9년. 조선의 장단연구 에 수록된 ‘농
악장단’은 여러 지역 채굿 장단형에서 가장 일반화된 형태를 수록하였으며 서도지방의 장단형

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141) 이보형, “농악에서 길굿과 채굿”, 민족음악학 제6집 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8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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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1채 비교악보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한국

농악

곡성, 남원

진안, 영암, 화순

강화

필봉

연변 조선족 농악의 1채는 악기잽이들이 다 함께 첫 박에 길게 1점을 치고

꽹과리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 가락을 연주한다. 북한의 1채는 길굿의

2+3+3+2의 절름거리는 박자형142)인 10/8박자의 장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1채

는 10/8박자 1소절인 엇모리형일 때도 있고(곡성, 남원), 12/8박자 1소절일 때

142) 이보형, “농악에서 길굿과 채굿”, 민족음악학 제6집 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8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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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진안, 영암, 화순), 6/8박자 1소절(강화)인 경우와 혼합박자 즉

6/8+12/8(필봉)인 경우도 있다.

이상 1채 장단의 비교에서 북한과 한국 곡성, 남원 지역의 10/8박자의 장단

형이 비슷하고, 연변 조선족 농악과 한국의 진안, 영암, 화순, 필봉 지역에서

모두 12/8박자의 장단을 사용하지만 연변 농악의 12/8박은 맺는 형의 장단이

고, 진안, 영암, 화순의 12/8박은 달아치는 형의 장단이고, 필봉은 6/8과 12/8

박의 혼합형이지만 12/8박의 장단은 연변 농악의 장단형과 비슷하다.

<악보 3-2> 2채 비교악보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한국

농악

곡성

진안, 영암, 강화, 남원, 화순

연변 조선족 농악의 2채는 빠른 2분박 4박자의 4/4박자 가락으로 징은 첫

째 둘째 박에 1점씩 쳐서 모두 2점을 친다. 북한의 2채는 4/4박자 한 소절 혹

은 2/2박자 두 소절 단위로 이루어진 빠른 휘모리장단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의 경우 12/8박자 1소절인 것(진안, 영암, 강화, 남원, 화순)과, 6/8인 것(곡성)

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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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2채 장단의 비교에서 연변 농악과 북한 농악에서 모두 4/4박자의

빠른 장단으로 구성된 것이 비슷한 부분이고 한국은 12/8박자와 6/8박자의

두 가지 유형의 2채 장단이 연주되는 것으로 연변과 북한의 2채와는 다르다.

<악보 3-3> 3채 비교악보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유형1 유형2

한국

농악

곡성, 남원 영암, 강화

필봉, 화순

연변 조선족 농악의 3채는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12/8박자 가락으로 첫

째 둘째 셋째 박에 징을 1점씩 쳐서 1소절에 모두 3점을 친다. 북한의 3채는

잦은 굿거리장단143)과 같으며 두 가지 유형의 장단이 연주되며 모두 1소절

단위의 장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3채는 지역에 따라 1소절 단위의 12/8

박자 장단(곡성, 남원, 영암, 강화)을 사용하기도 하고 12/8박자 두 소절 단위

의 장단(필봉, 화순)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 3채 장단의 비교에서 연변 농악의 3채 장단은 북한 3채의 유형1과 한

143) 북한에서는 잦은굿거리 장단을 농악에서 ‘만장단’이라고 부르며 연변농악에서도 ‘만장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장단해석에서는 모두 잦은굿거리 명

칭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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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곡성, 남원의 장단형과 같으며, 북한 3채의 유형2와 한국 영암, 강화의 장

단형이 같다. 3채에서 12/8박자 두 소절 단위의 장단은 한국의 필봉과 화순지

역에서만 연주된다.

<악보 3-4> 4채 비교악보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한국

농악

영암, 남원 화순

강화

곡성

강화

연변 조선족 농악의 4채는 3분박 느린 4박자 12/8박자의 굿거리장단을 사

용한다. 북한의 4채도 느린 굿거리장단으로서 일명 <길군악> 혹은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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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라고도 하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꽹과리와 장고는 굿거리장단을 연주

하고 징은 타령장단을 연주하는 것이다.144) 한국의 4채는 3분박 좀 빠른 4박

자의 12/8박자 가락 2소절을 사용하는 지역(영암, 남원, 화순)이 많고 1소절

(강화)을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6/8+12/8의 혼합장단(곡성)으로 3분박 좀 빠

른 2박자와 3분박 좀 빠른 4박자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3분박 좀 느

린 4박자의 12/8박자이며 징은 첫 두박에 1점씩 치고 세 번째 박에 2점을 쳐

서 모두 4점을 치는 지역도 있다.

이상 4채 장단의 비교에서 연변과 북한의 4채가 모두 12/8박자 느린 굿거

리장단을 연주하는 것이 같다. 한국의 강화지역에도 느린 12/8박자를 사용한

다. 1소절에 징이 4점을 치는 것은 연변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강화지역이

모두 같으며, 특히 징의 연주에서 연변과 한국 강화에서 첫 두박에 1점씩 치

고 세 번째 박에 2점을 쳐서 모두 4점을 치는 것이 같고 북한도 세 번째 박

까지 4점을 연주하는 것은 같지만 네 번째 박이 휴지부가 아닌 것이 다른 부

분이다. 이 외에 한국의 기타 지역은 모두 2소절 단위로 징을 4점 친다.

144) 한영애, 앞의 책,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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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5채 비교악보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한국

농악

곡성, 영암, 강화, 화순

남원

필봉

연변 조선족 농악의 5채는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가락이며 두 장단으로

짜여졌다. 북한의 5채는 12/8박자의 잦은 굿거리장단(만장단)으로 3채와 같은

장단이며 2소절 단위로 징을 5점 친다. 한국에서 5채는 12/8박자 2소절(곡성,

영암, 강화, 화순)을 사용하는 경우와 12/8박자 3소절(남원)을 사용하는 경우,

(9/8×2)+(10/8×2)+9/8(필봉) 5소절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상 5채 장단의 비교를 통해 연변, 북한, 한국의 곡성, 영암, 강화, 화순은

모두 12/8박자 2소절 단위로 징을 5점을 치는 것이 같다. 이와 달리 한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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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가 3소절 혹은 5소절 단위로 된 지역들도 있다.

<악보 3-6> 6채 악보비교

지역 악보

연변

농악

북한

농악

한국

농악

곡성

진안, 강화

필봉, 영암, 화순, 남원

연변 조선족 농악의 6채는 2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4/4박자 가락이며 세

장단으로 짜여졌다. 북한의 6채도 2분박 4박자의 4/4박자 가락이며 속도와 리

듬이 2채 장단과 유사하며 징이 3소절에 6점 치는 부분이 다르다. 한국의 6

채는 12/8박자 3소절인 경우(필봉, 영암, 화순, 남원)와 12/8박자 2소절(진안,

강화), 12/8 + 6/8 + 12/8(곡성)박자 3소절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3개 유형의

6채 장단이 연주된다.

이상 6채 장단의 비교를 통해 연변과 북한은 모두 빠른 속도의 4/4박자 3

소절 단위의 6채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연변과 북한과 완전히 다른 12/8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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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3개 유형의 6채 장단이 사용된다.

7채는 북한과 한국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연변 조선족 농악에는 사용된 기

록이 없는 이유로 7채의 비교는 생략하겠다.

이상은 연변 조선족 농악의 한반도 채굿 전승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 한국 농악에서 사용된 채굿을 비교한 것이다. 아래에 연변, 북한, 한국

에서 사용된 1채부터 7채까지의 박자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채굿 비교표

종류

지역
1채 2채 3채 4채 5채 6채 7채

연변 12/8 4/4 12/8 12/8 12/8 4/4 미상

북한 10/8, 6/8 4/4 12/8 12/8 12/8 4/4 10/8+6/8+10/8

한국

10/8, 12/8,

6/8,

6/8+12/8

12/8,

6/8
12/8 12/8

12/8,

9/8+10/8+9/8

12/8,

12/8+6/8+12/8

12/8, 5/8+6/8+5/8

12/8+6/8,

10/8+6/8+10/8

<표 15>의 채굿 비교표를 보면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3

개 지역에 모두 사용하는 장단, 둘째는 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장

단, 셋째는 한 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장단으로 나누어진다. 3개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단이 같은 것은 3채의 12/8박자, 4채의 12/8박, 5채의 12/8박자이

다. 그러나 여기서 3채와 5채는 연변, 북한, 한국(곡성, 영앙, 강화, 화순)이 같

지만, 4채에서는 연변과 북한은 느린 굿거리형의 12/8박자 장단을 사용하고,

한국은 좀 빠른 장단을 사용하는 점에서 다르다. 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

용되는 장단으로는 북한과 한국의 1채와 7채, 연변과 북한의 2채와 6채이다.

한 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장단으로는 한국의 2채와 5채, 6채이며 연변과

북한과 완전히 다른 장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채굿의 비교결과를 통하여 연

변 조선족 농악에 사용된 채굿은 한국 전통농악의 채굿보다 북한 채굿과 같

은 유형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변 조선족 농악은 이주초기 한국 경남농악의 전승으로 행해진 마을농악에

서 연희농악으로의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성에

서 연변 조선족 농악은 전통농악에서 전승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농악

에서 판굿의 악기잽이와 잡색이 편성을 유지하는 기초 상에서 편성수를 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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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의 독특한 부분인 민속놀이의 줄다리기, 민속춤으로

전승되고 있는 지게춤, 학춤, 북춤, 장고춤 등을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연변

조선족 농악의 채굿과 남·북한 채굿의 비교에서 중국 건국 후 단절되었던 한

국과의 교류로 인하여 같은 사회체재 하에서의 북한 전통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을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1채부터 6채까지의 채굿 가락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의 가락과 2

분박 4박자의 4/4박자의 가락으로 두 개 유형의 장단 가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연주되는 엇모리형의 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전체 채굿의 속도변화로 볼 때 연변 조선족 농악은 1채의 시작을 알

리는 가락에서 2채와 3채는 빠른 가락, 4채는 느린 굿거리장단, 5채와 6채는

다시 빠른 가락으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속도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셋째, 가락의 연주에서는 규칙적인 고정된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변

주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의 가락연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채굿과 함께 진행되는 새납의 선율연주에서는 즉흥적인 선율연주보

다 민요의 선율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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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조선족 농악무의 등장

문화대혁명 후부터 중국 연변 조선족 농악에는 새로운 공연형식인 ‘농악무’

가 등장한다. ‘농악무’는 농악의 한 부분인 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형식이다.

이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공연형식의 등장이 전통농악의 음악적인 부분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변 조선족 농악무에는

농악에서의 농악무를 무대 예술작품으로 창작하여 무대에서 공연된 형태를

지칭하는“무대농악무”와 중국 전통무용의 한 가지 형식인 광장 무용형식에

맞추어 창작된 공연형태를 가리키는“광장농악무”의 두 가지 공연형식이 있다.

이 두 가지 형식의 작품들을 음악중심으로 분석하고, 같은 형식의 북한 농악

무 작품의 음악적 특징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

징을 밝히는 것이 이절의 목적이다.

가. 무대농악무

새 중국이 창건되기 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여러 지역에는 농악에 능한 한

반도의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악대가 여러 개 조직되어 지역 단위로 활동을

하였음은 이미 밝힌바 있다. 문화대혁명 전까지 마을단위로 야외에서 많이

행해졌던 농악이 예술축전이나 문예경연대회에서는 무대에서 많이 공연되었

는데 아래에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시간순서로 공연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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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1949-1965년 농악공연상황145)

시간 단체명 공연내용
1949년 연변가무단 북경 국경절경축문예공연<농악무>

1950년 용정시 예술단 무대 <농악무>

1951년 연변가무단 무대 <농악무>

1951년 화룡현 농악대 연길 쓰딸린극장에서 제1차연변예술축전에 농악공연

1952년 연변가무단 길림성문예회연대회에 <농악무> 공연

1953년 연변가무단 동북국제1차연극․음악․무용콩클대회에 <농악무>공연

1953년 연변가무단 연길에서 무대<농악무>공연

1953년 연변대표단 길림성제1차민간예술경연 <농악무>

1953년 연길시13도구 연변제3차문예콩클 무대<농악무>

1954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55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56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56년 화룡현 농악대 제5차 대중과외문예콩클 <농악무>

1957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59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60년 안도현 예술단 무용<농악무>

1961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62년 연변가무단 농악무<풍수의 노래>

1962년 연변가무단 흑룡강성 할빈청년궁 극장 <농악무>

1963년 연변가무단 무용<농악무>

1964년 연변가무단 농악무<모내기>

1965년 연변예술학교 군무<농악놀이>

1949년부터 1965년까지의 농악은 야외에서 무대로 옮겨졌으며 마을농악과

연희농악에서 춤을 중심으로 한 농악무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표 16>의 공연단체를 보면 이 시기에 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국가전문공

연단체는 연변가무단, 용정시 예술단이고, 연변예술학교는 전문학교이고, 화

룡현, 연길시 13도구, 안도현 등은 지방의 각 현과 시 농악대이다. 이중에서

전문예술단체인 연변가무단의 공연상황을 보면 1949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

차례의 공연으로 거의 해마다 “농악무”를 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건국 후 민족구역자치 정책의 실시와 소수민족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

키려는 사회적인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연변지역에서 소수민족 전통예술의 전승은 전문예술단체와 비전문예술단체

145) 연변가무단 대사기, 강련숙 편, 중국조선족 100년 문학예술 대사기, 길림인민출판사, 연변교
육출판사 2001년, 길림신문사 편, 기사로 읽는 새 중국 60년 조선족 변천사-길림편 , 민족출
판사, 2010년. 흑룡강신문사 편, 기사로 읽는 새 중국 60년 조선족 변천사-흑룡강편 , 민족출
판사, 201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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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 있다. 전문예술단체는 인력과 재력에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

지만 비전문예술단체는 설립초기에 ‘자체경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과

재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이주 초기부터 마을단위로 행해졌던 농악은 소박한 마을농악 형식으로 전승

은 되고 있었지만 건국초기에도 큰 발전을 보이지 않았고, 반면 전문예술단

체는 정부의 유력한 지원으로 민간의 전통예술을 발굴하여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

인 작품이 바로 1951년 연변가무단의 안무가 조득현이 창작한 “농악무”작품

이다.

연변 조선족 역사상 첫 “무대농악무” 작품은 1951년 안무가 조득현에 의해

서 등장하였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10년간 단절되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무대농악무의 본격적인 등장과 성행된 시기를 197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로 하고 전문가예술단체인 연변가무단과 왕청현 백

초구진 문화관 소속의 비전문가예술단체들의 무대농악무 작품에 대해 음악중

심으로 분석하겠다.

1) 전문 예술단체의 농악무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8개 현시(縣市)가 소속되어 있다. 이 8개 현시에는

모두 전문예술단체가 있으며 조선족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발전에 힘을 모

으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예술공연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연변가무단은 연

변조선족자치주에서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강한 자치주 대표의 전문예술단체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변가무단의 무대농악무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1946년 3월 10일에 건립된 연변가무단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연구하는 가무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문예술단체이다.

또한 중국조선족가무예술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조선족 예술인재를

배양하는 요람이기도 하다. 현재의 연변가무단은 1944년 화북조선혁명군사정

치간부학교구락부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된 전문예술단체

이다.146)

146) 연변가무단60주년기념화책편위회, 연변가무단60주년기념화책, 중국 연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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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문예술단체로서 연변가무단의 50

년대 60년대의 “농악무”는 마을 농악으로서의 본질을 유지 전승하되 공연예

술로의 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묵과할 수 없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변가무단의 농악무는 농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무대

농악무”라는 공연예술 양식으로 발전이 계속되었고, 2000년대 이후로는 전통

농악의 양식과 범주를 넘어 농악에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작품 속에 추가하

여 민족적 특성을 돋보여주는 공연예술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무대농악무의 음악적 변화과정을 통하여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1951년 초기의 무대농악무 작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대

표작품에 대한 음악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표 18> 연변가무단 농악무 작품표

연도 제목 공연단체 안무 및 작곡 참고자료
1951년 《농악무》 연변가무단 안무:조득현 농악무 단행본147)
1979년

농악무

《풍작을 경축하네》
연변가무단

안무:윤청자

작곡:안국민

국경30주년

경축실황

1989년 《농악무》 연변가무단
안무:조인혜,한세호

작곡:박세성,안국민

국경40주년

경축실황

<표 17 > 연변가무단 연혁

구분 연도 명칭

1 1944.6 華北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俱樂部

2 1945.3 朝鮮義勇軍華北支隊宣傳隊

3 1945.12 朝鮮義勇軍第五支隊宣傳隊

4 1946.3.10 吉東保安軍政治部文藝工作大隊(建團初期名稱)

5 1946.9 吉林軍區政治部文工團二大隊

6 1947.3 吉東軍區政治部宣傳隊

7 1947.9 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民族事務處文工團

8 1948.3 延邊文藝工作團(延邊文工團)

9 1953.7.24 延邊朝鮮民族自治區歌舞團

10 1956.4.9 延邊歌舞團

11 1968.11 延邊州毛澤東思想宣傳所 革命委員會一連

12 1969.11.24 延邊州樣板戱學習班革命委員會

13 1971.1.9 延邊州革命委員會政治部文工團

14 1974.4～현재 延邊歌舞團

147) 조득현, 농악무,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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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51년 무대농악무

1951년 조득현148)이 창작한 무대농악무는 당시 새 중국의 탄생 후 민족예

술을 자유롭게 개화시킬 수 있는 배경 하에 창작된 작품이다. 조선민속무용

을 발굴 정리하려는 조득현은 연변 농촌의 산간벽지를 다니면서 민간예인들

을 찾아 그들로부터 우리 조선민속무용에 대한 귀한 유산을 발굴하고 수집하

였다. 또한 민간예인 하태일149)을 모시고 농악에서의 여러 가지 춤 기교를 배

우면서 줄곧 민간에서 떠돌던 농악무의 아름답고 우아하고 약동적이고 건강

한 풍격을 예술무대에 선보였다. 1951년 무대농악무의 편성은 다음 <표 19>

와 같다.

<표 19> 1951년 무대농악무 편성표

편성 새납 꽹과리 징 장구 북 채상소고(남) 소고(여)

인수 1 1 1 1 1 6 6

악기잽이에는 새납 1인, 꽹과리 1인, 징 1인, 장구 1인, 북 1인이 편성되고,

무용수에는 남자 채상소고 6인, 여자 소고 6인으로 모두 17인으로 편성되었

다.

농악에서 악기잽이는 농악대의 제일 앞에서 상쇠의 지휘에 맞춰 연주를 하

148) 조득현(趙得賢): 1921년 9월 29일에 평양에서 출생. 학생시기 음악, 무용, 가극, 영화와 문학 등

을 광범하게 섭렵하였다. 1938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처음으로 발레를 접하였다. 같은

해 그는 러시아 사람이 세운 발레연구소에서 발레를 공부하였고, 그 이듬해 하얼빈교향악단 발

레무단에 들어가 발레공연과 동유럽 민간무용을 공연하였다. 1945년, 그는 발레 “이고르 공

(Prince lgor oveture)”에서 독무를 출연하였으며 공연시 무용동작에 중국전통무용기법을 기입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47년 조득현은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무용교원을 담당하였

다. 1948년 이후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조선족 무용 “검무”와 “농악무”가 있다.

자료제공: 연변가무단 자료실 겸 창작실 국가 1급 작가 김학송.

149) 하태일(河兌鎰):1906년 2월 15일 한국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의 한 농민가정에서 출생

하였다. 그는 7세부터 고향에서 민간예인들한테서 농악을 익혔었다. 중국에 이주한 후 생활을

維持하기 위하여 고된 노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에 고향친구들과의 오락판에서 그의 농악무 기

량을 보여주군 하였었다. 1951년 연변문공단(현재 연변가무단)은 민간예인들을 초빙하여 민족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관한 號召를 받들고 민간예인들을 찾고 있던 와중에 하태일을 찾게

되었고, 연변문공단에 가서 ‘농악놀이’에 관한 기본기교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농악무의 창작

과 공연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다. 1957년부터 그는 연변가무단 농악무지도교원 겸 무용수로 활

약하였고 같은 해 북경무대에서 농악무로 수상도 하였다. 1959년 7월부터 연변예술학교에서 민

족예술인재양성을 위하여 농악무를 전수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자료제공: 연변가무단 자료실 겸 창작실 국가 1급 작가 김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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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잡색들을 이끈다. 1951년에 창작한 무대 농악무에서 악기잽이는 무대의

막이 열리기 전에 무대의 뒤쪽에 한 줄로 서있다가 타악기수들이 “잦은 굿거

리” 두 장단을 울린 다음 새납 연주가 시작하면서 막이 열린다. 아래에 무대

에서의 악기잽이들의 위치를 도형으로 보여주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951년 농악무 악기잽이 위치도

악기잽이들은 <그림 1>의 위치대로 무용이 끝날 때까지 음악연주를 하지

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즉 농악에서 악기잽이들이 춤을 추면서 음악을 연

주하는 것과 달리 무대농악무에서는 음악만 연주한다.

1951년 무대농악무의 음악은 장단의 변화에 의해 A+B+A'+C+A"의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951년 무대농악무의 보례를 보면 다음 <악보 4>와 같다.150)

150) <악보 4>는 조득현 농악무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81)에 기재된 중국 수자보 악보를 본

논문의 연구자가 역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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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1951년 무대농악무의 음악151)

A
♩.=120

B
♩.=50～60

151) 1951년 조득현 무대농악무의 음악 구조상 선율A와 선율B는 4소절 단위로 한 민요선율을 반복

연주하기 때문에 <악보 4>에는 다섯 개 부분의 기본선율과 장단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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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0

C
♩.=50～60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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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0

첫 번째 A부분은 민요 <뽕따려 가세>의 4마디의 선율을 12번 반복 진행

하는 것으로 모두 48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장단은 3분박 좀 빠른 4박자

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152)을 사용하여 빠르고도 힘있는 음악정서를 표

현한다. 한 장단에 징을 3점 치는 것으로 채굿의 3채 가락으로 볼 수 있는데

장단의 리듬형으로 보아 <악보 3-3>의 연변 농악의 3채 장단과 북한 3채의

유형1, 한국 곡성, 남원의 장단형과 같다.

첫 번째 A부분의 장단과 선율에 맞춘 특징적인 진형변화를 그림으로 보여

주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A부분의 첫 시작에서 민요 <뽕따려 가세>의 4마

디 선율이 두 번 반복하는 동안 무대 좌우로부터 남자 무용수를 선두로 한

남녀무용수가 쏜살같은 기세로 달려 나와 두 개의 원형을 형성하여 돌아간

다.

<그림 2> 1951년 농악무 진형도 1153)

152) 북한에서는 잦은굿거리장단을 만장단이라고도 부른다. 조득현 앞의 책에서 북한식의 장단용어

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53) 본 논문의 진형도에서 ▲는 남자무용수, ●은 여자무용수, 소상모, 중상모, 장상모와 기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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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진형에 이어 남녀무용수들은 소고춤을 추면서 큰 원 진형, 세

모 진형 등 여러 가지의 진형변화를 이룬다.

두 번째 B부분은 민요 <풍년가>의 4마디의 선율을 2번 반복 진행하는 것

으로 모두 8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장단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장단을 사용하였다. 한 장단에 징을 4점 치는 것으로 채굿의 4채 가락

으로 볼 수 있는데 장단의 리듬형으로 보아 <악보 3-4>의 연변과 북한 그리

고 한국의 강화지역에 사용되는 늦은 굿거리장단의 4채와 같다. 두 번째 B부

분에서도 남녀무용수들이 소고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진형변화로 구성된다.

세 번째 A′부분은 다시 A부분과 같은 잦은 굿거리장단에 4마디의 민요선

율을 8번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민요 <뽕따려 가세>의 선율이 두 번

반복되는 동안 남녀무용수는 두 개의 반원 진형을 이루었다가 교차로 하나의

반원을 이루고 소상모 무용수의 개인놀이가 이어진다. 기타 무용수들은 통일

된 동작이 없이 자유롭게 두 마치 소고를 치며 개인놀이에 호응해준다.

<그림 3> 1951년 농악무 진형도 2

네 번째 C부분은 타악기잽이들의 장단가락연주 부분이다. 먼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의 늦은 3채 가락을 4장단 연주하고 한 장단의 다드래기154)

가 이어진다. 그 다음 2분박 빠른 2박자의 2/2박자 휘모리장단을 24장단 연주

한다. 빠른 휘모리장단에 맞춰 여자 무용수가 무대의 양옆에 두 개의 세로줄

진형을 하고 그 가운데 남자 무용수가 가로 한줄 진형을 하고 여러 가지 상

모 춤사위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A"부분은 다시 A부분과 같은 잦은 굿거리장단에 4마디의 민요

선율을 13번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잦은 굿거리장단에 <뽕따려 가세>

성은 도형 내에 한글로 표기하겠다. 도형 내에 농기=농기, 징=징, 장=장고, 꽹=꽹과리, 북=북,

중=중상모, 장=장상모의 표기이다.

154) 가락을 잘고 빠르게 엮어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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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에 맞춰 남자소상모 무용수들은 또 무대 가운데에서 원 진형을 이루

어 상모놀이를 하다가 남녀 무용수가 사이사이 섞인《八》자 진형이 형성된

다. 이때 장상모 무용수가 장상모 짓을 감아서 오른손에 쥐고 무대 중심에로

들어가면서 장상모놀이가 시작된다.

<그림 4> 1951년 농악무 진형도 3

이상은 1951년 무대농악무 전체 작품의 장단변화와 그에 따른 각 부분의

선율변화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음악구성을 보면 단순 반복형식인 잦은 굿

거리장단에서는 민요 <뽕따려 가세>의 선율반복, 느린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풍년가>의 선율반복으로 구성되었고, 선율이 없는 타악기의 가락연주는 휘

모리장단부분이다. 1951년 무대농악무 작품의 장단변화는 기본상에서 <빠르

게(A)- 느리게(B)- 빠르게(A′CA″)> 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20>과 같

다.

<표 20> 1951년 무대농악무 장단변화표

구분 A B A' C A"

장단 잦은 굿거리 굿거리장단 잦은 굿거리 휘모리 잦은 굿거리

② 1979년 무대농악무

1979년에 창작된 농악무 작품《풍작을 경축하네》의 창작 시기는 중국의 문

화대혁명이 끝난 직후로서 그 동안 금지되었던 농악이 다시 세상에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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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였으며 초창기의 작품명은《풍년을 안고 모주석을 그리네》로 문화

대혁명이 끝나 그 여운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가무단의 안무가

윤청자가 농악무를 군무(群舞)형식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작곡자는

연변가무단의 작곡가 안국민이다.《풍작을 경축하네》는 윤청자가 연변가무단

의 안무가로 임명된 후의 처녀작이며 1951년 조득현이 창작한《농악무》의 계

승이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농악무《풍작을 경축하네》는 전국 여러

성, 시 자치구 문예콩클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1979년 무대

농악무 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1979년 무대농악무 편성표

편성 노인 북 장고 남자무용수 여자무용수 중상모

인수 1 2 1 8 8 1

편성은 풍년의 상징으로 볏단을 쥔 노인 1인, 북 2인, 여자 장고춤 1인, 남

자 무용수 8인, 여자 무용수 8인 중상모 1인으로 총 21인으로 구성되었다. 사

용된 도구로는 편고(偏鼓),155) 북, 장고, 소상모, 중상모, 볏단 등이다.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은 창작무용음악으로서 악기편성은 서양악기를 중

심으로 민족악기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곡의 구성을 장단이 바뀌는 것에

의하여 A+B+C+D+E+F의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장단별 주

선율 악보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156)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 12/8박자의 잦은 굿거리장단(만장

단157))에 맞춰 46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의 변화와 종지음에 의하여

155) 편고(偏鼓): 직경이 20cm좌우이고 두께가 4cm좌우되는 둥근 공명통의 양쪽에 얇은 양가죽을

씌우고 변두리에 작은 못을 촘촘히 박아 가죽을 팽팽하게 고정시킨 작은북을 말한다. 얇고 납

작하다 하여 편고라고 한다. 변두리는 드문드문 작은 금속향발이 끼워져 있어 편고를 치거나

흔들면 잘랑잘랑 맑은 금속소리가 나면서 특수한 효과를 자아낸다. 농악무, 기악합주, 가무반

주 등에 사용된다.

정준갑, 우리민족 민간음악 서울: 민속원 2004, 270쪽 참조.
156) 1979년 무대농악무《풍작을 경축하네》의 영상자료는 연변가무단 자료실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작품의 음악은 관현악으로 편곡되었으며 본 논문에 제시된 악보는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

다. 음악은 서양관현악으로 편곡되었기 때문에 보례의 악보는 선율중심으로 채보하였으며, 주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는 민족악기를 사용한 부분만 밝히겠다. 장단가락은 타악기(꽹

과리)만 연주되는 부분 외의 서양타악기로 연주된 반주 장단 부분은 악보에 제시하지 않겠다.

157) 연변에서는 잦은 굿거리장단을 만장단이라는 북한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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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의 선율은 [전주+a+b+a+c]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선율의 주요 구성음

은 sol, la, do', re', mi'이고 do'로 종지하는 경토리의 풍격을 가진 선율이다.

<악보 5-1>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A부분

전주

♩.=130～140

a

b(연주악기: 가야금, 대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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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첫 번째 A부분은 전체 무용수가 편고를 들고 여러 가지 진형을 바꾸면서

편고춤을 추는 장면들이다. 잦은 굿거리장단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수확의

기쁨과 경축의 환락적인 분위기를 시작부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터뜨려주는

특징을 보아낼 수 있다. 남녀무용수가 교차로 하나의 큰 원 진형을 이루고 가운

데에는 벼단을 쥔 노인이 자리하고 원 진형에서는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하면서

변화를 이룬다.

<그림 5> 197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1158)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장단에 맞춰 16마디

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의 주요 구성음은 sol, la, do', re', mi'이고, sol로

종지하는 경토리 풍격의 선율이다. 두 번째 B부분은 A부분의 잦은 굿거리에

서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바뀌면서 남녀무용수들이 빠른 움직임의 춤사위에서

서정적이고 느린 춤사위로 바뀌어 진다.

158) 그림에서 ◆는 벼단을 쥔 노인 무용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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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B부분

♩.=50～60

세 번째 C부분은 선율이 시작되기 전에 3소박 보통 빠른 4박자의 잦은 굿

거리장단 8마디의 연결구가 있고, 잦은 굿거리장단에 이어 2분박 좀 빠른 4

박자의 4/4박자 안땅장단에 맞춰 38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은 a의 4

마디 선율과 b의 4마디 선율을 기본선율로 a+b+a'+b'+a"+b"의 형식으로 변

화된다. 선율a의 주요 구성음은 sol, la, do′, re′, mi′이고 sol로 종지하고, 선율

b의 주요 구성음은 la, do, re, mi, sol′이고 la로 종지한다. a′부터는 조가 바

뀌면서 a′와 b′, a",는 la로 종지하고, b"는 do로 종지하며 7+4+3마디로 모티브

선율을 확대하였다가 점차 축소하는 형식의 수법으로 구성되었다.

<악보 5-3>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C부분

연결구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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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a"

b"

세 번째 C부분에서는 남자 소상모 무용수들이 퇴장하고, 남자 북춤 무용수

2인과 여자 장고춤 무용수 1인이 등장하고, 여자 무용수들 사이에서 볏단을

쥔 노인과 여자 장고무용수의 대무(對舞)장면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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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7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2159)

네 번째 D부분은 3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안땅장단 42마디로 구성되었

다. 기본장단의 단순한 반복으로 변화형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42마디의

안땅장단은 타악기인 꽹과리와 징, 편고가 연주하고 남자채상소고의 여러 가

지 상모 춤사위가 이루어진다.

<악보 5-4>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D부분

연주: 꽹과리, 북

♩=160～170

159) 은 남자 타악기수의 표기이고, 은 여자 장고수의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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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D부분의 첫 시작에는 꽹과리의 달어치기와 함께 남자 소상모 무용수

가 등장하여 가로줄 진형을 이루고 여자 무용수는 4인씩 양옆에 세로줄로 서서

편고를 친다. 남자 소상모 무용수는 한 줄에서 어긋나게 두 개의 가로줄 진형으

로 바꾸기도 한다.

<그림 7> 197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3

다섯 번째 E부분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굿거리장단에 12마디의 선율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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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D부분의 빠른 안땅장단과 대조를 이룬다. 주요 구성음은 sol, la,

do', re', mi', so'l, la', si'이고 sol로 종지한다.

<악보 5-5>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E부분

♩.=120～130

다섯 번째 E부분은 장상모가 등장하여 무대의 중앙에서 상모놀이를 하고

남녀 무용수들은 하나의 큰 반원 진형을 형성한다. 남녀가 사이사이 자리를

하였다가 여자 무용수가 안으로 들어서 반원을 이루었다가 또 다시 뒤로 물

러나서 하나의 큰 반원을 만든다.

<그림 8> 197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4160)

여섯 번째 F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 휘모리장단에 36마디의 선율

이 구성되었다. 선율의 주요 구성음은 sol, la, do', re', mi', sol'이고 do'로

종지한다.

160) 는 장상모 무용수의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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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1979년 무대농악무 음악 F부분

♩=160～170

전체 작품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섯 번째 E부분의 장상모놀이와 함께 소상

모와 여자 편고춤 무용수들이 모두 함께 춤을 추는 장면으로 고조를 이루면

서 작품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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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7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5

이상은 1979년 무대농악무 전체 작품의 장단변화와 그에 따른 각 부분의

선율변화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선율전체는 1951년의 무대농악무의 민요선

율을 사용한 것과 달리 창작선율을 사용하였지만, 선율의 주요 구성음을 분

석한 결과 sol, la, do', re', mi'의 구성음에 sol로 종지되는 경토리161)의 민요

풍 선율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음악에서의 장단변화는 기본상에서 <빠르게

(A)-느리게(B)-빠르게(C, D, E, F)>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에서 크게 변화되

지 않았지만 빠른 장단가락들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 22> 1979년 무대농악무 장단변화표

구분 A B C D E F

장단
잦은

굿거리
굿거리장단 안땅장단

빠른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휘모리

② 1989년 무대농악무

1989년의 연변가무단 작품《농악무》162)는 연변가무단의 안무가인 조인혜가

선도자였고, 한세호와의 합작으로 완성되었고, 작곡자는 연변가무단 작곡가

박세성과 안국민이다. 이 작품은 중국공산당 창건 40주년 헌례(獻禮) 작품으

로 창작된 것이다. 1989년 무대농악무 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23>과 같다.

161) 이보형, “토리의 개념과 유용론”, 소암권오성박사회갑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민속원, 2000,
530쪽.

162) 1989년의 가무단 작품《농악무》의 영상자료는 가무단 자료실에서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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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989년 무대농악무 편성표

편성 농기수 꽹과리 장고 북 징
남자

무용수

여자

무용수
(중상모) (장상모)

인수 2 1 1 1 1 6 12 (5) (1)

편성으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를 든 남자 농기수 2인, 남자 악

기잽이인 꽹과리 1인, 북 1인, 장고 1인, 징 1인, 무용수로는 소상모를 쓰고

북을 어깨에 멘 남자 무용수 6인, 고깔을 쓴 여자 장고 무용수가 12인이다.

남자무용수 6인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5인은 중상모, 1인은 장상모로 바

뀌어 지고, 북을 손북163)으로 교체한다.

작품의 음악은 민요 “풍년가”와 “뽕따려 가세”의 기본선율을 바탕으로 하

였지만, 변주와 창작된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무용음악에는 서양관현

악반주를 중심으로 장단연주는 타악기 꽹과리, 북, 장고, 징을 사용하였다. 전

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C+D의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

래에 장단별 주선율 악보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

다.164)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좀 빠른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춰

32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첫 시작에서는 타악기 꽹과리, 징, 장구, 북의

24마디의 장단연주 부분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춘 민요 “뽕따려 가세”의 4마디 기본선율을 a+b+a′의 세 개 부분으로 변화

발전시킨 것이다. 선율 a부분의 첫 4마디(25～28)는 민요 “뽕따려 가세”의 원

형선율이다. a부분은 4마디의 민요 원형선율의 모방진행으로 변주를 하고, b

부분은 제33마디의 선율을 리듬모방진행으로 음높이를 바꿔가면서 변주를 하

고, a'부분은 다시 주제선율 4마디를 반복하고 장음지속의 작은 고조를 형성

하였다가 빠른 리듬진행으로 종지를 한다. 선율 구성음은 sol, la, do′, re′, mi′

로 선율a와 b는 sol로 종지하고, a′는 do로 종지한다.

163) 소고와 같은 모양인데 손잡이가 없고 손잡이 부분에 오색 비단끈이 달려있다.

164) 1989년 무대농악무의 영상자료는 연변가무단 자료실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작품의 음악은 서

양관현악을 중심으로 편곡되었으며 본 논문에 제시된 악보는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음악은

서양관현악으로 편곡되었기 때문에 보례의 악보는 선율중심으로 채보하였고, 주선율을 연주하

는 악기에 대해서는 민족악기를 사용한 부분만 밝히겠다. 장단가락은 타악기(꽹과리)만 연주되

는 부분 외의 서양타악기로 연주된 반주 장단 부분은 악보에 제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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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1989년 무대농악무 음악 A부분

장단 연주악기: 꽹과리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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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부분에서는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치는 타악기잽이 4인이 무대

위에 먼저 등장하여 장단가락을 연주하는 동안 관객석 양쪽으로 각각 농기수

1인씩 무용수들의 맨 앞에 서서 춤을 춘다. 타악기잽이들의 장단연주가 끝나

서 음악이 시작되면 농기수의 뒤를 따라 무용수들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아

래에 타악기잽이들과 무용수들이 무대 위로 등장한 후의 진형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198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1

두 번째 B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빠른 잦은 굿거리장단과 대조되는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16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종

지음과 선율변화에 의해 16마디의 선율을 a+a′+b+a″의 네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개 부분은 각각 네 마디의 선율로 되었으며 a의 민요풍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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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a′와 a″로 두 번 변주를 하고 b는 민요 “풍년가”의 선율 네 마디를 원행

그대로 사용하였다. 선율의 주요 구성음은 sol, la, do, re, mi이고 sol과 do의

두 개 음으로 종지한다.

<악보 6-2> 1989년 무대농악무 음악 B부분

a

♩.=50～60

a'

b

a"

두 번째 B부분은 소상모를 쓴 남자무용수의 북춤과 고깔을 쓴 여자 장고무

용수의 장고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11>은 남자 소상모 무용수가 퇴장

하고 여자 장고무용수들의 장고춤 진형도이다.

<그림 11> 198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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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은 꽹과리의 달어치기가 시작되면서 2분박 보통 빠른 4박자

의 4/4박자 안땅장단 20장단을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고, 북의 연주로 늦은

속도로부터 점차 빨라지면서 49마디의 선율로 이어진다. 선율의 구성를 보면

불규칙한 길이의 a(4)+b(4)+c(4)+b′(4)+d(4)+e(4)+f(8)+d(4)+e′(13)의 9개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9개 부분의 선율진행을 보면 두 개 부분 외에는 모두

4마디의 한 개 악구를 단위로 선율을 전개하고, 반복하고, 기존 선율형에 의

한 변주형식이 많은 부분이다.

<악보 6-3> 1989년 무대농악무 음악 C부분

장단 연주악기: 꽹과리

♩.=120～13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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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d

e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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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의 첫 시작은 타악기의 장단연주 부분으로 남자 무용수들은

퇴장하고 북을 멘 남자무용수 한 명이 꽹과리, 장구, 북, 징의 타악기 연주자

와 한 개의 가로줄로 무대 중앙에서 장단을 연주하고 여자 무용수들은 무대

양옆에 세로줄 진형을 한다. 악기잽이들이 무대 뒤로 들어서면서 남자 무용

수 1인의 북놀이가 시작되고 이어서 남자 소상모 무용수들이 손북을 쥐고 다

시 등장하여 여자 무용수와 함께 춤을 춘다. <그림 12>는 여자무용수의 반원

진형 안에서 남자 무용수의 북놀이 장면이다.

<그림 12> 198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3165)

네 번째 D부분은 첫 번째 A부분과 마찬가지로 3분박 빠른 4박자의 12/8박

자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춰 52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같은 선율형의 반

복과 종지음에 의해 네 번째 D부분의 선율을 a+b+b'+b"의 네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장2도의 연속적인 상행과 하행진행인 sol-la-sol/ re-mi-re의

음형을 모티브로 하여 선율을 전개하였다. a부분에서는 8분음표의 연속적 진

행을 기본으로 하였고, b와 b', b"에서는 기본 모티브 음형을 확대 전개하는

수법으로 선율을 구성하였다.

165) 는 남자 북놀이 무용수의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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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1989년 무대농악무 음악 D부분

a

♩.=130～140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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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네 번째 D부분에서는 남자 무용수 5인의 중상모 놀이와 장상모 1인의 장

상모 놀이, 장상모를 중심으로 한 전체 무용수들이 함께 춤추는 마무리 장면

들로 이루어진다.

<그림 13> 1989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4

이상은 1989년 무대농악무 전체 작품의 장단변화와 그에 따른 각 부분의

선율변화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장단은 주로 잦은 굿거리장단, 굿거리장단,

안땅장단을 사용하였으며 잦은 굿거리와 안땅장단의 빠른 가락에는 민요 “뽕

따려 가세”의 원형선율과 변주선율들로 구성되었고, 느린 굿거리장단에는 민

요 “풍년가”의 원형선율과 변주선율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음악에서의 장단변

화는 <빠르게(A)-느리게(B)-빠르게(C, D)>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1989년 무대농악무 장단변화표

구분 A B C D

장단 잦은굿거리 굿거리장단 안땅장단 잦은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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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예술단체인 연변가무단의 무대농악무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예술단체의 무대농악무 가락은 주로 잦은 굿거리장단, 느린 굿

거리장단, 휘모리장단, 안땅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단가락의 구성순서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사용하였다.

둘째, 농악에서의 악기잽이들의 가락 연주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작

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서양관현악편성의 무용음악에도 농악무의 반주에는

민족악기도 함께 편성이 되며, 작품마다 상모놀이의 부분에서는 꽹과리를 비

롯한 타악기의 연주가 함께 하며 변주가 적고 고정된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

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가락에 의한 선율 구성을 보면 민요선율을 원형 그대로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창작선율의 경우에도 민요풍의 선율진행을 많이 사용한다.

2) 비전문 예술단체의 농악무

문화대혁명 후부터 무대농악무는 전문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비전문 예술

단체들에 의해서도 많은 작품들이 창작 공연되었다. 그 중에서 왕청현(汪淸

縣) 소속의 각 지방 단체들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은 농악무 작품

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연변농악의 역사상 많은 재창조와 혁신을 창출해 내

었다. 그러므로 비전문 예술단체 무대농악무의 음악적 특징 분석에서는 왕청

현 각 지방단체의 무대농악무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왕청현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8개 현시(縣市) 중의 한 개 현급(縣級)

도시이다. 문화대혁명 후부터 농악무를 배운 전문가를 초청하여 왕청현 백초

구진(百草泃鎭) 소속인 각 지역의 대대에 농악무를 전수시켜 백초구진 문예

경연대회, 왕청현 문예경연대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예회연대회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다. 문화대혁명 후기부터 90년대까지 왕청현에는 각 지역의 특징

에 맞춘 농악무 작품들이 많이 창작, 공연되었으며 대표적인 안무가가 한동

국(韓東國)166) 이다.

166) 한동국은 1947에 왕청현의 한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조선민간무용에 흥

취를 가졌다. 우월한 신체조건과 타고난 춤의 재능으로 1965년에 연변예술학교 가무반에 입학

하였고 연변예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연하게 연변 제1대 농악무 전수자 하태일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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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국은 왕청현에 있으면서 1977년부터 1988년 사이에 많은 농악무 작

품167)을 창작하였는데 비전문예술단체의 무대농악무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음

악적 변화과정을 살피기 위하여 한동국이 창작한 작품 중에서 음향자료가 남

겨진 두 개의 작품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겠다.

<표 26> 왕청현 농악무 작품표

연도 제목 공연단체 안무 및 작곡 기타

1982년
농악무

《명절의 밤》
왕청현 대표대

안무: 한동국

작곡: 전승길

편곡: 김남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30주년 경축대회

참가작품

1987년 3인무《歡樂》 왕청현 대표대

안무: 한동국

작곡: 전승길

편곡: 최룡국

전국민간음악무용콩클

참가 작품

농악무수업을 본 후부터 농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졌다. 비록 문화대혁명으로 학업을 중

단하게 되었지만 한동국의 농악무에 대한 사랑과 집념은 중단되지 않았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한동국은 연변 가무단의 무용선생인 박종규를 모시고 농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

고 1977년부터 왕청현 문화관에서 무용창작을 하면서 서위자향과 백초구진의 각 대대를 다니

면서 농악무 창작을 시작하였다.

167) <표 25> 왕청현 백초구 한동국 농악무 작품표

번

호
연도 제목 공연단체 안무 및 작곡 편성

1 1977년
농악무
<모택동저작 제5
권을 환호하네>

왕청림업국
선전대

안무:한동국
작곡:리수철

장상모 남1인, 중상모 남2
인
소상모 남4인, 소고춤 여6
인

2 1979년 농악무
<慶豊收>

왕청현
서위자선전대

안무:한동국
작곡:최해룡

장상모 남1인,중상모 남2인,
소상모 남4인,소고춤 여6인.

3 1980년 농악무
<풍년노래>

왕청현배초구
안전대대

안무:한동국
작곡:이룡길

장상모 남1인
소고춤 여6인

4 1980년
농악무
<豊收의 喜悅>

왕청현배초구
배초구대대

안무:한동국
작곡:이종택

소고춤 남8명
소고춤 여8명

5 1981년
농악무
<희열>

왕청현배초구
길성대대

안무:한동국
작곡:이종택

장상모 남1인,중상모 남2인
소상모 남4인,소고춤 여8인

6 1981년
농악무
<歡呼衛星上天>

왕청현배초구
진 대표대

안무:한동국
작곡:이종택

장상모 남1인,중상모 남2인
소상모 남6인,편고춤 여8인

7 1982년 농악무
<명절의 밤> 왕청현 대표대

안무:한동국
작곡:전승길
편곡: 김남호

상모 남6인
편고춤 여8인

8 1986년 3인무<騰飛> 왕청현대표대
안무:한동국
작곡:전승길
편곡: 최룡국

상모 남3인

9 1987년 3인무<歡樂> 왕청현대표대
안무:한동국
작곡:전승길

상모 남1인
장고 여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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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

《명절의 밤》은 198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30주년 경축에 참가하기 위

해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안무하는 과정에서 연변조선족 특유의 농악

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던 한동국은 작품의 중심 부분에 4분의 3박자 무

곡 형식으로 된 왈츠를 도입하여 상모를 돌리게 하는 등 전통 농경사회에서

상쇠의 꽹과리 장단에 맞춰서 즐기던 농악을 현시대의 발전에 맞춘 음악형식

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27>와 같다.

<표 27>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편성표

편성 남자무용수 여자무용수 (중상모) (장상모)

인수 6 8 (2) (1)

편성에는 남자 소상모 무용수 6인과 여자 편고무용수 8인으로 되었으며,

남자 소상모 무용수 중 2인은 작품 중에서 중상모로 바뀌고, 1인은 장상모로

바뀐다. 작품의 음악은 50년대 연변의 작곡가 김성민이 작곡한《자치주성립

경축의 노래》의 성악곡을 주선율로 하고 변주선율과 기타 창작선율들로 구성

되었으며 서양관현악반주를 중심으로 음악이 연주된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C+A′의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장단별 주선율

악보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168)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빠른 2박자의 6/8박자 2소절을 단위로 잦은 굿거리

장단에 맞춰 153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은 연변창작가요《자치주성

립경축의 노래》169)의 원형선율과 변주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구조를 보면 선

율의 변화와 종지음에 의해 a+b+c+d+b′의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68)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은 공연당시의 영상자료는 없고 안무가 한동국 개인소장의 음

악녹음자료만 남아있다. 이 작품의 음악은 서양관현악을 중심으로 편곡되었으며 본 논문에 제

시된 악보는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음악은 서양관현악으로 편곡되었기 때문에 보례의 악보

는 선율중심으로 채보하였고,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는 민족악기를 사용한 부분만

밝히겠다. 장단가락은 타악기(꽹과리)만 연주되는 부분 외의 서양타악기로 연주된 반주 장단

부분은 악보에 제시하지 않겠다.

169) 중국조선족가요대전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연변음악가협회, 연변동북아예술연구원 편

찬, 연변교육출판사 2007년, 136쪽. 1950년대 창작곡, 작사: 차창준, 작곡: 김성민



- 124 -

A-a부분에서는《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원곡의 전주인 6/8박자의 6마디 선

율을 전개 발전시킨 것이다. 1-25마디의 선율에 이서 타악기 잦은 굿거리장

단 8마디를 삽입하고 다시 12마디의 선율로 이어진다. 타악기의 잦은 굿거리

장단은 농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넘기는 가락과 흡사하다. A-b부분의 선율은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의 부분이다. 20마디의 선율을 모두 두 번 반복하

는데 첫 번째는 가수가 가사를 붙여 부르고 두 번째는 선율만 연주를 한다.

A-c부분은 짧은 리듬형을 중심으로 한 84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A-d부

분은 긴장과 완화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짧은 리듬과 긴 지속음의 연결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선율로 구성되었다. A-b′부분은 다시《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의 후렴부분으로 돌아가 후렴선율을 두 번 반복하고 종지음을 옥타브

올려서 종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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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A부분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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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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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부분의 무용 부분에서는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춘 경쾌하고 환락

적인 선율에서 남녀무용수들은 편고를 들로 여러 가지 진형을 바꾸는 장면들

로 이루어진다. A부분의 특징적인 진형을 보여주면 다음의 <그림 14>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묘사

하는 배경이 펼쳐지면서 남녀무용수가 편고를 들고 무대 양쪽으로 원 진형을

이루면서 입장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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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1

<그림 15>는 남녀무용수가 교차로 무대 뒤편에 한 줄 진형을 이루었다가 여

자무용수가 편고춤을 추면서 “之”자형으로 무대 앞쪽으로 나아가는 장면이다.

<그림 15>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2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느린 2박자의 6/8박자 2소절을 단위로 한 굿거리장

단에 맞춰 26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의 선율은 성악곡으로 창작

된 선율이며《명절의 밤》을 위하여 창작한 노래이며 제목과 자세한 가사는

밝혀지지 않았다. 첫 번째 A부분의《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의 율동적인 선

율과 대조되게 두 번째 B부분의 가요는 매우 서정적인 선율형식을 사용하였

다.

<악보 7-2>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B부분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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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B부분의 무용에서는 남녀무용수가 편고를 들고 춤을 추다가 무대

중앙에 세모 진형을 이루어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춰 진형이 변화되지 않게

작은 움직임의 춤사위들을 보여준다.

<그림 16>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3

세 번째 C부분은 3/4박자의 왈츠를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성행되는 광장에

서의 사교춤을 상상하게 하는 분위기로 선율은 서양의 do, re, mi, fa, sol,

la, si의 7음을 모두 사용한 C장조로 구성하였다. 선율의 진행도 민요풍에서

벗어난 서양식의 선율진행으로 되었으며 선율변화와 종지음에 의해 a와 b의

두 개 주제선율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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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C부분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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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의 무용에서는 남자 소상모 무용수들이 상모를 돌리면서 여

자 무용수와 춤을 추는 장면과 중상모 2인이 등장하여 상모놀이를 하는 장면

들로 구성되었다. 아래에 작품 중 두 개의 진형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은 여자무용수가 무대 양옆에 두 개의 세로줄 진형을 이루고

남자 소상모 무용수 4인은 무대 뒤쪽에 가로줄 진형을 만든다. 중상모 무용수 2

인이 무대 앞쪽에 등장하고, 남자 소상모 무용수 2인은 각각 중상모 무용수의 상

모짓을 가로질러 양쪽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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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4

<그림 18>은 세 번째 C부분에서의 마지막 진형으로 장상모 무용수가 등장한

다. 남녀무용수가 교차로 하나의 큰 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중상모 무용수 2인

의 사이에 장상모 무용수가 자리한다.

<그림 18>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5

네 번째 A'부분은 3분박 빠른 2박자의 6/8박자 2소절을 단위로 한 잦은 굿

거리장단에 맞춰 98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은《자치주성립경축의 노

래》의 변주선율들로 리듬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율변화에 의

해 a+b+c의 세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지막 c부분에서는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 후렴부분의 재현으로 높은 음역에서 고조를 형성

하며 전체 작품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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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A′부분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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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A'부분에서는 소상모로부터 중상모 장상모의 등장과 함께 모든 상

모짓에 불을 밝히고, 여자 장고무용수가 중상모의 상모짓 사이를 가로질러

왔다 갔다하며 장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소상모 무용수 1인이 장상모의 패

랭이를 꿰찔러 들어가서 소상모를 돌리는 등의 묘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19>는 《명절의 밤》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림 19> 1982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6

이상은 1982년 한동국이 안무한 무대농악무 작품의 음악에서 장단변화와

음악에 의한 무용에서 특징적인 진형변화 대해 살펴본 것이다. 오직 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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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나 민요를 바탕으로 농악무를 추던 것을 타파하고 세 개 부분으로 된 무

용음악의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는 잦은 굿거리(만장단)장단에 맞춰

50년대 연변창작가요《자치주성립의 노래》를 주선율로 하였고, 중간부분은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춘 선율과 4분의 3박자의 원무곡 형식의 선율로 구성되

었다. 이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상쇠의 꽹과리 장단에 맞춰서 즐기던 농악을

현시대의 발전에 맞춘 음악형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무용음악의 형식에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기본형식은 유지하였지만

기타 작품들의 마지막 고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세 번째 빠른 부분에서의 확

대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점과 달리《명절의 밤》의 무용음악은 A+B+C+A′의

구성으로 중간부분을 B+C로 확대하였으며 장단가락에서 벗어나 서양의 무곡

형식을 도입하였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1982년 무대농악무《명절의 밤》장단변화표

구분 A B C A'

장단 잦은 굿거리 굿거리장단 3/4 잦은 굿거리

1982년 한동국의 무대농악무 작품《명절의 밤》은 상모춤 기교에서 역대에

없던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가졌다. 이 작품은 당시 전주 경연대회에서 우수

창작상을 받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1982년에는 길림성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전성에서의 순회공연까지 하였다.

② 1987년 무대농악무《歡樂》

《歡樂》은 1987년 왕청현 문화관에서 전국 민간음악 무용콩클에 참가한 3인

상모무 작품이다. 안무가 한동국의 상모놀이에 대한 애착은 농악에서의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모의 모든 기교를 담은 3인무 작품《歡樂》을 창작해내게 하

였다. 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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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1987년 무대농악무《歡樂》편성표

편성 남자 소상모(중상모)(장상모) 여자장고

인수 1 2

편성에는 남자 상모무용수 1인과 여자 장고무용수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남자 상모무용수 1인이 소상모, 중상모, 장상모를 모두 소화해내

는 고도의 기교를 보여준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A′의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장단별 주선율 악보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

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170)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

춰 48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첫 시작의 8마디의 전주형식의 선율은 6마

디의 선율과 2마디의 꽹과리장단가락의 연주로 구성되었다. A부분의 선율진

행에서 종지음의 출현으로 a+b+c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b부분의 선율은 전체 작품의 주제선율로 작용한다. 전체 A부분의 선율은 가

요형식의 선율구조로 되었다.

<악보 8-1> 1987년 무대농악무《歡樂》A부분

♩.=160～170

170) 1986년 무대농악무《환락》은 공연당시의 영상자료는 없고 안무가 한동국 개인소장의 음악녹

음자료만 남아있다. 이 작품의 음악은 서양관현악을 중심으로 편곡되었으며 악보는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음악은 서양관현악으로 편곡되었기 때문에 보례의 악보는 선율중심으로 채보

하였고,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는 민족악기를 사용한 부분만 밝히겠다. 장단가락은

타악기(꽹과리)만 연주되는 부분 외의 서양타악기로 연주된 반주 장단 부분은 악보에 제시하

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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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부분에서는 남자 무용수는 소상모에 소고를 들고, 여자 무용수는

장고를 메고 함께 춤을 추는 장면들이다.

<그림 20> 1987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1

두 번째 B부분은 A부분의 45～50마디까지의 연결구 선율에 이어 징이 세

번 울리고 난 뒤 시작된다. A의 빠른 속도와 대조되는 느린 속도의 3/4박자

를 사용하였고, 주선율의 연주에는 새납과 가야금을 사용하였다. B부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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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선율변화와 종지음에 의해 a+b+c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

은 리듬형에서 음높이가 변화된 선율들이 많이 출현한다.

<악보 8-2> 1987년 무대농악무《歡樂》B부분

음악연주: 리듬에 징, 선율연주에 새납과 가야금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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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B부분에서는 남자 상모무용수가 소상모를 중상모로 바꾸어서 장고

무용수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들이다.

<그림 21> 1987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2

세 번째 A'부분은 다시 3분박 빠른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을

사용하였고 이 장단에 맞춰 86마디의 선율을 구성하였다. 선율변화와 종지형

에 의해 A'부분을 a+b+a'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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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1987년 무대농악무《歡樂》A′부분

♩.=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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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A'부분의 무용에서는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춰 장상모의 출현과 함

께 음악에서는 주제선율의 리듬형을 확대 진행시키고 반주의 리듬은 점점 빠

르게 진행되면서 여자 장고무용수가 장상모의 패랭이를 꿰뚫고 들어가는 훌

륭한 묘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전체 작품을 마무리 한다.

<그림 22> 1987년 무대농악무 진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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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1987년 한동국이 안무한 무대농악무 작품의 음악에 대한 분석이다.

여느 무대농악무 작품들과의 가장 큰 다른 부분은 바로 편성이다. 농악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모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고, 무용음악의 형식에서 여

전히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기본형식을 사용하였으며 농악무에서 전부

장단가락에 맞춰 음악을 구성하는 것과 달리 중간부분에서는 서양의 3/4박자

리듬형에 맞춰 선율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1987년 무대농악무《환락》장단변화표

구분 A B A'

장단 잦은 굿거리 3/4 잦은 굿거리

비전문 예술단체인 왕청현 무대농악무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비전문 예술단체의 무대농악무 가락은 주로 잦은 굿거리장단과 느린

굿거리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농악무에서 장단가락만 사용되는 전례를

타파하여 서양의 3박자 리듬형을 많이 도입하였다. 장단가락의 구성순서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사용하였다.

둘째, 작품에서 장단이나 선율이 바뀌는 부분에서 꽹과리나 징이 넘기는

가락을 몇 장단 연주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농악의 특징을 살려주는 부분

이라고 본다.

셋째, 가락에 의한 선율 구성을 보면 민요선율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선율

을 많이 사용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출현한다.

나. 광장농악무

‘광장농악무’는 한반도에서 전승된 농악이 중국에 정착되면서 토착화 과정

에서 생겨난 새로운 공연형식이다. 중국에서 ‘광장무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중국의 50여 개 민족 가운데서 한족(漢族) 하나의 민족만 해도 수

천가지의 광장무용이 있다. 중국에서의 광장무용은 여러 민족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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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무용을 특정된 장소인 광장에서 공연하고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하나의 대중 무용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무용과 광장무용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며, 광장농악무

에서는 전통농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광장농악무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1)

첫째, 입체성: 무대에서 출연하는 무용은 오로지 앞에 앉은 관중들만을 대

상으로 하지만 광장무용은 동서남북 사면에 둘러앉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한

다. 그러므로 광장무용은 입체성이 강해야 하며 특히 무용의 선을 여러 방향

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관중석의 사면에서 모두 무용수들의 정면을 볼 수 있

게 연출해야 한다.

둘째, 공간성: 광장무용의 활동장소는 불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극

장의 무대에 비해 몇 배 더 크다. 활동공간의 확장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단점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의 강도

가 높아진다. 또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섬세한 동작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장점이라면 활동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무대에서 할 수 없는 큰 진형, 큰

춤동작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셋째, 율동성: 무대에서 공연하는 무용은 율동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변

화할 수 있지만 광장무용의 율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광장무용은 공간이

크고 공연자와 관객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아주 느린 율동이

나 잔잔한 율동은 관객전달에 효과적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광장무용의 율

동은 약동적인 것, 격정적인 것이 많다. 무대에서는 춤의 정서와 율동에 따라

ABA나 ABC의 수법을 취하는데 율동의 변화로써 고저를 형성한다. 그러나

광장무용에서는 A 하나만으로도 전체 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넷째, 거리성(遠近性): 관객들과의 거리는 한 개 작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무용수들의 표정까

지 읽어볼 수 있지만 광장무용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광장무용은 폭넓은 춤

가락, 강렬한 율동, 집단적 변형, 짜인 앙상블로 광장무용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다섯째, 종합성: 광장무용에서는 무대무용에서처럼 현란한 조명변화도 할

수 없거니와 신기한 음향효과도 전달될 수가 없다. 또한 무용을 뒷받침해주

171) 강상범, “광장무용의 특성”, 예술세계, 1991년 2호, 연변인민출판사, 1991년,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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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경이나 무대장치는 더욱 없다. 때문에 광장무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등장, 퇴장과 중간 바꿈이다. 뒤쪽과 양 측면의 막이 없는 광장에

서 무용의 진행과정 중 무용수 바꿈이 필요할 때에는 더욱 무용화하기에 조

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광장무용으로서의 종합적인 예술성이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광장무용의 특성들이 연변의 광장농악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지는 광장농악무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농악은 원래 농촌에서 집단노동 때나 명절 때에 마을의 공터나 야외에서

연행되었는데 이는 또한 전문가들에 의해 예술화된 무대농악무로 변천되었

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소수민족 경연대회, 광장 민간무용대

회 등등의 민족전통예술을 보호하고 전승시키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정책

하에 농악은 또다시 광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

연변조선족 농악을 처음으로 광장농악무로 개편한 사람은 연변군중예술관

의 강상범172)이다. 강상범의 광장무용 작품들 중에서 몇 개의 주요작품을 보

여주면 다음 <표 31>와 같다.

<표 31> 강상범 광장농악무 대표작품

연도 제목 공연단체 기타

1986년
광장무용

《천명상모놀이》

왕청현

백초구진

왕청현 백초구진이 “상모의

고향”으로 임명받은 축하공연

1988년 광장무용《농악무》 길림성대표대
제1회 중국민간 광장무용

경연대회

1989년 광장무용《농악무》 길림성대표대 국경40주년 경축

광장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31>에서 연변에서 최초

의 광장농악무 작품이며 수상경력도 가장 많으며 광장농악무의 창작에 기본

이 되는 작품인 1988년 제1회 중국민간광장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한 광장농악

무 작품의 음악구조와 특징적인 무용 부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988년

광장농악무 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32>와 같다.

172) 강상범(姜相范, 1951)은 길림성 안도현 사람으로 70년대에는 안도현 문공단에서 활동하였고, 73

년도부터 농악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연변가무단의 조득현의 제자인 홍수천 안무가한테서

상모춤을 사사받았다. 1985년부터 연변군중예술관에서 무용지도원으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작

품을 창작하고 수상경력도 아주 많은 안무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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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988년 광장농악무 편성표

편성 농기 꽹과리 채상소고 고깔소고 (중상모) (장상모)

인수 1 1 8 8 (8) (1)

편성은 농기수 1인, 꽹과리 1인, 남자 채상소고 8인, 여자 고깔소고 8인 이

다. 이러한 편성에서 남자 채상소고 8인은 중상모로 바꿨다가, 그 중 1인은

또 장상모로 바뀐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A의 3개 부분으

로 구성되었다. 아래에 장단별 주선율 악보를 통해 이 작품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173)

첫 번째 A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에 연변창작가요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를 사용하였다. 즉 원곡 선율의 6/8박자를 빠른 4/4

박자 휘모리장단으로 바꾸었다. 작품공연 당시의 정확한 선율의 리듬구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보 9-1>은《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의 원곡의 선율

을 제시하였다.

173) 1988년 광장농악무는 공연당시의 영상자료와 음악녹음자료가 모두 없는 상황이다. 광장농악무

의 음악특징 분석을 위하여 당시 작품을 안무한 강상범에 의해 광장농악무에 사용된 음악과

무용의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연 당시의 음악은 연변가무단 악대가 연주한

음악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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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1988년 광장농악무 선율 A부분

♩.=160～170

첫 번째 A부분의 빠른 휘모리 장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몇 개의 특징적인

진형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은 빠른 휘모리 장단

과 함께 전체 공연자의 입장 장면이다. 먼저 기수와 꽹과리잽이 1인이 등장

하여 함께 놀이를 한다. 그다음 남녀무용수가 교차로 손을 잡고 하나의 큰

원 진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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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88년 광장농악무 진형도 1

<그림 24>는 강강수월래 “돋다리놀이”174)인데 남녀무용수가 교차로 하나

의 세로줄로 등을 굽히고 엎드리고 있으면 소상모 무용수 1인이 그 위로 빠

른 속도로 달려 나온다. 즉 광장농악무에 민속놀이를 삽입한 부분이다.

<그림 24> 1988년 광장농악무 진형도 2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빠른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장단에 맞춰 민요

《풍년가》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느린 굿거리에 맞춘 민요 “풍년가”는 광장무

용에 사용될 때에는 높은 음역에서 빠른 굿거리의 원형장단을 많이 사용하였

다고 한다.

174) 연변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사람들이 한 줄로 등을 굽히고 엎드리고 있으면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위로 달려나가서 맨 앞에 엎드리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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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2> 1988년 광장농악무 선율 B부분

♩.=60～70

두 번째 B부분의 굿거리 장단의 <풍년가>맞춰 남녀무용수들은 원 진형으로

풍년이 든 기쁨을 사랑의 춤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8쌍의 남녀가 2인무 형식

으로 대무한다. B부분에서는 원 진형에서 남녀가 위치를 바꾸는 형식이 있고,

또 중요한 하나의 장면은 여자 장고춤의 현란한 기교놀이가 있다.

<그림 25> 1988년 광장농악무 진형도 3

세 번째 A'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같은 빠른 휘모리장단에《자치주성립경

축의 노래》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휘모리 장단부분의 진형으로 남자소상모

무용수가 중상모로 바꾼 후 여자 무용수가 장고를 치면서 중상모 짓을 가로

질러 나가면서 춤추는 장면이다. <그림 26>은 중상모 무용수 8인이 가로 한

줄로 서서 중상모를 돌리면 여자 장고 무용수가 사선대열을 지어 한사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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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를 가로질러 나가는 장면이다.

<그림 26> 1988년 광장농악무 진형도 4

<그림 27>은 이 작품의 마지막 진형이다. 광장 중앙에 장상모 무용수가 등장

하고 그 안에 장고무용수가 꿰찔어 들어가서 춤을 추는 장면이다.

<그림 27> 1988년 광장농악무 진형도 5

아래에 1988년 광장농악무 작품의 장단구성과 함께 <표 31>의 강상범 광

장농악무의 대표작품들의 장단구성도 함께 정리를 하면 다음 <표 33>과 같

다.

<표 33> 광장농악무 장단구성표

연도 제목 장단구성(선율)

1986년
광장무용

《천명상모놀이》

자진 굿거리장단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

1988년 광장무용《농악무》
휘모리장단+굿거리장단+휘모리장단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민요《풍년가》),

1989년 광장무용《농악무》
안땅장단+굿거리장단+안땅장단

(민요《흘라리》, 민요《풍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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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광장농악무의 장단과 선율의 구성을 통하여 광장무용의 음악적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광장농악무에 많이 사용되는 가락은 주로 휘모리장단, 안땅장단, 굿

거리장단이다. 장단가락의 구성순서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악

의 기본 틀을 사용하지만 무대농악무에 사용되는 장단보다 더 빠른 속도의

가락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장단가락에 맞춘 선율구성은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민요 선율들

을 많이 사용하며 변주보다 반복적인 선율진행을 많이 한다.

다.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 북한 농악무와 비교

1970년대 중반부터 연변 조선족 농악은 예술단체들의 무용전문가들에 의해

예술화된 “농악무”로 재창조 되면서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의 두 가지

형식의 작품들이 창작 공연되었다. 문화대혁명 후부터 2000년대까지 전문예

술단체와 지방 문화관 소속의 비전문예술단체들에서는 대량의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 작품들이 창작 공연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북한의 농악도 민

족적 성격을 표현하고 경축적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민속놀이와 다양한 무대

예술작품으로 창조 형상되었다.175)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무대농악무 작품과 광장민속놀이 농악무 작품의 분석

을 통하여 북한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다음, 연변 조선족 농악무와

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북한 농악에 관련된 자료는 수집의 어려움으로 연변 조선족 농악과의 비교

자료 선정에서 많은 제한점들이 있다. <표 34>의 세 작품은 본 논문에서 분

석할 북한 농악무 영상자료이다.

175) 한휘국, “조선의 농악”, 북한: 음악세계, 93-1호 루계 10,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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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북한 농악무 작품표

제목 편성 자료출처

《쌍채북춤》
꽹과리 1인
북춤 6인

《조선무용》제3집 길림민족녹음녹화

출판사발행 2009년 재판

《상모춤》 채상소고 1인
《조선무용》제3집 길림민족녹음녹화

출판사발행 2009년 재판

민속놀이

《농악무》

농기수 1인

악기잽이 34인

무용수 59인

《조선의 민속놀이》중 <농악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목란비디오>

 1995년 발행

<표 34>의 세 작품 중《쌍채북춤》과《상모춤》은 무대농악무 작품들이

고,176) 민속놀이 《농악무》는 광장에서 공연한 연희농악의 판굿형식의 농악무

이다. 《쌍채북춤》과《상모춤》작품에서는 춤의 진형변화보다 기교를 더 많

이 강조하였기에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두 작품에서는 음악

의 장단변화를 중심으로 선율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민속놀이 《농악무》는

장단변화에 따라 특징적인 진형변화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에 아래에 이 세

작품의 음악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 북한 농악무《쌍채북춤》

《쌍채북춤》은 부포상모를 쓰고 꽹과리를 든 남자 무용수 1인과 북을 어깨

에 메고 양손에 북채를 든 여자 무용수 6인으로 편성되었다. 무용음악의 연

주는 서양관현악대와 민족악기 새납과 꽹과리이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

에 따라 A+B+C+D+F의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각 부분의 장단

과 선율을 보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177)

첫 번째 A부분은 새납의 자유리듬 선율 두 마디에 이어 2분박 빠른 4박자

176) 《조선무용》제3집, 중국 연변: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 2009년. 《조선무용》은 1집부터 5집까

지 발행되었으며 초판은 1999년에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제3집에 수록된《쌍채북춤》과《상모

춤》은 2000년대 이전의 작품들임은 확실하다.

177) 《쌍채북춤》의 보례 악보는 영상자료를 통해 본 논문의 연주자에 의해 채보한 것이다. 타악

기의 장단리듬 부분과 주선율만을 채보하였고 서양관현악대에 농악에 쓰이는 새납과 꽹과리

징 등의 몇 개의 민족악기가 함께 연주되었기 때문에 민족악기의 연주부분만 악기명을 밝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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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4박자 안땅장단 8마디로 구성되었다. 부포상모를 쓰고 꽹과리를 든 남자

무용수가 안땅장단을 연주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농악에서의 상쇠와 마

찬가지로 이 무용에서 주역을 맡은 무용수이다. 8마디의 장단에서 다섯 가지

변형장단의 연주로 개인놀이에서 기량을 과시하는 부분을 짧게 보여주는 부

분으로 보아진다.

<악보 10-1> 북한 농악무《쌍채북춤》A부분

선율연주: 새납, 장단연구: 꽹과리

♩.=60～70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으로 구성되었

다. 북한에서는 흔히 만장단이라고 부르며 총 20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선율이 시작되기 전 장단이 바뀌는 부분에는 꽹과리와 드럼이 함께 두 마디

의 만장단 가락을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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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2> 북한 농악무《쌍채북춤》B부분

세 번째 C부분은 3분박 느린 2박자 6/8박자의 굿거리장단에 맞춰 30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B부분의 종지음과 함께 꽹과리의 느린 굿거리장

단 넘기는 가락이 연주된다.

<악보 10-3> 북한 농악무《쌍채북춤》C부분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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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D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 4/4박자의 안땅장단에 맞춰 30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의 연결선율과 함께 꽹과

리가 두 마디의 넘기는 선율을 연주된다. 그리고 선율의 사이사이 즉 79,

80, 82마디의 쉼표부분, 89, 90마디에는 꽹과리의 장단가락이 연주되는데 선

율과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연주된다.

<악보 10-4> 북한 농악무《쌍채북춤》D부분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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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E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 4/4박자의 휘모리장단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의 28마디는 꽹과리와 여자 북춤 무용수들의 장단가락 연주이고, 이어

서 빠른 휘모리장단에 맞춰 33마디의 선율이 구성된다.

<악보 10-5> 북한 농악무《쌍채북춤》E부분

♩=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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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쌍채북춤》작품의 음악에서 장단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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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에서의 장단변화는 기본상에서 <빠르게(A,B)-느리게(C)-빠르게

(D,E)>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빠른 장단가락들

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장단의 연주에서 드럼과 꽹과리가 함

께 연주하는 부분들이 많이 출현한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

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북한 농악무《쌍채북춤》

구분 A B C D E
장단 휘모리장단 잦은 굿거리장단 굿거리장단 안땅장단 휘모리

② 북한 농악무《상모춤》

《상모춤》은 소상모를 쓰고 소고를 든 남자무용수 1인이 추는 독무작품이

다. 무용음악의 연주에는 서양관현악대와 민족악기 꽹과리가 함께 편성된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C의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장단과 선율을 보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178)

첫 번째 A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 4/4박자의 휘모리장단에 맞춰 8마디의

선율로 구성된다. 첫 시작은 꽹과리의 4마디 장단연주로 시작되며 8마디의

빠른 리듬형의 선율로 이어진다. 휘모리장단의 연주에서는 고정된 가락을 반

복한다.

178) 《상모춤》의 보례 악보는 영상자료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자가 채보한 것이다. 타악기의 장단

리듬 부분과 주선율만을 채보하였고 서양관현악대에 농악에 쓰이는 새납과 꽹과리 징 등의 몇

개의 민족악기가 함께 연주되었기 때문에 민족악기의 연주부분만 악기명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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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북한 농악무《상모춤》A부분

장단연주: 꽹과리

♩=130～140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타령장단에 맞춰 32마디의

선율로 구성된다. 타령장단은 느린데로부터 점차 빠르게 연주된다. 선율에 맞

춰 원형가락이 반복적인 연주되다가 40마디와 42마디에서는 선율과 주고받는

식으로 장단가락만 연주되기도 한다.

<악보 11-2> 북한 농악무《상모춤》B부분

장단연주: 꽹과리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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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에 맞춰 36마디의

선율이 구성된다. 시작부분에서 꽹과리가 휘모리장단 5마디를 연주하고 선율

이 시작되며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꽹과리의 장단가락이 4마디 삽입된다.

<악보 11-3> 북한 농악무《상모춤》C부분

장단연주: 꽹과리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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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상모춤》작품의 음악에서 장단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음악에서의 장단변화는 <빠르게(A)-느리게(B)-빠르게(C)>의 무용음악의 기

본 틀을 유지하였고, 두 번째 B부분의 타량장단부분이 비교적 길다. 장단의

연주에서 드럼과 꽹과리가 함께 연주하는 부분들이 많이 출현한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북한 농악무《상모춤》

구분 A B C
장단 휘모리장단  타령장단 휘모리장단

③ 북한 민속놀이《농악무》



- 163 -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의 음악연주에는 새납 4인, 꽹과리 4인, 징 2인,

장구 10인, 북 10인, 바라 4인으로 총 34인이 편성되었다. 전체 작품은 장단

의 변화에 따라 A+B+C+D+E+F+G로 7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각

부분의 장단과 선율을 보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179)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느린 2박자의 6/8박자 굿거리장단에 맞춰 16마디의

선율이 구성되었다. 농기수와 상쇠의 뒤를 따라 광장으로 입장하는 장면이다.

꽹과리의 굿거리 두 장단 연주에 이어 다음 장단으로 바뀐다.

<악보 12-1> 북한 민속놀이《농악무》A부분

선율연주: 새납, 장단연주: 전체 타악기

♩.=50～60

179)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의 보례 악보는 본 논문의 연구자가 비디오 자료를 보고 채보한 것이

다. 장단가락에서는 꽹과리의 가락을 중심으로 채보하고, 선율은 새납의 선율을 채보한 것이다.

채보하는 과정에서 몇 개부분의 가락과 선율이 끊긴 것으로 보아 비디오 자료를 제작할 때 편

집된 것으로 보아지며 관객석의 박수소리로 잘 들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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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B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으로 구성되었다.

10인의 장고수가 상쇠의 지휘 하에 강약을 바꿔가면서 휘모리 14장단을 연주

한다. 합주인 만큼 변형가락이 적고 고정된 가락의 연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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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북한 민속놀이《농악무》B부분

장단연주: 장고

♩.=130～140

세 번째 C부분은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

춰 16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C부분의 시작부분에서도 꽹과리가 잦은 굿

거리 4장단을 연주한 다음 선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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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3> 북한 민속놀이《농악무》C부분

장단연주: 전체 타악기, 선율연주: 새납

♩.=120～130

민속놀이 농악무의 무용장면은 C부분의 잦은 굿거리장단부터 시작된다.

<그림 28>은 잦은 굿거리장단이 시작되면서 악기잽이들의 뒤쪽에 서있던 남

자 채상소고 무용수와 여자 고깔소고 무용수가 소고를 치면서 앞쪽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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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개의 원 진형을 이루는 장면이다.

<그림 28>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진형도

네 번째 D부분은 또다시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이 구성

되며 짧은 리듬과의 호응으로 선율은 장음지속의 진행이 많이 출현한다. 휘

모리장단의 연주에서 여전히 고정된 가락을 많이 연주한다.

<악보 12-4> 북한 민속놀이《농악무》D부분

선율연주: 새납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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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D부분은 남자 채상소고 무용수들이 두 개의 가로줄 진형으로 상

모춤을 추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E부분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장단에 맞춰 새납

이 민요 <풍년가>의 선율을 연주한다. 총 4마디의 민요선율로 느린 굿거리장

단부분이 끝나고 또다시 휘모리장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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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 북한 민속놀이《농악무》E부분

선율연주: 새납

♩.=45～55

다섯 번째 E부분은 느린 굿거리장단의 “풍년가”선율에 맞춰 여자무용수들

의 소고춤 부분이다.

여섯 번째 F부분은 또다시 2분박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으로 구성되

었다. 전체 악곡에서 가장 오래 연주된 장단이며 선율형은 역시 짧은 리듬형

의 선율과 장음지속의 선율이 대조를 이루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두 장단의

타악기 리듬과 함께 휘모리의 속도가 느려졌다가 또다시 점차 빨라지면서 작

품을 마무리 한다.

<악보 12-6> 북한 민속놀이《농악무》F부분180)

선율연주: 새납

♩=120～130

180) F부분에 부분적 소절이 비어 있는 것은 공연현장의 박수소리 때문에 음악이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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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F부분의 휘모리장단 부분에서 남녀 무용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12발

상모가 등장한다. 12발 상모와 함께 소상모 1인이 12발 상모짓 안에서 소상모를

돌린다. 소상모 무용수들이 12발 상모 주위를 돌아가면서 자반뒤집기를 한다. 휘

모리 장단이 점차 빨라지면서 중상모 5인이 등장하고 악기잽이 뒤쪽에서 3층 무

동타기와 2층 무동타기들이 등장하면서 고조를 형성하여 전체 농악무 작품을 마

무리 한다.

이상은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작품의 음악에서 장단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음악에서의 장단변화가 6번 이루어지며 <느리게(A)-빠르게

(B)-느리게(C)-빠르게(D)-느리게(E)-빠르게(F)>의 형식으로 느리고 빠르고

의 형식을 3번 반복하지만 느린 부분의 굿거리장단은 짧게 연주되고 주로 빠

른 장단가락들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아래에 이 작품의 장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장단변화표

구분 A B C D E F
장단 굿거리 휘모리 잦은 굿거리 휘모리 굿거리 휘모리

이상 북한 농악무 작품의 음악에서 장단의 구성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북한 농악무의 특징은 오직 위에서 분석한 3

개 작품에 한해서 살펴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무대농악무 작품인

《쌍채북춤》과《상모춤》의 장단구성은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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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기본틀을 유지하였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첫 시작의 휘모리장단은 매

우 짧게 8장단 좌우로 연주되며 장단이 바뀔 때마다 농악에서의 넘기는 가락

과 같이 꽹과리의 장단연주가 삽입되는 것이다. 민속놀이《농악무》작품은

대형광장에서의 연희농악 판굿형식으로 공연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악기잽이

나 무용수들의 편성인수가 많다. 장단 구성에서는 속도변화가 빈번하고 빠른

장단이 많이 연주된다. 또한 굿거리장단에 민요 <풍년가>가 새납 연주로 함

께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아래에 이미 분석된 연변 조선족 무대농악무 작품과 북한 무대농악무 작품

의 장단구성을 비교하여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표 38> 연변과 북한 무대농악 장단구성 비교표

       장단

작품
A B C D E F

연변 1951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잦은

 굿거리
휘모리

잦은 

굿거리

연변 1979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안땅장단

빠른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휘모리

연변 1982년

《명절의 밤》

잦은 

굿거리
굿거리 3/4

잦은 

굿거리

연변 1987년

《환락》

잦은 

굿거리
3/4

잦은 

굿거리

연변 1989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북한(1999)181)

《쌍채북춤》
휘모리

잦은 

굿거리
굿거리 안땅장단 휘모리

북한(1999)

《상모춤》
휘모리 타령장단 휘모리

이상 7개의 무대농악무 작품의 장단구성에서의 공통점은 점차 빠르게 혹은

점차 느리게의 진행이 아닌 빠른 속도의 장단과 느린 속도의 장단을 교체로

구성하는 것이며 첫 시작의 장단은 모두 빠른 속도의 장단을 사용하였다. 즉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사용하는 것으로 농악무의

181) 북한 농악무 작품 《쌍채북춤》과 《상모춤》의 작품 창작 연도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영상

자료의 초판 발행연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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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구성하였다. 무대농악무의 음악연주 악기편성에서 기본은 서양악기와

민족악기를 배합하는 것이다. 특히 장단이 바뀌는 부분에서 꽹과리를 중심으

로 한 기타 민족타악기들의 넘기는 가락의 연주가 많이 출현하며 작품마다

꽹과리의 장단가락 연주부분이 삽입된다.

아래에 연변 조선족 광장농악무와 북한 민속놀이《농악무》의 장단구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연변과 북한 광장농악 장단구성 비교표

         장단

작품
A B C D E F

연변 1988년 

광장농악무
휘모리 굿거리 휘모리

연변 1989년 

광장농악무
안땅장단 굿거리 안땅장단

북한 1995년

민속놀이《농악무》
 굿거리 휘모리

잦은 

굿거리
휘모리 굿거리 휘모리

연변과 북한의 광장농악무 공통의 음악적 특징은 무대농악무에 비해 빠른

장단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며 굿거리장단에 민요 <풍년가> 선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연변과 북한의 광장농악무의 다른 점은 연변의 광장농악무는 구조가

단순한 <빠르게-느리게-빠르게> 형식에 맞춰 선율도 대중들이 널리 알고 있

는 민요나 연변가요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경축활동에 많이 공연되는 광장농악무로서 작품의 첫 시작부터 폭발적인 분

위기를 형성하여 빠른 장단이 연주되며 무용에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되

는 무대농악무보다 중상모와 장상모의 놀이도 보다 화려하게 펼쳐진다. 북한

의 농악무는 연변 광장농악무의 단순한 장단구성과 달리 장단이 좀 더 다양

하게 구성되며 축제적 분위기를 강조하기보다 전통민속놀이의 기교적인 부분

을 더 강조하였다.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농악무의 음악에서 잦은 굿거리장단과 느린 굿거리장단을

많이 사용하며 잦은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뽕따려 가세>, 느린 굿거리장단에

는 민요 <풍년가>의 선율이 함께 사용된다. 빠른 장단에서는 잦은 굿거리장



- 175 -

단, 휘모리장단, 안땅장단으로 바뀌면서 선율도 민요 <흘라리>나 연변창작가

요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등으로 바뀌지만 느린 굿거리장단에서는 창작선

율 외에는 민요 <풍년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선민족의 농악이 농경생

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영향으로 풍년을 축원하며 농악을 울리는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민요 <풍년가>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

리를 잡았다. 또한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꽹과리의 장단가락은 서양악기

와의 혼합 편성에서도 꼭 함께 쓰이는 대표적 악기로 농악무의 작품에서 장

단가락의 연주부분이 꼭 출현되며 이와 병행되는 것은 농악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모놀이이다. 민족적인 맛의 음악을 위해서 민요와 조선장단을 강조

함182)이 북한 민족음악의 특징이라면 연변의 민족음악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다.

182) 신대철, “統·一文化 視覺으로 본 北韓의 民族音樂”, 統一문제연구 Vol.12 No, 강릉대학교 통
일문제연구소, 199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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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3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조선족 농악의 발달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1절에서는 조선족 농악이 발달하게 되는 사회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 농악의 발전은 주로 세 가지 사회배경의 영향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민족문화, 민족정신, 민족감정 등에 대한 논의

및 창작활동이 모두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됨으로써 조선족 공연단체들의 활

동도 모두 마비되었고 농악을 포함한 민간의 전통예술의 전승도 모두 단절

되었다. 또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는 중시 받지 못하

였고, 중국공산당의 민족문화정책도 철저하게 관철되지 못하였다. 문화대혁명

후, 소수민족문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발전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수민족 특색이 있는 민족형식의 작품창작과 공연을 격려하고

소수민족문화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민족예술 공연단체를 보강하는 것이

다. 그리고 문화대혁명후의 북한과의 전통예술교류, 1990년대 이후 한국과의

전통예술교류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전통예술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전통예술분야에서 무용과 악기 개량에서는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고,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전통예술에 대한 연구와 수용은 중국 조선족 전

통예술로 하여금 새롭게 발전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 조선족 예술작품들로 하여금 조선민족의 원초

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에서는 마을농악에서 연희농악의 판굿 형식으로 발전된 조선족 농악

의 편성 특징과 음악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성적 특징은 1980년대 연희

농악으로 발전된 안도신촌 농악과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받은 5개

지역의 연희농악, 북한 연희농악의 편성을 비교한 결과 기수와 악기잽이의

꽹과리, 징, 장고, 북이 공동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속한다. 잡색의 편성에서

한국의 5개 지역의 연희농악에는 잡색이 다양하게 편성되는 것이 비슷하지

만, 안도신촌과 북한에는 잡색이 다양하게 편성되지 않는다. 안도신촌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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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채상소고와 고깔소고에 많은 춤꾼들을 편성하는 부분이 비슷하다. 이외

안도신촌 연희농악의 편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자북춤․지게춤․부채

춤․장고춤․탈춤․할머니․할아버지․어린이북춤의 편성이다. 이런 편성은

6개 지역에서 오직 안도신촌 연희농악에만 존재한다. 1980년대 안도신촌 연

희농악이 한국 연희농악과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안도신촌의 마을농악은 이주시기 한반도에서 전승이 된 것인데 새 중

국 창건 후 중국은 북한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문화대혁명 후부터

소수민족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전통민속예술도 중국 현지의 영향으로 많

은 발전을 가지게 된다. 특히 축제나 경축대회의 공연 수요로 소박한 마을농

악이 화려한 연희농악으로 변화를 해야만 하였기에 당시 안도현이나 연변지

역에 전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와 민속춤이 연희농악에 편성되었다.

이것이 안도신촌 연희농악에 여러 가지 민속춤과 놀이가 편성된 이유이다.

연변 조선족 농악과 북한, 한국 농악에서 사용된 채굿을 비교한 결과를 3

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3개 지역에 모두 사용하는 장단, 즉

3채의 12/8박자, 4채의 12/8박, 5채의 12/8박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3채와 5채

는 연변, 북한, 한국(곡성, 영앙, 강화, 화순)이 같지만, 4채에서는 연변과 북한

은 느린 굿거리형의 12/8박자 장단을 사용하고, 한국은 좀 빠른 장단을 사용

하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는 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장단은 북한과

한국의 1채 (10/8과 6/8)와 7채 (10/8+6/8+10/8)이고, 연변과 북한의 2채와 6

채(4/4)이다. 셋째는 한 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장단으로 한국의 2채

(10/8,6/8)와 5채(9/8+10/8+9/8), 6채(12/8+6/8+12/8)이며 연변과 북한과 완전히

다른 장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채굿 가락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1채부터 6채까지의 채굿 가락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의 가락과 2

분박 4박자의 4/4박자의 가락으로 두 개 유형의 장단 가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연주되는 엇모리형의 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전체 채굿의 속도변화로부터 볼 때 연변 조선족 농악은 1채의 시작

을 알리는 가락에서 2채와 3채는 빠른 가락, 4채는 느린 굿거리장단, 5채와 6

채는 다시 빠른 가락으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속도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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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락의 연주에서는 규칙적인 고정된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변

주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의 가락연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채굿과 함께 진행되는 새납의 선율연주에서는 즉흥적인 선율연주보

다 민요의 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민요로는 <풍년가>와 <뽕따려

가세>이다. 아래에 연변 조선족 농악 채굿의 박자, 장단, 속도, 선율을 정리하

면 다음 <표 40>183)과 같다.

<표 40> 연변 조선족 농악 채굿 구성표

     채

구분    
1채 2채 3채 4채 5채 6채

박자  12/8 4/4 12/8 12/8 12/8 4/4

장단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굿거리 잦은 굿거리 휘모리

속도
조금 

빠르게
빠르게 중속도

조금 

느리게
중속도 중속도

선율 <풍년가> <뽕따려 가세>

연변 조선족 무대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대농악무 가락은 주로 잦은 굿거리장단, 느린 굿거리장단, 휘모리

장단, 안땅장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단가락의 구성순서는 <빠르게-느리게-

빠르게>의 무용음악의 기본 틀을 사용하였다.

둘째, 음악연주에서 서양악기와 민족악기를 함께 편성하여 장단이 바뀔 때

나 상모놀이에서 꽹과리의 가락연주가 많이 사용되며 변주가 적고 고정된 가

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가락에 의한 선율 구성에서는 민요선율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창작선율의 경우에도 민요풍의 선율진행을 많이 사용한다.

연변 조선족 광장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장농악무에 많이 사용되는 가락은 주로 휘모리장단, 안땅장단, 굿

거리장단이다. 장단가락의 구성순서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무용음악

의 기본 틀을 사용하지만 무대농악무에 사용되는 장단보다 더 빠른 속도의

가락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장단가락에 맞춘 선율구성은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민요나 연변

183)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 吉林卷,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編輯部, 1997, 363～3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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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가요의 선율들을 많이 사용하며 변주보다 반복적인 선율진행을 많이 한

다.

아래에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장단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와 같다.

<표 41> 연변 조선족 농악무 장단구성 비교표

       장단

작품
A B C D E F

연변 1951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잦은

 굿거리
휘모리

잦은

 굿거리

연변 1979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안땅장단

자진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휘모리

연변 1982년

《명절의 밤》

잦은 

굿거리
굿거리 3/4

잦은 

굿거리

연변 1987년

《환락》

잦은 

굿거리
3/4

잦은 

굿거리
연변 1988년 

광장농악무
휘모리 굿거리 휘모리

연변 1989년 

광장농악무
안땅장단 굿거리 안땅장단

연변 1989년 

농악무

잦은 

굿거리
굿거리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연변과 북한의 광장농악무 공통의 음악적 특징은 무대농악무에 비해 빠른

장단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며 굿거리장단에 민요<풍년가> 선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연변과 북한의 광장농악무의 다른 점은 연변의 광장농악무는 구조가

단순한 <빠르게-느리게-빠르게> 형식에 맞추어 선율도 대중들이 널리 알고

있는 민요나 연변가요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경축활동에 많이 공연되는 광장농악무로서 작품의 첫 시작부터 폭발적인 분

위기를 형성하여 빠른 장단이 연주되며 무용에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되

는 무대농악무보다 중상모와 장상모의 놀이도 보다 화려하게 펼쳐진다. 북한

의 농악무는 연변 광장농악무의 단순한 장단구성과 달리 장단이 좀 더 다양

하게 구성되며 축제적 분위기를 강조하기보다 전통민속놀이의 기교적인 부분

을 더 강조하였다.



- 180 -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농악무의 음악에서 잦은 굿거리장단과 느린 굿거리장단을

많이 사용하며 잦은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뽕따려 가세>, 느린 굿거리장단에

는 민요 <풍년가>의 선율이 함께 사용된다. 빠른 장단에서는 잦은 굿거리장

단, 휘모리장단, 안땅장단으로 바뀌면서 선율도 민요 <흘라리>나 연변창작가

요 <자치주성립경축의 노래>등으로 바뀌지만 느린 굿거리장단에서는 창작선

율 외에는 민요<풍년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선민족의 농악이 농경생활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영향으로 풍년을 축원하며 농악을 울리는 연변 조

선족 농악에서 민요<풍년가>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

를 잡았다. 또한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꽹과리의 장단가락은 서양악기의

편성에서도 꼭 함께 쓰이는 대표적 악기로 농악무의 작품에서 장단가락의 연

주부분이 꼭 출현되며 이와 병행되는 것은 농악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

모놀이이다. 민족적인 맛의 음악을 위해서 민요와 조선장단을 강조함184)이 북

한 민족음악의 특징이라면 연변의 민족음악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고 확인된다.

184) 신대철, “統·一文化 視覺으로 본 北韓의 民族音樂”, 統一문제연구 Vol.12 No. 강릉대학교 통
일문제연구소, 199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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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족 농악의 현재(2000년대～현재)

2000년대 이후부터 연변 조선족 농악은 중국 축제문화의 영향과 무형문화

재정책의 영향으로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과 판굿 형식의 농악무로 변

용된다. 제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전승

된 농악이 현재 조선족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 음악

적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사회적 배경

제1절에서는 조선족 농악이 변용하게 된 사회배경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중국 축제문화의 영향과 중국 무형문화재정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중국축제문화의 영향

조선족 사회는 이주와 함께 형성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조

선족의 전통예술문화는 한민족의 한 지류로서 수십 년 동안의 이주를 거쳐

중국 땅에 정착되면서부터 다른 민족과 접촉함으로써 여러모로 변화된 모습

들을 간직하게 되었다. 정착된 이후 즉,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이중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예술도 변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족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국문화를 자발적으로 흡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수용함으로써 중국문화를 윤색가공

하고 소화하였으며 나아가서 새롭게 만듦으로써 토착화를 실현하였다.

앞부분의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초기 마을농악이 예술화되어 농악무로 발

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실행하는 소수민족정책 중의 한가지인 지방 단

위로 개최하는 문예경연대회와 소수민족문예경연 등의 영향으로 70년대 후반

부터 많은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 작품들이 창작 공연되었다고 하였다.

1980년 중국정부에서는 제1회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을 개최함으로써 지방

단위로 행해졌던 소수민족문예경연이 전국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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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한족·몽골족·위구르족·장족·하사크족·조선

족·이족 등 8가지의 문자로 쓴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대회(全國少數民族文藝

會演大會)”의 공연장인 인민대회당에서 민족특징을 나타내는 음악(音樂)·무용

(舞蹈)·설창(說唱)·희극(戱劇) 등을 전시하였다.

1980년의 제1회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에 이어 2001년 9월에 제2회 전국소수

민족문예회연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문화부·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과 북경

시 인민정부의 연합주최로 21년 뒤에 다시 개최되었다. 이는 개혁개방 후 20

여 년간 소수민족문예사업의 눈부신 발전성과를 보여주는 대회였다. 제2회에

이어 2006년에는 제3회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이 개최되었다.

중국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은 당중앙·국무원의

민족사업과 소수민족우수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중시를 보여주며,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평등(平等)·단결(團結)·호조(互助)·화합(和合)의 관계를 보여준다.

소수민족문예회연은 중국 소수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이며 중국 사회선진문화

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는 한 개 민족의 상징이다. 하나의 민족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그 문화를 알아야 한다. 하나의 민족을 존중하려면 반드시 그 문화를 존중하

여야 하고 하나의 민족을 발전시키려면 그 문화부터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정부의 취지이다.

중국 55개 소수민족중의 하나인 조선족은 중국정부의 이러한 소수민족정책

들에 부응하여 조선민족의 전통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음악, 무용, 노래,

연극을 통하여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바로 전문예술단체인 연변가무단이다.

연변가무단은 조선족을 대표하여 조선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전 중국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감을 지니고 2001년 제2회 소수민족문예회연대회에는

민족특색이 농후한 대형가무서사시《나래치는 장백산》과 2006년 제3회 소수

민족문예회연대회에는 대형음악무도시《천년아리랑》을 창작하였으며, 2009년

중국공산당창건 60돌 헌례(獻禮) 작품으로 대형조선족민족가무《장백산아리

랑》을 창작하였다. 농악은 조선민족 전통예술에서의 중요한 한 개 부분으로

이러한 대형작품들에서 조선민족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여 여러 가지 모습들

로 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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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무형문화재정책의 영향

중국정부에서의 무형문화재정책에 의하면 중국문화의 언어환경에서 무형문

화재는 우선 전통문화를 상징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외래어에

속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보통 민족민간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민족민간문화보호사업은 중국무형문화재보호사업의 중요

한 한 개 부분에 속하며 그 취지는 중국의 특색이 있는 무형문화재제도를 창

립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185) 무형문화재에서 주목하는 점은 정신적 함

축성·기예와 창조 등의 무형의 요소들이다.186)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의《무형문화유산보호공약》과 중국 국무원사무청《우

리나라 무형문화재유산보호사업에 관한 의견》의 관련문서인《국가급무형문화

유산대표서면보고신청임시시행방법》에는 무형문화재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쓰여 있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민족인민들이 대대로 계승되고, 대중의 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여러 가지 전통문화표현형식과 문화공간이다. 무형

문화재의 범위에는 1) 구두전통(口頭傳統), 문화체재로의 언어도 포함된다. 2)

전통표연예술 3) 풍속·예의·명절 4) 자연계와 우주의 민간전통지식에 관한 실

천 5) 전통수공예 기교 6) 상술한 표현형식과 관련된 문화공간 등이 있다.187)

즉 중국무형문화재의 핵심은 “전승”이다.

중국정부가 무형문화재정책의 실시를 중히 여기는 것은 연변조선족 무형문

화재의 전승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변무형문화재의 보호와 계승은 조선

족 전통문화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족 무형문

화재의 전승과정은 대중들에게 자기 민족의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며 현대 조선족 청소년에게 일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조선족 농악은 시대의 현황에 맞춰 전통농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화된 무

대농악무, 광장농악무 등으로 변화 재창조를 거듭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새로

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상모의 고향”으로 임명 받은 왕

185) 중국예술연구소, 중국비물질문화유산보호중심 편, 중국비물질문화유산보호수첩. 중국 북경: 문

화예술출판사 2007, 11쪽

186) 王文章, 非物質文化遺産槪論, 중국 북경: 문화예술출판사, 2006년, 53쪽.

187) 중국예술연구소, 중국비물질문화유산보호중심 편, 중국비물질문화유산보호수첩. 중국 북경: 문

화예술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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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현에서는 무형문화재정책의 지침에 부응하여 악기잽이들의 음악 부분이 사

라질 위기에 처한 농악무에 다시 악기잽이의 음악연주를 재현시켜 대중들에

게 농악에서 판굿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상모의 고향”이

라는 명예를 계승하여 중국 조선족의 특색이 있는 상모 돌림법을 고안하고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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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족 농악과 농악무의 변용

연변 조선족 농악은 2000년대에 진입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다.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대회의 개최로 조선족의 대표 전문예술단체인 연변

가무단에서는 대형 가무작품에 농악을 삽입하여 조선족 농악발전사에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중국 무형문화재정책의 영향으로

“상모의 고향”으로 명명 받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에서는 80년대까지 연

행되었던 마을농악과 연희농악 판굿 형식의 농악을 무대농악무로 개편하여

《중국 조선족 농악무》의 대표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제2절에서

는 이상 두 가지 양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연변 조선족 농악

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

2000년대에 들어서 연변가무단은 대형가무서사시, 대형음악무용시, 대형조

선족민족가무 등의 대형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즉 하나의 대형작품으

로 조선민족의 악(樂)·가(歌)·무(舞)형식을 모두 보여주는 종합예술작품이다.

농악은 이러한 대형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모습 또

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변가무단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의 형

식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연변가무단 대형 작품에 삽입된 농악의 작품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4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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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대형 작품에 삽입된 농악 작품표

연도 작품명 농악부분의 작품명
2001년 대형가무서사시《나래치는 장백산》 終章 농악무<飛躍>

2006년 대형음악무용시《천년 아리랑》
第三幕 樂園-情圓중의 

두 번째 부분 <農樂>
2009년 대형조선족민족가무《장백산 아리랑》 終章 <長白鼓韻>

① 2001년《나래치는 장백산》중 終章: 농악무<飛躍>

농악무 <비약(飛躍)>은 2001년 연변가무단 제4대 안무가 송미라(宋美羅)와

허숙(許淑)의 합작으로 제2회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대회에 참가한 대형가무

서사시《나래치는 장백산》중 終章 작품이다. 이 작품은 농악에서의 소고춤

과 상모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음악은 <아리랑>의 선율을 모티브로

하여 편곡하였으며 서양관현악에 민족 악기를 추가하였다. 전체 작품은 장단

과 선율변화에 의해 A+B+C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음악

구성을 악보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188)

첫 번째 A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 40마디를 서양타

악기 드럼의 연주로 구성되었다. 타악기의 휘모리장단 연주는 느린 데로부터

점차 빨라지는 속도와 강약의 변화로 고정된 몇 개의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

주하며 리듬의 사이사이에 관악기와 성악의 선율이 삽입되기도 한다. 첫 번

째 A부분의 휘모리 장단에서는 남녀무용수가 리듬에 맞춰 소고를 치면서 춤

을 추는 부분이다.

188) 농악무 <飛躍>은 대형가무서사시 《나래치는 장백산》중 終章의 작품이다. 연변가무단에서 제

공한 영상자료 중에서 전체 작품 중 농악무 <飛躍>부분의 음악만을 본 논문의 연구자가 채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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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나래치는 장백산》중 농악무<飛躍> A부분

연주악기: 큰 북

♩=90～100

두 번째 B부분은 A부분의 타악기 연주에 이어 7마디의 자유리듬형의 새납

선율이 이어진다. 드럼이 휘모장단을 2마디 연주하고 서양관악기의 선율연주

가 장단에 맞춰 진행된다. 선율의 61마디부터는 장고의 장단가락에 맞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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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선율연주가 시작되며 72마디까지 이어진다. B부분에서는 남자무용수가

퇴장하고 여자무용수들이 소고춤을 추는 장면이다.

<악보 13-2>《나래치는 장백산》중 농악무<飛躍> B부분

♩=160～170

↓연주악기: 장고와 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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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자진안땅장단과 함께 64마디

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꽹과리의 장단연주와 함께 소상모 남자무용수들이 무

대로 등장한다. 선율 86마디의 a부분부터 소상모춤을 추고, 105마디의 b부분

의 자진안땅 빠른 가락에 긴 선율형의 출현과 함께 중상모 3인의 상모춤이

이어지고, 129마디의 c부분에서는 장상모 무용수 1인이 등장하고 133～136마

디까지 4마디의 <아리랑>의 선율이 출현한다.

<악보 13-3>《나래치는 장백산》중 농악무<飛躍> C부분

장단연주: 꽹과리

♩=170～180



- 190 -

이상은 대형가무서사시《나래치는 장백산》중 終章 작품 농악무 <비약>의

음악구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대형작품의 마지막 고조부분에 삽입된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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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비약>은 음악 전체가 빠른 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장단연주에는 전부 꽹

과리가 담당했던 무대농악무 작품과 달리 시작부분의 장단연주는 서양타악기

드럼이 연주하였고 두 번째 B부분에서 장고장단에 맞춰 새납의 선율연주가

출현하고, 세 번째 C부분에서는 꽹과리의 장단연주로 상모가 등장한다. 농악

무 <비약>의 장단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나래치는 장백산》중 농악무<飛躍> 장단구성표

구분 A B C

장단 휘모리 휘모리 안땅장단

② 2006년 대형음악무도시《천년아리랑》중 제3막 <농악>

작품 <농악>은 연변가무단의 제5대 안무가 김희(金姬)의 안무로 2006년

제3회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에 참가하였던 대형음악무도시《천년아리랑》중

제3막 낙원(樂園)-정원(情圓)의 두 번째 부분이다. 작품의 제목이 <농악>이

므로, 전통농악에서 사용되는 선율악기인 새납과 꽹과리·장고·북·징의 네 가

지 타악기로 음악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연변의 농악무에서 최초로 칼춤

을 사용한 작품이다. 대형음악무도시의 한 부분인 <농악> 작품의 구조는 상

대적으로 간단하다. 타악기의 장단연주부분과 새납의 선율연주부분으로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장단의 변화에 의해 A+B+C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상세한 작품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9)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조금 느린 4박자의 12/8박자 자진모리 55장단으로

구성되었다. 기본형태의 고정 장단을 많이 사용하고 변형장단은 많이 나타나

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칼춤무용수 1인과 꽹과리·징·장고·북의 타악기연주

자 4인이 6장단 동안 무대 위를 돌다가 13인의 칼춤무용수가 입장을 하여 칼

춤을 춘다.

189) 대형음악무도시《천년아리랑》은 연변가무단에서 제공한 영상자료이며 본 논문에서는 전체 작

품 중 제3막 두번째 부분 <농악>의 음악만을 본 논문의 연구자에 의해 채보한 것이다.



- 192 -

<악보 14-1>《천년아리랑》중 <농악> A부분

장단연주: 꽹과리·장고·북·징

♩=90～100

두 번째 B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 4/4박자의 자진 안땅장단으로 앞부분과

대조되는 빠른 속도에 맞춘 새납의 선율연주로 구성되었다. 자진 안땅장단과

함께 소상모 무용수들이 소상모 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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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2> 《천년아리랑》중 <농악> B부분

선율연주:새납

♩=160～170

세 번째 C부분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 잦은 굿거리장단에 맞춰 53마디

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빠른 장단의 연주에 맞춰 새납은 긴 리듬형의 선율을

많이 연주한다. 이 부분에서는 중상모와 장상모의 상모춤이 이루어진다.

<악보 14-3>《천년아리랑》중 <농악> C부분

선율연주: 새납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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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06년 대형음악무도시《천년아리랑》중 제3막의 작품<농악>의 음

악구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951년 조득현의 <농악무> 작품 이후로 처음

농악의 꽹과리·징·장고·북의 타악기와 새납의 연주만으로 음악이 구성된 작품

이다. 또한 농악에는 없었던 칼춤을 도입하여 소고나 장고, 북춤을 대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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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모, 중상모, 장상모와 함께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음악구

성을 살펴보면, 조금 느린 자진모리장단으로부터 점차 빠른 안땅장단과 잦은

굿거리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작품 <농악>의 장단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천년아리랑》중 <농악> 장단구성표

구분 A B C

장단 자진모리 안땅장단 잦은 굿거리

③ 2009년 대형조선족민족가무《장백산 아리랑》終章: <장백고운>

<장백고운(長白鼓韻)>은 2009년 중국공산당창건 60돐 헌례(獻禮)작품으로

창작된 대형조선족민족가무《장백산 아리랑》중의 終章 작품이다. 이 작품의

안무는 연변가무단의 안무가 김희이고, 작곡은 연변가무단의 작곡가 황기욱

(黃基旭)이다. 작품의 제목과 같이 북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전체 공연시간

7분 44초에서 북의 리듬연주 부분이 5분 4초이고 여자 북춤과 남자 상모춤의

장면이 2분 40초로 구성되었다. 선율은 <아리랑> 선율로 시작을 하고 변주부

분도 추가를 하여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북들의 리듬부분이어서 생략

하고 두 번째 부분의 북춤과 상모춤의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겠다.

두 번째 부분의 음악구조는 장단변화에 의해 a+b의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의 상세한 작품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0)

a부분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 꽹과리의 잦은 굿거리 두 장단으로 시작

된다. 주선율은 새납의 연주로 <아리랑> 선율 16마디를 두 번 반복한다. a부

분은 여자무용수들이 북을 메고 춤을 추는 장면들이다.

190) 《장백산 아리랑》작품의 영상자료는 연변가무단의 자료실에서 제공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終

章 <長白鼓韻>부분만 본 논문의 연구자가 음악을 채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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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1>《장백산 아리랑》중 <장백고운> a부분

♩=120～130

선율연주: 새납

b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휘모리장단에 맞춰 40마디의 선율로

구성되었다. 17마디부터 25마디까지는 휘모리장단에 맞춰 소상모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다. 8마디의 꽹과리와 난타북의 휘모리장단과 함께 중상모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는 리듬을 점점 빠르게 몰고 갔다가 짧은

리듬형의 휘모리 장단과 대조되는 장음(長音)연결의 선율진행으로 이루어진

다. 두 개의 악구를 기본 패턴으로 반복하면서 조금씩 선율이 변주된다. 47～

49마디의 선율은 앞부분의 주제선율인 민요<아리랑>의 선율형을 다시 재현

되면서 장상모 무용수가 등장하면서 작품의 고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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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2> 《장백산 아리랑》중 <장백고운> b부분

b

♩=150～160

장단연주: 꽹과리와 난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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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09년 대형조선족민족가무《장백산 아리랑》중 終章 <장백고운>

의 음악구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잦은 굿거리장단과 휘모리장단을 중심으

로 잦은 굿거리장단에서는 새납이 <아리랑> 선율을 반복하여 연주한다. 휘모

리장단부분에서는 장상모의 리듬에 맞춰 장음지속의 선율형이 빠른 휘모리장

단과 대조를 이루며 진행된다.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은 난타북과 상모의 조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장백고운>의 장단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5>과 같다.

<표 45>《장백산 아리랑》중 <장백고운> 장단구성표

구분 a b

장단 잦은 굿거리 휘모리

이상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3개의 농악 작품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첫째, 대형작품의 마지막 고조부분의 출현으

로 장단의 구성에서 휘모리와 안땅장단을 중심으로 빠른 장단가락을 많이 사

용한다. 둘째, 칼춤과 난타북 등 새로운 요소들을 농악작품에 도입하는 것이

다. 셋째, 꽹과리와 새납, 상모는 농악의 상징이다. 즉, 세 개의 농악 작품에

모두 꽹과리의 장단가락연주부분과 새납의 민요선율 연주, 소상모, 중상모,

장상모의 상모놀이부분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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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굿 형식의 농악무

왕청현은 잠재된 문화적 기초가 깊은 지방으로 1996년에 길림성 사회문화

선진현(先進縣)의 대열에 돌입하였다. 1999년에 국가문화부와 인사부에서 왕

청현을 전국문화선진현으로 명명하였다. 왕청현은 “상모춤의 고향(象帽舞之

鄕)”·“조선족가무의 고향(朝鮮族歌舞之鄕)”·“중국민간예술의 고향(中國民間藝

術之鄕)” 등등의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중국 조선족 농악무”가 왕청현의 가

장 대표적인 민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조선족 농악무는 국무원의 첫 번째 국가무형문화재 명단에 들

어가게 되었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09년 9월, “중국 조선

족 농악무”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왕청현

문화관의 김명춘(金明春)191)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국

조선족 농악무 전수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왕청현의 농악무는 2007년 9월에 현위(縣委)와 현정부(縣政府)의 지지

로 성립된 조선족농악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단체인“왕청현상모무예술단(汪

淸縣象帽舞藝術團)”을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왕청현상모무예술단의 대표

작품이 바로 판굿 형식의 농악무 《풍수락(豊收樂)》이다.

농악무《풍수락》192)은 2010년 3월에 왕청현상모무예술단이 북경에서 개최

한 전국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종목의 합동공연에 참가한 작품이다. 농악무

《풍수락》작품의 편성은 다음 <표 46>와 같다.

<표 46> 2010년 농악무《풍수락》편성표

편

성

(晉鼓)

(농기)

새

납
꽹과리

장

고
북 징

남자

무용수

여자

무용수
(중상모) (장상모)

인

수
(1) 1 1 2 2 1 6 6 (5) (1)

편성에서 악기잽이로는 새납 1인, 꽹과리 1인, 장고 2인, 북 2인, 징 1인이

191) 김명춘(金明春), 1958에 왕청현에서 태여난 조선족 농민으로부터 왕청현 지방의 작은 대대의

무용수로부터 중국 국가문화부에서 임명한 “中國朝鮮族象帽舞大王”의 명예까지 지니게 되었다.

192) 농악무 《풍수락》의 중국식 명칭은 원생태농악무(原生太農樂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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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자 소고 무용수 6인(晉鼓 1인 포함), 여자 장고무용수 6인으로 편성되

었다. 농기는 작품의 마지막 장상모가 등장할 때 진고(晉鼓)를 치던 무용수가

들고 입장한다. 전체 작품은 장단의 변화에 따라 A+B+C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상세한 작품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3)

첫 번째 A부분은 3분박 4박자 12/8박자의 잦은 굿거리장단을 중심으로 구

성되었다. 5～14마디는 진고의 솔로리듬부분으로 늦은 데로부터 점차 빨라지

면서 15마디부터 꽹과리, 장고, 북, 징의 타악기 합주가 두 장단 이어지며 새

납의 선율이 시작된다. 27마디와 28마디의 타악기 잦은 굿거리 두 장단에 이

어 민요 <풍년가> 선율 8마디로 이루어진다. 원 민요 <풍년가>의 선율 중에

서 장식음은 모두 제외되고 골격적인 부분만으로 만들어진 선율이 연주된다.

A부분에서 무용수들은 악기잽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원 진형을 이루며 소고

춤을 춘다.

<악보 16-1> 2010년 농악무《풍수락》A부분

선율연주: 새납

장단연주: 진고

193) 농악무《풍수락》의 작품분석과 음악의 채보는 왕청현상모무예술단 공식사이트에서 제공한 영

상자료를 통하여 완성한 것이다. http://nongyuewu.c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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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0

두 번째 B부분은 3분박 느린 4박자의 12/8박자 굿거리장단으로 시작된다.

총 두 개의 악구로 구성된 선율에서 첫 번째 악구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의

전주형식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악구는 굿거리장단에 맞춰 민요 <풍년가>

의 선율을 연주한다. 악기잽이들은 새납 연주자를 중심으로 무대 중심에서

작은 원형으로 서서 악기를 연주하고, 무용수들은 악기잽이들의 양쪽에 두

줄 진형을 이루어 춤을 춘다.

<악보 16-2> 2010년 농악무《풍수락》B부분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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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C부분은 2분박 빠른 4박자의 4/4박자 안땅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상모놀이를 중심으로 한 C부분의 장단연주에는 고정장단을 반복 연주한다.

변형장단의 연주가 적으며 무용장면에 의해 속도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46～

81마디까지는 남자 소상모와 여자 장고춤 부분이다. 82～85마디의 장단가락

에 이어 남자 중상모 무용수 5인이 등장하여 중상모의 기교를 보여준다. 10

6～131까지는 고정된 장단가락의 반복 연주로 중상모 무용수 3인이 여러 가

지 상모 춤사위를 보여준다. 132마디부터 다시 새납 선율이 시작되는데 139

마디까지 민요 <풍년가>의 선율을 두 번 반복하고 140마디부터 147마디까지

는 민요 <뽕따려 가세>의 선율을 연주한다. 이 부분은 장상모 무용수의 기교

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악보 16-3> 2010년 농악무《풍수락》C부분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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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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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0

이상은 2010년 농악무《풍수락》작품의 음악구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판굿 형식의 농악무로 개편한 이 작품이 기타 연변 조선족 무대농악무작품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새납, 꽹과리, 징, 장고,

북의 연주로 진행된 점이다. 장단구성은 여전히 무용음악의 <빠르게-느리게-

빠르게>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고 장단연주에서는 고정된 가락의 반복연주가

많이 진행된다. 장단에 맞춘 선율은 <아리랑>, <풍년가>와 <뽕따려 가세>

의 선율들을 많이 사용하였다.《풍수락》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판

굿에서의 화려한 상모의 곡예이다. 장고무용수가 중상모의 상모짓 사이를 왔

다 갔다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 32미터의 긴 장상모에 여러 가지 묘기를 보

여주는 것 등이다. 작품 <풍수락>의 장단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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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10년 농악무《풍수락》 장단구성표

구분 A B C

장단 잦은 굿거리장단 굿거리장단 안땅장단

3. 소결

제4장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변 조선족 농악이 발전되고 있는 모

습을 특징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연변 조선족

농악은 소수민족전통문화를 보호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두 가지

의 발전방식을 모색하였다. 하나는 중국 축제문화의 영향 하에 끊임없이 전

통예술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인 연변가무

단의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무형문화재정

책의 영향으로 전통농악의 형식들에서 점차 벗어나 화려하게 무용예술화된

농악무를 다시 소박한 마을농악의 판굿 형식으로 개편한 농악작품이다.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 작품의 특징은 농악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화

려한 부분을 작품의 수요에 의해 삽입했다는 점이다. 즉 대형작품의 마지막

고조부분에 출현된 농악은 장단의 구성에서 휘모리와 안땅장단을 중심으로

빠른 장단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칼춤과 난타북등 새로운 요소들을 농

악작품에 도입하기도 하지만, 농악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는 꽹과리와 새납,

상모는 모든 작품에서 출현되는 요소이다.

판굿 형식의 농악무는 서양악기나 전자음악의 무용음악반주로 공연되는 무

대농악무를 다시 타악기의 장단가락에 맞춰 놀이판을 벌리는 마을농악의 모

습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으로 개편한 것이다.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판굿 형

식 농악무의 특징은 특정된 몇 개의 장단가락 즉 잦은 굿거리, 굿거리, 휘모

리, 안땅장단의 고정된 장단가락의 연주에 화려한 상모의 곡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유형의 농악은 전문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악의 새로운

형태이고,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농악은 여전히 2000년대 이전의 무대농악

무와 광장농악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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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국 조선족 농악은 조선의 이주민과 함께 중국에 정착하게 된 한반도의

전통 민속예술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 농악을 발전변화양상에 의

해 이주기부터 1960년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세 개 시기로 나누어 사회배경과 함께 시기별 대표적인 농악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 시기별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화양상과 그 음악적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기부터 1960년대 조선족 농악의 정착시기에서는 중국에서 농악이 주로

행해진 대표적인 세 개 지역, 즉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에서 농악의 분포와 그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길림성 연변지역의 안도현

신촌에는 경상남도 농악, 화룡현 두도구에는 강원도 농악, 용정시 팔도향에는

경상북도 농악들이 유입되었고, 흑룡강성의 녕안시에는 경상남도 농악이 유

입되었고, 상지시의 조선족 마을에도 농악이 행해졌지만 어떤 농악인지는 불

분명하다. 요녕성의 심양시에는 경상북도 대구지역의 농악, 본계시 환인현에

는 평안북도의 걸립농악이 유입되었으며, 그리고 철령시의 “朝鮮族農樂假面

舞”도 한반도에서의 이주를 통해 중국사회에 유입된 것이다.

연변 조선족 초기 농악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지역

인 연변지역의 이주 집단 중에서 “경상남도 농악마을”로 불리는 안도현 신촌

마을의 농악과 한국 경남 부산아미농악과 진주삼천포농악의 편성양상과 구성

형식을 비교한 결과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농악대의 편성에서는 타악기잽이인 꽹과리, 징, 장고, 북과 채상소고와 고깔

을 쓴 각시들이 편성된 외에 마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집사로 편성

하고, 지게꾼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을농악에서 행해지는 지신밟기

의 내용은 한반도로부터 전승된 것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배경과 생활의 변

화에 맞춰 지역적 특징을 기본내용으로 한 사설을 부른다는 것이 안도신촌

농악의 특징이다.

또한 안도신촌 농악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화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가 있다. 안도신촌에서 이주 초기부터 마을에서 농악대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사실은 마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수(指數)가 된다.

80년대까지 이 마을은 타 지역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상도 집단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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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마을이나 지역 사람들의 참여가 전혀 없이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농

악대를 구성하고 운용하였다. 마을민만으로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농악의 활발한 전승에만 그 의미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악이 마을의 문화

는 물론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

전승 및 자체적 구성력을 유지해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안도신촌의 농

악은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그 문화

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주기부터 1960년대까지 안도신촌에서 행해진 농악은 생산을 담당

하는 두레패들이 주축이 된 마을 단위의 소박한 마을농악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조선족 농악의 발달에서는 우선 80년대 마을농악에

서 연희농악의 판굿 형식으로 발전된 조선족 농악과 남·북한 연희농악의 편

성과 채굿 가락의 비교를 통하여 이 시기 연변 조선족 연희농악의 편성특징

과 음악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연변 조선족 연희농악의 특징은

남·북한 연희농악에 모두 편성되지 않는 여자북춤․지게춤․부채춤․장고

춤․탈춤․할머니․할아버지․어린이북춤 등이 편성되는 것이다. 80년대 연

변 조선족 연희농악이 북한과는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고, 한국 연희농악과

는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안도신촌의 마

을농악은 이주시기 한반도에서 전승이 된 것인데 새 중국 창건 후 중국은 북

한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승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문화대혁명 후부터 소수민족정책의 영향

으로 조선족의 전통민속예술도 중국 현지의 영향으로 많은 발전을 가지게 된

다. 특히 축제나 경축대회의 공연 수요로 소박한 마을농악이 화려한 연희농

악으로 변화를 해야만 하였기에 당시 안도현이나 연변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와 민속춤이 연희농악에 편성되었다. 이것이 안도신촌 연

희농악에 여러 가지 민속춤과 놀이가 편성된 이유이다.

1980년대 이후의 연변 조선족 농악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1채부터 6채까지의 채굿 가락은 3분박 4박자의 12/8박자의 가락과 2

분박 4박자의 4/4박자의 가락으로 두 개 유형의 장단 가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연주되는 엇모리형의 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전체 채굿의 속도변화로부터 볼 때 연변 조선족 농악은 1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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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는 가락에서 2채와 3채는 빠른 가락, 4채는 느린 굿거리장단, 5채와 6

채는 다시 빠른 가락으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속도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셋째, 가락의 연주에서는 규칙적인 고정된 가락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변

주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의 가락연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채굿과 함께 진행되는 새납의 선율연주에서는 즉흥적인 선율연주보

다 민요의 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민요로는 <풍년가>와 <뽕따려

가세>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연변 조선족 농악에는 무대농악무와 광장농악무의 새로

운 공연형식이 등장한다. 이 시기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은 전문 예술

단체인 연변가무단과 왕청현 문화관 소속의 비전문 예술단체들에서 창작 공

연한 무대농악무 작품과 연변군중예술관의 광장농악무 작품들을 음악 중심으

로 분석하고, 북한 농악무 작품의 음악적 특징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결

과 연변 조선족 농악무의 음악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농악

무의 음악에서 잦은 굿거리장단과 느린 굿거리장단을 많이 사용하며 잦은 굿

거리장단에는 민요 <뽕따려 가세>, 느린 굿거리장단에는 민요 <풍년가>의

선율이 함께 사용된다. 빠른 장단에서는 잦은 굿거리장단, 휘모리장단, 안땅

장단으로 바뀌면서 선율도 민요 <흘라리>나 연변 창작가요 <자치주성립경축

의 노래>등으로 바뀌지만 느린 굿거리장단에서는 창작선율 외에는 민요 <풍

년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선민족의 농악이 농경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온 영향으로 풍년을 축원하며 농악을 울리는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민

요 <풍년가>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꽹과리의 장단가락은 서양악기의 편성에서도 꼭 함

께 쓰이는 대표적 악기로 농악무의 작품에서 장단가락의 연주부분이 꼭 출현

되며 이와 병행되는 것은 농악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인 상모놀이이다. 민족

적인 맛의 음악을 위해서 민요와 조선장단을 강조함이 북한 민족음악의 특징

이라면 연변의 민족음악도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변 조선족 농악과 농악무의 변용을 연변가무단의

대형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작품과 왕청현상모무예술단의 판굿 형식의 농악

무 작품을 통해 이 시기 연변 조선족 농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형



- 209 -

가무작품에 삽입된 농악 작품의 특징은 농악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화려한 부

분을 작품의 수요에 의해 삽입하는 것이다. 즉 대형작품의 마지막 고조부분

에 출현된 농악은 장단의 구성에서 휘모리와 안땅장단을 중심으로 빠른 장단

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칼춤과 난타북 등 새로운 요소들을 농악작품에

도입하기도 하지만 농악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는 꽹과리와 새납, 상모는 모

든 농악작품에서 출현된다.

판굿 형식의 농악무는 서양악기나 전자음악의 무용음악반주로 공연되는 무

대농악무를 다시 타악기의 장단가락에 맞춰 놀이판을 벌리는 마을농악의 모

습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으로 개편한 것이다. 연변 조선족 농악에서 판굿 형

식 농악무의 특징은 특정된 몇 개의 장단가락 즉 잦은 굿거리, 굿거리, 휘모

리, 안땅장단의 고정된 장단가락의 연주에 화려한 상모의 곡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 농악은 이주시기 농악을 했던 민간예인들을 중심으로 전파

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단위로 농악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므로써 조선족 사

회에 정착되고 전승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10

년간의 침묵기를 거치게 되었고 전승이 단절되었던 조선족 농악은 문화대혁

명이 끝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대외개방의 전통예술

교류를 통하여 다시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융성시기를 맞이한

조선족 농악은 이주 초기의 농악을 기초로 무용전문가들에 의해 무대예술작

품인 “무대농악무”로 재창조되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토착화를 실현하기 위

하여 새로운 “광장농악무” 작품들도 재창조되었으며 소수민족축제문화의 영

향 하에 대형가무작품들에서 농악이 변용되기도 하였고, 중국무형문화재의

영향으로 초기 마을농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굿 형태의 농악무 작품들도 다

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한반도에서 전승된 농악이 중국 현지에서는 농악에서의 춤을 중심

으로 한 농악무의 형식으로 많은 발전양상을 보인다. 이는 북한 농악무의 영

향을 많이 받았다고 추정되지만, 실제 북한 농악무 자료의 결핍으로 더 자세

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차후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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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ak (農樂) of the Korean-Chinese (朝鮮族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is one of the traditional folk art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inherited by the land of China as a result of the immigration of 

Koreans. This paper first looked into nongak which has settled in China 

during the immigration period because of the immigrants of various 

regions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Jilin (吉林) Province Yanbian 

(延邊) the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Heilongjiang (黑龍江) 

Province․Liaoning (遼寧) Province of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lso, 

the paper conducted research into the transitional process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Nongak of the Korean-Chinese in Yanbian, which was 

poised as the representative peasant music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the settlement period of the nongak of the Korean-Chinese from the 

immigration period to the 1960s, nongak of Gyeongsangnam-do (慶尙南道) 

was introduced to Sinchon (新村), Ando-hyeon (安圖縣) in the Yanbian 

region of Jilin Province whereas nongak of Gangwon-do (江原道) was 

introduced to Dudogu (頭道溝), Hwaryong-hyeon (和龍縣) and nongak of 

Gyeongsangnam-do was introduced to Nyeongan-si (寧安市) of 

Heilongjiang Province. Also, nongak was performed in the Korean-Chinese 

village of Sangji-si (尙志市); however, it is unclear what kind of nongak it 

was.

  In Simyang-si (沈陽市) of Liaoning Province, nongak of the Daegu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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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Gyeongsangbuk-do (慶尙北道) was introduced while geolip (乞粒) 

nongak of Pyeonganbuk-do (平安北道) was introduced to Hwanin-hyeon 

(桓仁縣), Bongye-si (本溪市). Also, the <Mask dance with nongak of the 

Korean-Chinese (朝鮮族農樂假面舞)> of Cheollyeong-si (鐵岭市) was 

confirmed to have been introduced to Chinese society through immigration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nongak of the Korean-Chinese in Yanbian, 

which is the representative nongak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may be discover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organizational patterns 

and compositional types of nongak of the Sinchon village of Ando-hyeon, 

which is called the ‘nongak village of Gyeongsangnam-do’ among 

immigrants groups in the Yanbian region, the major target region of this 

research, and Busan (釜山) Ami (峨嵋) nongak and Jinju (晉州) 

Samcheonpo (三千浦) nongak of Gyeongsangnam-do, Korea.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gak of Sinchon, Ando, it appoints a person of 

the highest position in the village as a butler (執事) while including a 

burden carrier aside from the formation of gaksis (wives) who are 

equipped with kkwaenggwari (traditional small gong), jing (gong), janggo 

(杖鼓, traditional Korean drum), drum and chaesangsogo (small drum) 

while putting on a conical hat as percussionists in the organization of a 

nongak band. 

  In addition, regarding the contents of jisinbalbgi which is performed in 

village nongak, it is the characteristics of nongak of Sinchon, Ando that 

verses are sung with the basic contents of local characteristics attuned to 

the social background and change in life based on what was inheri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Nongak of Sinchon, Ando has cultural value 

and meaning in that it has played a role as a central axis that has led 

the village. In short, nongak which has been performed in Sinchon, Ando 

from the immigration period to the 1960s may be simple village nongak 

which is mainly performed by a farmers' cooperative group that is 

responsible for produc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the Korean-Chinese 

nongak, which has changed from village nongak to the pangut type of 

banquet nongak of Sinchon, Ando during the 1980s in the transition of 

nongak of the Korean-Chinese in Yanbian from the 1960s to the 2000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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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mposed of a female drum dance․carrier dance․fan dance․janggo (杖鼓) 

dance․mask dance․grandmother’s drum dance․grandfather’s drum dance․
children’s drum dance which are not fully included in banquet nongak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is a change from simple village nongak to 

brilliant banquet nongak along with the inclusion of diverse folk dances 

and plays owing to the demand of local feasts or celebrative competitions 

in China in a situation in which it became impossible for traditional 

nongak to be consistently inherited.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Chinese nongak in Yanbian 

after the 1980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chaegut from 1 chae to 6 

chae is based on two types of a rhythmic tune which is a 12/8 beat tune 

of triple rhythm and 4 beats and 4/4 beats of duple rhythm and 4 beats, 

while rarely it uses eotmori style rhythm which is performed in Korea. 

Second, given the change in the speed of the entire chaegut, the 

Korean-Chinese nongak of Yanbian features a change in speed such as 

'fast-slowly-fast' with a tune which shows the beginning of 1 chae, and 2 

chae and 3 chae of fast tune, 4 chae of slow gutgeori rhythm, and 5 

chae and 6 chae which are again fast tune. Third, in the performance of 

the tune, it plays regular, fixed tune repetitively while tune performance 

of an individual player, which shows off personal competence with free 

style variations, can be barely found. Fourth, in the melody performance 

of saenab (traditional woodwind), which is performed together with 

chaegut, it uses folk melody more often than improvised melody 

performance, and as its representative folk song, there are <Pungnyeonga 

(豊年歌, song for a bumper year)> and <Ppongttareo gase (let’s pick 

mulberrie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dance with nongak which appear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Korean-Chinese nongak of Yanbian involve the 

following. It often employs frequent gutgeori rhythm and slow gutgeori 

rhythm in the music of dance with nongak whereas frequent gutgeori 

rhythm uses the melody of the folk song <Ppongttareogase> and slow 

gutgeori rhythm uses the folk song <Pungnyeonga>. In fast rhythm, it is 

changed to frequent gutgeori rhythm, heuimori rhythm, and anttang 

rhythm as its melody is also changed to the folk song <Heulrari> or 

<The Song of the Celebra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Autono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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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cture>, a creative song of Yanbian; however, in slow gutgeori 

rhythm, the folk song <Pungnyeonga> is the most often used aside from 

a creative melody. With the influence of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nongak of the Joseon people and agricultural life, the folk song 

<Pungnyeonga> was positioned as representative music along with 

gutgeori rhythm in the Korean-Chinese nongak of Yanbian, which played 

nongak wishing for a bumper year. Furthermore, the rhythmic tune of 

kkwaenggwari, which cannot be missed in nongak is a representative 

musical instrument which is a must item also in the organization with 

western musical instruments, and it appears in the performance of 

rhythmic tune in the dance with nongak works without an exception, and 

it is a sangmo (象毛, hat worn by the nongak performers) play which is 

the most brilliant part in nongak, which accompanies that musical 

instrument. 

  While the characteristic of the folk music of North Korea is the 

emphasis on folk music and rhythm for making music of a national taste, 

the folk music of Yanbian is also confirmed to have such a purport. The 

Korean-Chinese dance with nongak of Yanbian exhibits similar parts in 

the use of rhythmic tune frequently under the influence of dance with 

nongak of North Korea. 

  The Korean-Chinese nongak and dance with nongak of Yanbian has 

acculturated in two types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Nongak which 

was inserted in the large scale songs and dance works of the Yanbian 

song and dance group appears frequently in the climax of the works, and 

often uses the fast rhythmic tune focusing on heuimori and anttang 

rhythm. Also, sometimes it introduces new elements such as sword 

dancing and nanta drums to nongak works; however, kkwaenggwari, 

saenab, mung sangmo, which may be counted as the symbols of nongak, 

appear in all nongak works. 

  Dance with nongak work in the pangut type by the Sangmomu Art 

Group of Wangcheong-hyeon (汪淸縣) is the remake of stage dance with 

nongak which is performed as the dancing music accompaniment to 

western musical instruments or electric music in the appearance of village 

nongak that holds a entertaining stage attuned to the rhythmic tune of 

percussion instruments.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with nongak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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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ut type lie in showing the acrobatics of brilliant sangmo alo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fixed rhythmic tune of frequent gutgeori, gutgeori, 

heuimori, and anttang rhythm by performers.

  The Korean-Chinese nongak of China began to be distributed centering 

on private entertainers who performed nongak during the immigration 

period, and began to settle and be inherited by the Korean-Chinese 

society by being active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 nongak band in a 

village unit. Such the Korean-Chinese nongak went through change and 

advancement from simple village nongak during the early immigration 

period, to brilliant banquet nongak and to stage dance with nongak and 

square dance with nongak that enhanced simple village nongak to become 

artistic. In this way, it has been inherited as nongak in the pangut type 

which is regaining the appearance of a new type of nongak and simple 

village nongak which are created by introducing the current new 

ele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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