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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굿과 두레 굿의 構式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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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嚴式構成形式
11. 마훌굿의 홈式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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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V. 두례풍장의 音業
V. 맺 는 맡 

1. 머 릿 말 

캡이들이 팽과리 • 정 • 장구 • 벡구(法鼓)와 같은 打樂器를 치고 발렴하면서 行進 • 嚴式 • 

놀이플 벌리는 즙樂을 요새는 두루 農樂이라고 이르고 있으나 옛날에 農樂을 치논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農樂 치는 것을 「굿 친다J r매구 친다J r金鼓 친다J r취군 논다J r풍장 친 

다」고 하는 말을 흔히 쓰고 「農樂 친다」는 말을 찰 쓰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農民

들의 農事에만 農樂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요새는 農樂을 주로 民洛行事에 연주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여러가지 民倚的인 嚴式

을 훌機로 연주하였다. 예를 들면 뱃굿， 마당밟이， 다리밟기， 당산제， 두레굿， 결럽굿， 성 

주굿 등이 모두 嚴式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두레굿만이 農民들의 農事에 치는 農樂

이라 할 수 있다. 

당산제는 마을굿을 농악으로 치는 것이며 매굿， 마당밟이， 결랩굿과 같은 농악이 당산제 

의 嚴式構成을 따른다는 것이 대충 밝혀졌다(J) 그러나 두레굿은 農事에 치는 農樂으로만 

알려 졌을 뿐 마당밟이 나 걸럽 굿과 같이 마을굿의 嚴式構成꾀- 같은 점 이 있는지 밝히 지 못 

하고 있다. 나는 두레굿의 공연 事例를 몇가지 들어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嚴式構成이 마 

당밟이， 결렵굿의 경우와 같이 마을굿과 같은 점이 있는가 따져 보고자 한다. 

11. 마을굿의 憐式構成

냐는 채수굿， 도신， 천신굿， 안택굿과 같은 家察블 「칩굿」이라 이르고， 오구굿， 씻깅굿， 

(1) 李輔亨 「神대 와 農雄」 韓國文化A類學 第八輯(서 울 :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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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귀， 시왕굿과 같은 愚靈察를 넋굿이라 얼렀듯이 서낭굿， 당굿， 산신굿， 별신굿， 대통 

굿과 같은 部落蔡를 마을굿이 라 이 른다. 

마올굿에는 옳山市 東策區 海雲臺 尾浦의 別神굿 (2)과 같이 무당의 歌舞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고 全羅南道 뿔홉顆 훨島뭄 長住里 堂察 (3)와 같이 農樂으로 이루지어는 경우도 있 

고 忠淸北道 판陽郵 大關面 龍夫院里 山神察 (4)와 같이 察官의 敵蓋讀祝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다. 마을굿은 무당의 歌舞로 이 루어 지든， 마을사람들의 農樂으로 이 루어 지 든， 聚官

의 讀祝으로 이루어지든 어느 경우에나 굿에 칩돌이(家家짜증fJ)가 덧붙는 것이 많다. 

나는 마올굿의 嚴式이 忠淸北道 판陽郵 大關面 龍夫院里 山神聚 15)와 같이 본굿(本察) 만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全羅南道 珍島鄭 臨堆面 屆浦里 洞察(6) 나 全羅北道 金環那

金構面 서도마을 洞察17)와 같이 당굿(堂察)-접돌이 (家家迎誼)로 嚴式이 構成되었다든 

가， 京鍵道 흉陽郵 射흉洞 도당굿 18) 이나 서울市 龍門洞 南↑台將軍堂 풀굿 (9)과 같이 당굿(堂 

聚)-접돌이 (家家迎誼)-당굿(堂察)으로 嚴式이 構成 되 었다든가， 옳山市 東菜區 海

雲臺 尾浦 別神굿(10) 이냐 江原道 江陸市 江像端午察(11)와 같이 당굿(堂察)-접돌이 (家家

逃짧)-본굿 (本察)으로 嚴式이 構成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12) 

접돌이는 마을굿에서 굿패들이 서낭대(神후)나 서낭기(神雄)를 들고서낭당(神풀)에 가서 

서낭을 받고 서낭대를 앞세우고 風樂을 울리면서 마을 접접마다 도는 嚴式을 가리키는데 

京驚道 大同굿에서는 이것올 「돌돌이」라 부른다. 접돌이는 三鉉六角과 大吹打 樂隊가 동원 

되는 수도 있지만 흔히 農樂으로 질굿을 치는 경우가 많다. 農樂에서 당산제란 農樂으로 굿 

을 하고 農樂으로 칩돌이를 하고 農樂으로 판놀음을 벨리는 마을굿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 

라서 農樂으로 밸리는 당산제는 嚴式으로 보면 마을굿에 들고 즙樂으로보면 農樂에 든다고 

할수 있다. 

農樂으로 밸리는 마을굿 즉 당산제는 당산굿--샘굿--접돌이--판굿으로 構成되고 

정돌아는 문굿--마당굿--조왕굿--조주굿--성주고사로 構成되는 바 農樂에서 매굿 

(2) 李輔亨 「포倚音樂」 韓國民f~縣合調훌報告뿔 第三冊 慶南編(文化財管理局 1972) , pp.272"'278. 
(3) 李삼鉉， r民倚훌術」 韓園民倚學職論 (서 울 : 民聚書館 1974), pp.267"'269. 
(4) 張훌훌根， r部落察」 韓國民fUj(合調훌報告書 第七冊 忠北編(文化財管理局 1976) , p.110. 
(5) 註 4 와 같음 

(6) 題훌根， r部落 및 家處信때」 韓園民倚蘇合調훌報告書 i 第-→冊 全南編(文化財管理局 1969) , pp. 
228"'229. 

(7) 李鍾哲， r서 도 部落쯤의 考察」 韓園文化A類學 第四輯(韓國文化A類學홉 1971) , pp.91"'93. 
(8) 村山智順， 部溶흉(京城 : 朝蘇總’짧府 1937) , pp.11"'12. 
(9) 金泰坤， r韓園神堂돼究」 국어국문학 제 29호 (국어국문학회 1965) , pp.87"'88. 
(10) 註 2 와 같읍 

(11) 任東樓， r江陸端午聚」 韓國民洛學論었 (서울 : 宣明文化社 1971), pp.225"'228. 
(12) 註 1 과 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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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밟이 • 결 렵 굿이 이 와 같은 慶式構成을 갖는다. 

매굿은 湖南地方에서 섣달 그음날밤 農樂으로 벨리는 마을굿으로 당산제와 같은 慶式構

成을 갖으나， 당산굿을 간소하게 치 고 집 굿도 간단히 친다. 

마당밟이는 正初에 여러날을 두고 農樂으로 당산제와 같이 벨리는 마을굿으로 일명 地神

밟기， 짧底굿， 뜰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당밟이는 당산제와 같은 嚴式構成을 갖으나 

당산굿을 간단히하고 접돌아를 크게 하는 것이다. 

갤럽굿은 돈이나 쌀을 걷기 위하여 마당밟이와 같이 밸리는 農樂으로 嚴式構成은 마당밟 

이와 같다. 

111. 투레굿의 蘇式構成

두레 란 마을 단위로 모든 일꾼들이 큰 일을 힘을 모와 함께 해내기 위하여 짜여진 모임 

이다. 두례에는 일.강의 종류에 따라 검매기두레， 모내기 두레， 풀베기두레， 질삼두레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김매기 두례에 農樂이 딸린다. 두레패들이 치는 농악을 두레굿 또는 두 

레풍장이라 이른다. 

1. 두레굿의 훌ølJ 

지금 두레굿은 없어진지 오래이고 또 4.50년 전에 전승되던 것도 거의 검멜 때 길군악이 

나 치고 호미결이날 술먹고 농악치며 노는 것으로 退化되어 두레굿에 관하여는 체계적으로 

보고 된 바 없었다. 따라서 두레굿과 마을굿과 嚴式構成에 관하여 조사할 마땅한 자료가 

많치 않으묘로 먼천 조금이 라도 嚴式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몇가지 두레굿의 事例를 열거하 

고자한다. 

(1) 珍島郵 智山面 仁智里 대 동굿 

진도 씻김굿 保有者 朴秉千(男 1933年生)에 의하면 全羅南道 珍島郵 智山面 仁智里에서 

는 두레 짜는 것을 「대동차련다」 또는 「대동선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김 댈 때냐 馬草

벨 때와 같이 큰 일에 흔히 대동을 차렸던 바 그 가운데 「황중밭 맨다」하여 조밭 멜 때 가 

장 크게 차렸다고 한다. 밭 깅도 초별， 두벨， 만물(망종) 이렇게 세벨 매는데 만물에 대동 

을 차려 매는 경우가 많았다. 

대동을 차려게 되면 먼저 영창(영좌) 칩사 등 임원을 갱하고 당제를 지낼 준비를 하는데 

대동 차럴 때 지내는 당제를 대동굿이라 불렀다 한다. 임왼틀은 당제날 까지 버린 음식 안 

먹고 꽃은 곳에 가치 아니하고 夫歸가 각방 잠자리를 하면서 근신하고 제물을 장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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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차리는 날 새벽에 대통굿올 한다. 우당과 제관과 죄꾼들이 제관집에 모이고 징올 

친다. 새벽에 정 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올 일체 멈추고 집안에서 근신 한다. 

무당과 제관과 쇠꾼들이 먼져 당산으로 가서 제를 지낸다. 令雄와 龍雄(대동기)가 앞서 가 

고 쇠꾼틀이 질굿을 치며 딸아가고 무당과 임원과 제관들이 제물올 들고 뒤 따른다. 당산 

에 이르면 令雄와 龍雄를 당산 곁에 꽂고 쇠꾼들은 당산 앞에 일렬횡대로 선 다음 상쇠가 

「벅 구여 」하고 소리 치 면 쇠 꾼들이 「예 」하고 대 랍한다. 상쇠 는 다시 「당산 할아버 지 당산할 

머니 모시고 당산 주산을 잠간 치면 오방신장 육방천융에서 잡귀잡신을 밀막는다니 당산주 

산을 참간 치세」하고 소리치고 나서 쇠꾼들이 들당산굿을 친다. 

쇠꾼들이 들당산굿을 치는· 동안 무당과 제관과 임원들은 제물을 차린다. 쇠꾼들이 들당 

산굿을 마치고 나면 쇠꾼들은 농악을 그치고 그대로 서 있고 무당과 제관이 당제를 지낸 

다. 우당이 악기 반주 없이 말로 「海東朝蘇 全羅道 珍島郵 智버面 仁智里 마을에서 o。年

。月。日날에 날 받어 대동을 차려 00당 할머니에게 고하니 하관통촉하십이요」 하는 내 

용으로 빌고 나서 소지 올린다. 

당제를 마치면 쇠꾼들은 쇠로 굿올 이루고 인사굿올 친 다음 令雄와 龍雄를 앞세우고 질 

굿을 치며 마올로 내려와 제관칩에 이르러 정을 친다. 징소리가 나면 마올 사람들은 당제 

가 끝난 줄 알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임원플과 쇠꾼들은 제관접에서 조반을 들고 정을 치 

면 마을 일꾼들이 모여든다. 

일꾼들이 모이면 질굿을 치거나 질1il냉이를 부르면서 밭으로 나 간다. 밭에 이르면 쇠꾼 

들이 굿올 이루고 일꾼들이 일렬로 늘어 절 때 흥겹게 친다. 일꾼들은 「화중밭소리」를 하 • 

며 김올 맨다. 일꾼이 많올 때에는 쇠꾼들은 화중밭소리에 마추어 쇠를 치며 일꾼이 척을 

째에는 쇠꾼들도 깅을 매고 북캡이만 혼자 서서 북을 치며 소리를 이끌어 나간다. 딴 밭으 

로 옮겨 칼 때에는 쇠꾼들이 질굿을 치거나 얼꾼들이 질1교냉이을 부른다. 

검을 다 매고 마을에 들 때에는 질굿을 쳐거나 질꼬냉이를 부르는데 겁을 다 맨 경우에 

는 (흔히 하루에 다 맨다) 일꾼들이 보(頂水池)에 가서 쇠가락에 춤을 추며 호미를 씻고 폼 

을 씻는데 이것을 「호미씨세」라 부른다. 호마를 씻고 일꾼들은 질표냉이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와 저녁을 내기로 한 大家힘에 들어가서 놀고， 쇠꾼들은 당산에 들려 날당산굿을 치고 

마을로 내려와 大家흰에 들려 일꾼들과 합류한다. 

져녁을 먹고 밤에는 마당에 모닥불윷 피우고 소고플 치면 션소리를 부료고 판놀음융 벨 

린다. 

다음날 저녁에 쇠꾼들이 명태등 간단한 체물을 차리리고 농악을 치며 삼거리나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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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제물을 땅에 놓고 모닥불을 피우고 농악을 잠깐 진 둬에 모닥불을 차례로 넘은 다 

음 인사굿을 치고 냐서 쇠를 끄치고 일체 쇠소리를 내지 않고 마을로 들어 온다. (쇠 소리 

를 내면 잡귀가 따라 온다고 한다) 

(2) 高陽뿜 松浦面 大化里 호미 걸이 

京驚道 高陽郵 松浦面 大化里에서는 검매가 철에 두례를 쌓아 깅을 매며 두레굿올 쳤 

다 113) 農雄를 앞세우고 두래패들이 풍물로 길군악을 치며 들에 나갔고 農鍵를 논두렁에 

꽂고 검을 매고 마올에 들 때에는 農雄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며 마을에 들었다. 

검매기가 끝나면 날을 받아서 호미결이를 한다. 잘 사는 접칩마다 술 한동이 혹은 안주 

한 가지 씩 맡아서 장만한다. 그날이 되 면 마을 사람들이 農雄를 앞세 우고 풍물로 길군악올 

치며 당산에 가서 당 앞에 제상을 차리고 당제를 지낸다. 당제를 마치고 당 마당에서 농악 

을 치고 놀고 있으면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農鍵를 앞 세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모여든다.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모여들면 이웃 마을 農雄가 大化里 마을 農雄에게 인사를 들이는데 

「雄세배」라고 부른다. 기세배를 마치면 점성 때 폼 되는데 여러 두레패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냐서 다시 풍불을 치고 즐기다가 오후 3시쯤 되면 마올 농사꾼들이 연장을 들고 당마 

당으로 모여 판놀음올 벨란다. 

판놀음은 먼저 농사풀이를 벨리는 것으로 시 작한다. 먼저 가래를 들고 논 두덩 고치느라 

고 가래질 하는 시늄을 하고 농부 풀이 덕석을 뒤집어 쓰고 소 시늄을 하면 여기에 쟁기블 

매고 쟁기로 논을 가는 시늄올 하고 다음에는 써래를 매어 써래로 논 삼는 시늄을 하고 냐 

면 다른 농부가 볍씨 뿌리는 시늄을 한다. 

다음에는 여러 농부들이 나와서 모찌는 시늄을 하며 열소리(모찌기소리)을 부른다. 다읍 

모심는 시늄을 하며 모내기 소리를 부른다. 다음에는 모캅이가 북을치며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겁매는 시늄을 하며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노노。1 
~ :a -1 , 자진놀놀이와 

같은 깅매기 소리를 부르고 이어서 훨훨， 몹돌이와 같은 새 쫓는 소리도 부른다. 

다음에는 풍물로 판놀음을 벨란다. 

(3) 密陽뭄 三門洞 꼼배 기 참놀이 

慶尙南道 密陽郵 密陽몹 農村에서는 김매가 끝나면 百中을 前後로 辰日을 택하여 농부들 

이 풍년을 벌고 풍악을 치며 하루를 즐기는 바 「꼼배기 참놀이」라 불렀고 요새는 「백중놀 

이」로 많이 알려 졌다(14) 

(13) 李輔亨， r音樂 빚 舞觸J ， 韓國民f섭**合調훌報告書 

339"'334. 
第十冊 서올編〔文化財管理局 1979) , pp. 

(14) 鄭隔浩， r密陽百中놀이」 無形文化財調흉報告書 第138號(文化財管理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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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色 천을 감고 쌀 • 콩 • 돈 놀이 마당에 저릅대 (삼대)를 여러개를 왼새끼 9마디로 묶고 

농신대(農神 祝願文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꼭대기에 왼새끼로 꼬아 만든 龍 3개를 달아 

좋)를 만들어 땅에 꽂아 놓는다. 

치며 한 굿판을 가시고 풍물을 먼저 풍물을 치며 부청굿과 같이 「잡귀막이」 굿을 하여 

나서 음 바 탕 논 다음 농신대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두레패들이 둘러셔서 치성율 드리고 

복을 하고 풍물을 치 며 모청 자놀이 (農事풀이)， 작두말， 양반춤， 병 신춤， 범 부춤， 5북놀이 

둥 판놀음올 벌린다. 

(4) 金提郵 萬項面 大同里 솔맥 이 

노는 

날멜논만 

치고 을
 

D 
T 
i 풍

 
全羅北道 金提郵 萬項面 大同里에서는 여름철에 만두레가 끝나는 날 

두레패들 

바 「술맥이」 또는 「호마씻이」라 부른다. 만두례가 끝날 무렵에는 술벡이하는 

남겨 놓는다. 아침에 당산에 農雄와 令雄를 세 워 놓고 나팔올 불고 북을 울리 면 

이 모여든다. 

잠간 친 다 두레패들은 굿을 일우고 쇠가략에 따라 당에 절하고 쇠가락을 자진가락으로 

農雄와 

두레풍장가 

음 令雄와 農雄를 앞셰우고 질굿을 치며 들로 나간다. 일부러 남걱둔 논에 이르러 

令鍵를 논두렁에 꽂고 자진가락을 잠깐 친 다음 농부들은 김올 매고 쇠꾼들은 

락을 친다. 농군들은 만경산타령올 부른다. 김매기를 마치면 令魔와 農雄를 앞세우고 大同

里에서 農事장원한접 상머슴올 우동을 태우고 쇠꾼들은 질굿을 치고 농부들은 지화자 소리 

치며 뚫
 

를 부르며 마을로 폴아온다. 두레패들은 당산에 돌아와 農雄와 令雄를 꽂고 

놀다가 마을에 서 장만한 歐食이 나오면 당산과 農雄에 술을 붓고 歐食을 나누어 먹 으며 저 

물도록 판놀음을 벌리며 논다. 

(5) 井둠郵 泰仁面 泰興里 술멕 이 

全羅北道 井몸郵 泰仁面 泰興里에서는 여름철 두러l패들이 깅을 멜 때 農樂을 친다. 두례 

김매기)에만 만두레(세벌 두벌에는 치지않고 를 짜는 것을 「두레 난다」고 하는 바 초벨 

천다. 

만두레를 하게 되면 아침 일찍 당산에 용당기 (農廳)와 令雄를 세워 놓고 아칩 8시좀 되 

쇠 면 두레패틀이 풍물을 갖이고 당산에 와서 굿을 이루고 당산 앞에 횡대로 늘어선 다음 

가락에 마추어 철을 세변하고 잠간 자진가락을 친 다음 令廠.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들에 

깅을 나간다. 논에 이르면 令雄를 논두렁에 꽂아 놓고 자진가락을 잠간 친 다음 농군들은 

매고 쇠꾼들이 뒤를 따라가며 農樂을 치는대 이 김멜 때 치는 農樂을 「두례 풍장굿」이라 

하고 약하여 「풍장굿」 또는 「풍장」이라 한다. 쇠꾼들은 일꾼들이 논에 들어 갈 때는 「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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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치고 감멜 때는 「지십풍장」올 치고 논에서 깅매기가 끝날 우렵에는 「날풍장」을 치고 

이동할 때 「재념이 풍장」을 치는 둥 여러가지 풍장굿 가락을 친다. <악보 참고〉 

저물어 두레패들이 마올에 틀어올 때에는 주인접 상머슴올 소나 사다리에 태우고 질굿올 

치며 들어 오는바 일꾼들은 「어화어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배꽃타령」을 부르며 들어온 

다. 두례패들어 「어화어화」하고 소리한다고 하여 두레굿을 「어화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인칩에서 술을 내면 음식을 냐누어 먹고 농악을 치다가 기분이 나면 그접 상머슴을 사다 

리에 태우고 질굿을 치며 마을 고샅을 누비기도 한다. 

깅매기가 끝냐면 벡중날 農樂을 치고 노는바 「술멕이」 또는 「어화굿」이라 부른다. 백중 

날 아침 일찍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큰 우물을 품어 내어 깨끗이 하고 거리를 깨끗이 치운 

다음 아침 밥을 먹 고 農雄 • 令魔. 풍물 따위 을 가추고 당산으로 간다. 

당산에는 한핀에 큰 가마를 여러개 걸어 놓고 개둥 짐승을 잡아 삶고 두레패는 農雄 令

雄를 당산에 꽂고 굿을 이루어 먼저 당산굿을 친 다음 당산 마당에서 하루종일 음식을 나 

누어 먹고 농악놀음을 벨리며 논다. 

(6) 洪城鄭 結城面 衝山里 두레 먹 기 

忠淸南道 洪城컴P 結城面 衝버里에서는 검매기 철에 1두려l 굿을 친다. 검은 아시 (초벨) 두 

벌 만물(세벨)을 매는 바 아시부터 두레굿을 친다. 김매기 철에는 아침 일찍 동구에 令雄

龍大廳(農鍵)를 세워 놓는다. 마을 두례패들이 풍물을 들고 용대기 앞에 모여 횡대로 늘어 

서서 굿을 이루고 쇠가략에 마추어 절을 세번한 다음 令題와 용대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며 들로 나간다. 들에 이르면 논둑에 龍大雄 令雄를 세워 놓고 자진가락으로 한 바탕 친 

다음 김을 매는바 김멜 때에는 농악을 치는 때도 있으나 흔히 치지 않는다. 정심이 나오면 

먼저 農雄 앞에 술잔을 부어 놓고 농군들이 쇠가략에 마추어 절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 

다. 김매기를 마치고 마을에 을 때에는 용대기 앞에 늘어서 굿을 이루고 기를 앞세우고 걸 

균악굿을 치며 마을에 들어와서 자진가락을 치고 굿을 파하고 헤어진다. 김매기가 끝나고 

5""10일 안으로 날을 받아서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농악을 치고 노는데 「두레먹기」라 한다. 

두리l 먹는 날은 언덕에 용대기와 令雄를 꽃고 두레패들이 雄 앞에 늘어서서 龍大廳 앞에 

출 석잔을 붓고 굿을 이룬 다음 쇠가락에 따라 철을 세변 하고 그 앞 마당에서 하루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판굿을 치고 논다. 

(7) 江華郵 松海面 率丁里 파접 

京鐵道 江華짧 松海面 率丁里에서는 여름철에 낌을 멜 때 풍물을 쳤다 (151 ‘ 들에 나갈 때 

(15) 李輔훔， r音樂 및 舞觸」 韓國民낌練合調흉報告書 第九冊 京繼道編(文化財管理局 1978) , pp. 

3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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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훌훌雄를 앞 세우고 1풍물로 길군악을 치며 나가고 들에서 2채 3채 등 여허 가락을 친 

다음 農雄를 논두렁에 꽂고 풍물올 놓고 검을 매고 마을에 들 때에도 農鍵를 앞 세우고 길 

군악을 치고 들어와 주인집에서 술대첩을 받고 農樂을 치며 /즐기다가 헤어진다. 

김매기가 끝나면 陰鷹 7月 그픔께 하루 날올 받아서 「파접」을 한다. 이 마을에서는 호마 

결이를 「파정」이라 부른다. 집접이 안주 한가지나 솔 한 말을 시키었다가 그날 아칩이 되 

면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걸게 가추고 언덕에서 치다가 農魔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들을 

한 바퀴 도는데 이 것을 「農事逃詩」이 라 부른다. 농사순방을 하고 다시 마을에 돌아와 언덕 ‘ 

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갖가지 풍물놀음을 벌리고 논다. 

(8) 江像市 洪濟洞 질먹기 

江原道 江像市 洪濟洞에서는 여름철 모섭기와 김매기에 農樂올 친다(161 농군들이 모심 

으러 갈 때 , 모심고 쉴 때 , 모 심고 돌아 올 때 , 김 매 러 갈 매 , 김 매 고 쉴 째 , 김매 고 들 

어올 때 친다. 

김매기를 마치면 하루 날을 잡아서 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어 먹고 農樂을 치며 노는데「질 

먹는다」고 한다. 두례를 잔다는 말을 「질을 깐다」고 하는바 다른 고장에서 두레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절 먹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먹는 날을 받으면 領座가 지정한대로 접접마다 술 • 떡 • 안주 둥 한가지씩 장만한다. 

질먹는 날이 되면 마올 사람들이 풍물올 고루 가추어 치며 農藥雄를 앞세우고 서낭당 앞에 

가서 서낭굿을 치고 하루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農樂을 치고 논다. 머슴을 부리는 접 

에서는 접칩마다 머슴상을 걸게 차려 나오는데 서로 상을 잘 차리려고 경쟁하며 통닭이다， 

육회다 하여 최고의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을 倚稱 「일꾼 생일날」이라고 부른다. 

2. 훌式柳成形式 

4 ， 50 1칸 전에 전승되는 두레굿들을 보면 흔히 깅멜 때 農樂을 치고 나갔고 들어올 때 치 

고 들어 왔고 검매기가 끝나면 날 받아서 그저 農樂을 치며 솔먹고 놀았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레굿이 갖는 嚴式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 嚴式의 흔적이 남아 있 

는 경우에도 嚴式이 부분적으로 탈락된 것들이 많으묘로 앞에 든 事例 가운데 嚴式의 種類

를 추려서 構成해 볼 수 밖에 없다. 

CD 農神 내려 71 

農樂에서 쓰이는 큰 廳는 農雄， 農쫓雄， 大雄， 龍戰. 龍당기， 용둑기， 덕석기， 서낭기 

등으로 부르는 바 農雄는 마을굿에 쓰이는 神廳나 神대(神후)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요 

(1 6) 李輔亨 「音樂 및 舞觸」 韓園民洛縣合調훌報告書 第八冊 江原道編 (文化財管理局 1977) , p.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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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7) 두레패의 農雄 또한 農神의 神雄이며 神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密陽뭄 三門洞 꼼 

배기 참놀이의 두레굿에 세운 農神대가 마을굿의 神대와 같은 모습으효 된 것에서 알수 있 

다. 둬 칩 어 서 恩山別神察와 같이 마을굿에 서 神雄가 두레 페 農雄와 같은 모습으로 펀 곳이 

많은만큼 두례굿의 農雄를 神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密陽몸 꼼배기 참놀이에 두레패들이 農神대에 農神聚를 지내는 것은 農神을 내리는 嚴式

의 대표적인 例이라 하겠다. 高陽郵 松潤面 大化里 호미결이와 珍島 대동굿에서 훌훌雄를 세 

우고 堂察를 지내는 것도 農雄를 神대로 하여 農神올 내리는 例라 하겠다. 이밖에 泰仁面

泰興里 술에이와 같이 당산에서 호미결이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호미결이를 당에 

서 하지 않고 언덕이나 큰 마당에서 하는 경우에도 洪城郵 結城面 衝山里 두레먹기의 경우 

와 같이 農雄를 세워 놓고 술 붓고 굿을 이루고 절하는 것 ?l 農神을 받는 의식이라 하겠다. 

이 때 「덩덩덩덩」 하고 굿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굿을 이루는 「덩덩덩덩」 하는 쇠가락은 

본다 굿에셔 神을 받는 가략과도 같다. 옳提君B 大同里 두례굿의 경우와 같이 김매려 갈 때 

당산에 農雄를 세우고 굿을 이룬 다음 農雄를 앞셰우고 들로 나가는 것이나 洪城郵 衝山里

두레굿의 경우와 같이 洞口에 農雄를 셰워 놓고 두래패들이 굿율 이룬 다음 農雄를 들고 

들로 나가는 것도 모두 農神을 내려는 嚴式이라 할 수 있다. 

@ 들돌이(農事짝옮) 

마을굿에는 칩돌이(豪家젠옮)가 흔히 딸리나 두레굿에는 江華郵 松海面 率丁里 파정에 

틀돌이 (農事~誼)이 보일뿐 다른 고장 호미결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냐는 김 

매러 갈 때 農神을 받은 農雄를 앞세우고 풍물올 치고 들에 나가는 것이 들돌이 嚴式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두레굿이라 하면 흔히 김매기 勞動音樂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두래패들이 김멜 예 두레 

풍장을 치는 고장은 全羅道 西部地域에 한청되고그밖의 地域에서는다만마을에서 들에 나 

갈때， 들에서 마을들때 두레굿으로 걸군악을 치는 것이니 두레굿은 두레패들이 農雄를 앞 

세우고 틀을 들고 냐는 行進音樂과 같응 구실을하고있다. 이것이 두레패의 들돌이(農事짝 

誼)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大同里 술멕이의 경우와 같이 호미결이날 당 

산에서 農廳로 農神올 내려어 받고 農雄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틀에 가서 남겨놓는 논올 

마져 내고 農雄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들어와 호미걸이플 하는 것응 두레패의 질굿이 마 

을굿의 칩돌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두레패의 들돌이라는 것올 보여주는 例라 하겠다. 

@農神굿 

(17) 註 1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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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陽둠 백중놀이， 珍島郵 仁智里 대동굿， 高陽郵 大化里 호미걸이와 같이 農神대나 農雄

를 세우고 察를 지내는 것은 바로 農神굿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호미결이가 農

神굿의 흔적을 잃고 있으나 泰仁 泰興里 술술메이와 같이 당산에서 農雄를 세우고 호미결 

이를 하는 경우도 호미걸이가 農神굿의 嚴式을 갖는 흔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Q 판놀음 

마을굿에 판놀음이 딸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豊農굿인 두레굿의 호미결이에도 판놀음이 

빨린다. 굿판에서 農樂놀이로 판굿올 치기도 하고 密陽 百中놀이나 高陽 大化里 호미결이 

에서 보이듯이 農事풀이， 춤놀이와 갈은 판놀음을 벌리는 것도 볼 수 었다. 

IV. 두레풍장의 音業

대부분의 두레패들은 들에 나갈 때 절굿을 치고 겁매기에서는 쇠를 치지 않거나 치더라 

도 판굿 그밖에 다른 굿에서 치는 것을 그대로 치기 때문에 두레패의 홉樂이 다른 農樂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金提 技安 井뭄 高做 靈光과 같은 湖南 西部地方에 한해서 

「푸레풍장」이라 하여 두례패들이 검멜 때 치는 쇠가락이 따로 있다. <本文 井봅 泰仁面 술 

멕이 參考〉

1977年 4月 2213 "'24 日 에 湖南右道農樂隊(상쇠 : 金四鍾 • 金成樂)가 연주한 두레 풍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두레패들이 들에 나갈 때에는 먼저 〈악보 1>과 같은 가락으로 굿올 이루고 〈악보 2>와 

같은 가략으로 몰다가 〈악보 3>과 같은 가락으로 마치 고 〈악보 4>와 같이 질굿올 치 며 들 

에 나간다. 들에 이 르면 〈악보 1 "'3)와 같이 치 고 나서 〈악보 5)와 같이 들풍장가락올 치 

면 농군들이 논에 들어 간다. 풍장굿은 칭을 치치 않고 팽과리 장구 북을 하나씩만 친다. 

들풍장은 〈악보 6)과 같이 몰다가 〈악보 7)로 몰다가 〈악보 8>로 몰고 냐서 〈악보 1"-'3)과 

같이 치고 마천다. 농군들이 김매기를 시작하면 「지심풍장」을 〈악보 8)과 활이 치고 지심 

매기가 거의 끝나면 날풍장올 치는데 날풍장은 들풍장 〈악보 6>과 비슷하게 친다. 농군들 

이 쌍쌀 때에는 〈악보 1"'3)과 치고 다른 논으로 가거나 마을에 플 때에는 〈악보 4>와 같 

이 질굿을 친다. 

두레풍장 가운데 3+2+3 十 2+2+3+3+2로 混合拍子인 들풍장 날풍가락은 다른 굿에셔 

보기 힘들고 지심풍장도 8分의 12拍子이나 쇠가락 리듭이 다른 굿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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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 는 말 

農樂에서 당산제， 마당밟이 (地神밟기)， 결럽굿과 같은 農樂에는 여러가지 嚴式이 딸리 

는 바 이 慶式의 構成은 서 낭굿 別神굿 堂굿과 같은 마융굿(部羅察)에 보이 는 당산굿--접 

돌이(家家젠語)-본굿--판놀음과 같은 嚴式構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마 밝혀졌으냐 두 

례 굿 農樂은 農民들의 勞作農樂으로만 알려 졌지 두레 굿의 慶式이 마을굿의 嚴式과 같은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두레굿의 嚴式이 거의 퇴화되어 있으나 두레굿에 嚴式이 남아 있는 例를 

추려 보면 두려l 굿에도 農神내리기--들돌이 (農事逃話)-農神굿--판놀음과 같은 嚴式

構成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마을굿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레굿은 豊農

굿 대동굿과 같은 마을굿의 嚴式에서 생기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두레패의 농악은 다른 농악의 절굿을 그대로 쓰기 때문 특이한 것이 없으나 湖南西部

에 한해서는 「두레풍장」이라 하여 특이한 쇠가락이 발달한 것을 밝힐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