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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속 문화(전통문화)는 산업화․서구화․현대화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상징

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 무형문화재 보호제

도라고 하겠다. 보호와 전승을 목표로 설계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보호 대상을 구체

화하기 위해 종목, 원형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문화재관리국(현재 문화재청)이 설립되어 

제도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전통 예능인 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유와 과정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글이다. 농악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데 몇 개 문화

권역으로 구분 되듯이 뚜렷한 지역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악은 처음 경상도 문화권을 

대표하는 한 곳의 농악이 지정되었다. 이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추천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를 통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전국 조사를 통해 한국 농악의 전국적 

현황을 파악한 후 문화권별 대표 농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국의 농악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지정한 것이 1988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0

년 새로운 농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추가 지정은 단순히 새로운 농악이 하나 더 

추가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악을 구분(또는 분류)하던 지금까지의 개념이 변화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

형문화재 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인가. 추가 지정 여부나 최근 지정된 농악의 향후 

 *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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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양상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주제어】보호,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지정, 농악

1. 머리말

‘문화’, ‘예술’이라는 서구의 근 적 개념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을 통과하면서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광복과 전쟁 등 급격한 사회․문화적 격변 속에서 근 화․산업화․서구화

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민중의 민속 문화는 가장 순수한 민족정

신의 재현물로 정의되었다.1) 1950년  문화재가 한 집안의 가보와 같은 것이었다

면, 1960년  문화재는 가보로 설명될 수 없었다. 한 집안의 가보가 그 정신을 구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문화재는 국가의 보물, 재산의 의미를 넘어 있

었다.2) 이 시기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민속’은 국가에 의해 선택된다.

그러나 국가가 선택한 민족문화로서 민속은 ‘민속예술에 나타난 해학과 풍자의 

미학을 중시하고 여기에 담긴 민중의식을 현재화 하려는 전통(민속)’이 아니라 ‘민
족문화의 보존․전승 및 고양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전통(민속)’이었다.3) 따라서 민

족문화의 정수인 민속 문화의 보존을 위한 국가적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무형

문화재 보호제도라고 하겠다.

이 글은 우리의 표적인 전통문화로 손꼽히는 농악이 어떠한 논의 과정 속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지를 통해 농악에 한 국가의 인식을 살피려는 데 목적

을 둔다. 이를 위해 농악에게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적 제도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어떤 전제(前提) 위에서 성립되며, 제도의 핵심이 되는 지정

과 그 지정을 위해 개발된 ‘종목’과 ‘원형’에 해서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1) 이와 그 과정에 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서울: 역사비  

평사, 2008), 19~21쪽.

 2) 위의 책, 188쪽.

 3) 김기형, ｢전국민속예술축제의 역사와 성격｣, 한국민속학 제50권(한국민속학회, 2009),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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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정․종목․원형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기존의 민속 문화가 격상되었으나 그것을 주도했던 민속학

은 고급문화와 민중 문화를 고급  저급, 문명  미개라는 진화론적 이분법으로 

상화하고 있었으므로 민족문화는 고급문화와 비교하여 항상 미개하고 저급한 상

태에 있는 문화 형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4) 민속에 한 기존의 인식과 분리하

고 국가적 제도로서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인 ‘무형문화

재’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의 무형문화재는 ‘과거의 전통이며(특히 외부에서 가해

지는 위협 때문에),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인식되었으며,5)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

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전략(보호)이 바로 ‘지정’이라고 하겠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하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중 중요(重要)한 것

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는데 중요

한 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보존 상(保護對象)을 선정(選定)하는 작업

이며,6) 사라져가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책(保存策)으로 무형문화재를 지정(指

定)했다(1977년 제1차 회의에서 예용해(芮庸海)). 그렇다면 지정의 상은 무엇이고, 

보호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종목(種目)’과 ‘원형(原型)’이다. 즉 종목은 지정의 

상(단위)이며, 원형은 보호를 위한 종목의 구체적 기준인 셈이다.

원형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서 논란이 많은 단어이다.7) 원형은 다양한 분야에

 4) 정수진, 앞의 책, 125쪽. 

 5) “우리는 歷史上 傳統文化의 斷絶期와 混亂期를 겪어 겨우 民族意識이 싹트고 傳統文化가 精神文化를 

主導해서 새 文化創造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

의 主張과는 달리 지금도 끊임없이 어느 일각에서는 傳統文化가 人爲的으로 소멸되고 있으며 자연도

태에 의해 멸실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經濟開發과 農漁村開發事業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설 땅을 

잃게 되었음은 傳統文化의 人爲的인 소멸이라 할 수 있고, 生活方式 또는 文化意識의 변천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리에서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전통문화의 逸失이라 할 수 있다.” 金田

培, ｢重要無形文化財 保存對策－現況과 問題點｣, 文化財 第十三號(文化財管理局, 1980), 163쪽.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서구 중심부의 지배에 항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존한다는 민족주의 담론을 

굳건한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정수진, 앞의 책, 227쪽.

 6) 金田培, 앞의 글, 164쪽. 

 7) 종목과 지정, 원형 등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에 해서는 다음의 발표를 참고 하길 

바란다. 임형진,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종목(種目)과 원형(原型)｣, 한․일 무형문화유산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東京文化財硏究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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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쓰이는 원형은 체로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즉 역사적 기원이 되는 

‘최초형(最初型)’, ② 다른 자료의 형성과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친 ‘ 향성(影響

型)’, ③ 유형의 요소들을 가장 잘 갖춘 ‘규범형(規範型)’이8) 그것이다.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원형은 이들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지정 종목의 

원형은 최소한 지정조사보고서와 접하게 관련된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원형훼손, 변질, 보존 등이 언급되는데, 원형보존의 

방법으로 ‘당초(當初)의 지정 및 기록 자료를 복사하여 각 보존단체에 배부(配付)함

으로써 원형 보존의 기준(基準)을 제시(提示)’해야 한다거나, ‘제시당시(指定當時)의 

제반자료가 없어 원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니 지정당시의 제반자료를 복사(複寫)

하여 전수교육자료(傳授敎育資料)로 활용(活用)’하거나, ‘원형보존의 기준이 애매하

여 지정당시의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 사진(寫眞), 녹음(錄音), 화(映畵) 등을 복

사배부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9) 의견이 발견된다.

관계전문가를 통해 조사,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종목의 역사적 전통성과 전승의 

지역성, 종목의 내용이 수록된다. 그런데 지정조사는 곧 종목의 복원 과정이기도 하

다. 현 에 와서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일부 잃어버렸거나 재료․기술의 변화로 

잊혀진 것이 있다면 이때 기억(경험)과 기록 등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원형이란 지정 당시에 확인되어 가치가 인정

되고, 완전한 전통성으로 구체화된 복합적인 단일 형태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종목과 지정, 원형을 농악 종목의 지정에 입해 본다면, 지역 농악(강릉농악, 평

택농악, 이리농악 등)은 지정의 단위인 종목이 되고, 각 농악의 원형(규범형)은 보존

 8) 이에 한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 다. 임재해, ｢놋다리 밟기춤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 한국민

속과 전통의 세계(서울: 지식산업사, 1991); 한양명,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문제

에 한 반성적 검토｣, 한국 민속학 제44권(한국민속학회, 2006); 이윤선, ｢민속 문화와 문화원형

－무형문화재와 ‘문화 원형사업’의 문화원형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1호(역

사문화학회, 2008); 최종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2008년 한국 민

속학자 회－민속학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전라북도․국립민

속박물관, 2008).

 9) 이것은 1978년 제2분과전문위원회(12. 4)에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의 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내용이다. 이때 논의된 내용은 같은 달 개최된 문화재위원회(1978.12.29)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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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물론 농악의 지정을 위한 개별 ‘종목화’는 농악을 형성, 전승

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맥락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농악패가 이동하는 마을길, 

당산(堂山)이나 우물, 지신을 밟는 마당과 부엌, 농업력과 두레조직, 상황에 따른 가

락의 선택 등으로부터 분리된 채 판굿 만으로 농악을 변질시킨 것도 사실이다.

3. 농악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 문화재위원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시작을 뜻한다. 우리나라

는 유․무형문화재를 불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따져 지정하게 되는

데,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행

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기구이다.10) 위원회가 조사․심의하는 

10)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1962년 제정)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

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

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9. (생략)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전조의 사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하게 하

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문화

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전항의 각분과위원회의 1에 분속한다. ③~⑤ (생략)

         (2013년 현행)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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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

정’되어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11)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초기에는 의결기구 던 것이 제5차 개정(1970. 8.10, 법률 제

2233호) 때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이 ‘반의사항(審議事項)’으로 바뀌었

다.12) 비록 문화재위원회가 전문적․학술적 자문기구로서 심의만을 수행하고 있으

나 심의 결과를 문화재청장이 그 로 인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었다. 특히 종목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해제는 반드시 부의되는 안

건이었기 때문에 지정심의는 위원회의 권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3)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보고된 사항을 모두 기록한 문건이다. 특히 

지정과 인정, 해제는 문화재위원회에 반드시 부의하는 사안으로서 농악이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지정신청이 광역시도에서 신청하거나 문화재청이 자체 공모한 종목에 

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지정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③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

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

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3.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향을 미치거

나 사생활의 비 을 침해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도 초기에는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업무를 분장했는데 제1분과위원회는 ‘유형문화재’, 제2분과위원

회는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제3분과위원회는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담

당했다. 현재는 모두 아홉 개 분과로서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

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 문화재분과

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있다.

12) 金鍾焱, ｢改正文化財保護法 解說｣, 文化財 第十六號(文化財管理局, 1983), 164쪽.

13)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 지식인 집단의 성립과 성격에 해서는 정수진, 앞의 책, 199~20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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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종목을 추천하고, 이를 선별하여 지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도 보호 상(保護對象)의 확보작업 즉 지정(確保作業 卽 指定)을 

위한 조사 발굴작업(調査 發掘作業)이 종합적(綜合的)으로 실행(實施)되어야 하며 그 

결과(結果)를 검토(檢討)하여 지정 상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우선 학계에 널리 소개되어 있는 종목, 다른 연구보고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된 종목에 하여 별도의 지정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지정하 다.14)

2) 농악의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종목은 모두 여섯으로 진주삼천포농악, 강릉농악, 

이리농악, 평택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금산농악, 호

남농악, 남원농악 등이 신청되었다가 부결되었다. 그런데 농악이 우리나라를 표하

는 문화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중요도에 비해 지정된 농악 종목의 수는 적은 편이다. 

전승지역이 제한적인 가면극(탈놀이)은 13종목이 지정되었고, 무속굿 역시 서울 새남

굿, 풍어제(4개), 경기도 도당굿, 진도 씻김굿 등 농악보다 많은 수가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민속예술 행사로 손꼽히는 전국민속예

술경연 회의 경우 50회까지 치러진 회 중 농악은 매번 참여해 왔다. 전국민속

예술경연 회에 출품된 전체 종목을 숫자로만 따진다면 모두 1,036종목인데 이 가

운데 농악은 147개(14%)로서 놀이 435종목(42%), 민요 256종목(25%)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런데 지정은 불과 여섯 개 보유단체(종목)뿐이다. 어떤 과정과 이

유 때문에 생긴 결과일까?

14) 지정을 위한 전국적 현황조사 후 지정을 검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었다. 1977년 제2분과 제4

차 회의(1977.11.29)에서는 “도자공예(陶磁工藝)의 합리적(合理的)인 조사방법(調査方法)”으로 ‘우선 

도자기, 옹기, 와기, 도요지 등에 관한 전국적(全國的)인 분포(分布), 인적사항(人的事項), 생산과정

(生産過程) 등이 행정적(行政的)으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調査) 소위원

회를 구성(構成)하여 정 조사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金田培, 앞의 글,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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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주삼천포농악(晉州三千浦農 )( 무11-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 농악은 1965년 제6차 회의(1965.5.14)에서 나타난다.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추천만으로 지정이 이루어지던 때로서 ‘금년도(今年度) 지정

자료 조사’에 봉산탈춤, 범패 등과 함께 농악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농악을 조사할 

위원으로 박헌봉(朴憲鳳), 유기총(劉起龍)이 위촉되고, 이때 의결된 농악 조사를 위

해 1차로 1965년 7월 남지방(嶺南地方)(주로 호남(慶南))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진주와 삼천포 지역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농악의 ｢12차(十二次)｣와 이에 따

르는 ｢가락｣ 등을 보유한 황일백(黃日佰)과 문백연(文佰允)을 만나게 되어 지정을 신

청하게 된다.15) 이후 이 지역 농악은 문교부 고시 제246호(1966.6.29)로 농악 종목

으로는 처음으로 ‘농악12차’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16)

그런데 농악으로는 처음 지정된 ‘농악12차’ 이외에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이 1985년 제3차 회의(11.18)에서 추가로 지정되면서 농악12차도 진주농악으로 변

경된다. 농악의 지정명칭을 전승지역의 기반과 전승자들의 주 활동지에 따라 이름

을 붙이기로 한 때문이다. 

진주농악으로 이름이 바뀐 뒤 삼천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명칭 변경 요구가 일

어났고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삼천포 주민들은 변경 이유로, 원래 12차 

농악은 유래나 지역이 삼천포시 송포동이며, 현재 진주농악 보유자 박염 씨는 12차 

농악의 뿌리인 삼천포시 송포동 모충공원에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어 잃어버린 지역

의 농악 명칭을 찾기 위해 내 고장 농악 이름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이 문제가 1992년 제3차 회의(11.5)에 보고되었는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받

아 다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 다. 

이어서 열린 1993년 제1차 회의(2.23)에서 진주농악 명칭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

되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진주와 삼천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보고되었으며, 

그 결과 진주농악 명칭을 진주삼천포농악으로 변경하도록 심의 의결하 다. 변

15) 朴憲鳳․劉起龍, ｢農樂十二次｣,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9호(문화재관리국, 1965), 338쪽. 

16) 농악12차의 지정심의가 이루어졌을 시기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찾지 못하 다. 그러나 1965년 7

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1966년 6월 지정된 것으로 보아 농악12차의 지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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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66년 지정당시 지정명칭인 농악 12차는 주로 진주, 삼천포에 전승되던 농악이었으나 1985

년 ｢진주농악｣으로 명칭을 변경하 는바, 주요 전승지인 삼천포를 지정명칭에 포함시켜 전승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② 호남농악(湖南農 )

진주삼천포농악이 ‘농악12차’로 지정된 이후부터 평택․강릉․이리농악이 지정되

기 이전까지 회의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호남농악(湖南農樂)이다. 호남농

악은 1967년 홍현식(洪顯植), 김천흥(金千興), 박헌봉(朴憲鳳)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했

는데 지정신청 이유로는 ‘호남농악은 좌도(左道)굿 우도(右道)굿으로 나누어져 있어 

산간지 (山間地帶)와 평야지 (平野地帶)의 특색(特色)을 표적으로 간직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실기보유자(實技保有者)가 비교적 건실(健實)하게 ｢가림새와 가락｣을 

보유하고 있기’17) 때문이었다.

호남농악이 회의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1년 제1차 회의(2.30) 때이다. 지정

심의 상에 호남농악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홍현식 전문위원의 보완

설명을 청취 후 다음 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 이어지는 같은 해 2차 회의(5.20)에

서 ‘지정을 보류하고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도에 권장’하기로 심의결

정 되었다. 같은 해 4차 회의(11.11) 회의록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권장한 바 

있는’ 호남농악을 전라북도지사가 ‘중앙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심의 요청’해 

심의하 으나 기존 결정을 확인하 다.

1978년 제2분과 전문위원회의(1978.12.4)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보존관

리 일반에 해 논의하면서 시나위, 판소리와 함께 호남농악이 지정 조사할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검토하 으며, 이 의견은 1978년 제5차 회의(1978.12.29)에 보고되었

다. ‘호남농악(우도굿)은 문화재관리청(文化財管理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지

금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 발굴(調査 發掘)한 자료(資料)인 바 우도굿은 진법

17) 洪顯植․金千興․朴憲鳳, 湖南農樂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3호(文敎部文化財管理局, 1967), 106쪽. 



24   동양음악 제35집

(陣法)놀이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쇠와 장구의 가락 즉, 밑놀음이 다양하게 조화되

어 있는 민속무악’이라는 것이 지정 필요성으로 제시되었고, 김성악(金成樂)(전남

광/상쇠) 등 세 명이 표적인 보유자로 추천되었다.

1980년 제5차 회의(1980.11.3) 심의안건 중 신규지정 상 종목에 호남농악이 포

함되었다. 이때 이보형 전문위원이 약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는 1967년 제

출된 홍현식 등의 보고서에 추가하여 ‘좌도농악(左道農樂)과 우도농악(右道農樂)을 

별도로 지정’할 것과 ‘직업적인 농악단(農樂團)의 농악과 함께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마을 농악(전남 화순의 한천리(寒泉里)마을농악, 전북 임실의 필봉리 마을농악)도 민

속자료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이보형/1980:29)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

과 호남농악은 ‘호남좌(湖南左), 우도(右道), 경북(慶北), 충청(忠淸), 동(嶺東), 경기

(京畿) 등 각 지방 전승농악(各地方 傳承農樂)을 종합적(綜合的)으로 조사하여 가장 

표적인 농악을 지정 심의하기로’ 의결하 다.18)

③ 강릉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1981년 제5차 회의(9.25)에서는 지정 신청된 음악(민요)과 무용, 놀이 종목에 

한 지정조사를 ‘문화재연구소가 진행(進行)하고 있는 전국(全國)의 민요(民謠), 농어

제(豊漁祭), 농악에 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結果)를 검토(檢討)하여 조사실

시여부(調査實施與否)를 심의(審議)’하기로 의결하 다.

1983년 제2차 회의(4.8)에서는 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농악, 농어제, 민요 등에 한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여부가 부의되었다. 문화재연구소

는 7개 지역에서 13건의 농악을 조사했는데 (1981~1982년), 경기도의 ‘평택농악(平澤農

樂)’, 강원도의 ‘강릉홍제농악(江陵洪濟農樂)’․‘평창중리농악(平昌中里農樂)’, 충청도의 

‘부여추양농악(夫餘楸陽農樂)’․‘홍성횡산농악(洪城衡山農樂)’, 호남좌도의 ‘임실필봉

농악(任實筆峰農樂)’․‘화순한천농악(和順寒泉農樂)’, 호남우도의 ‘이리농악(裡里農樂)’․
‘ 광농악(靈光農樂)’, 경상북도의 ‘청도차산농악(淸道車山農樂)’․‘ 구고산농악(大邱

18) 호남농악에 한 꾸준한 조사와 관심은 전북 지역을 농악의 중심지역으로 인식시켰으며, 뒤에 임실 

필봉농악과 이리농악이 지정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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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山農樂)’, 경상남도의 ‘부산아미농악(釜山峨嵋農樂)’․‘진주농악(晋州農樂)’이다.

농악 조사에 참여했던 정병호(鄭昞浩)․이보형(李輔亨)는 조사된 13건의 농악 중 

6건(평택농악, 강릉홍제농악, 부여추양농악, 임실필봉농악, 이리농악, 광농악)과 10

명의 보유자가 수록된 별도의 약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약보고서는 각 

농악을 개황(槪況), 특징(特徵), 보유자(保有者), 의견(意見) 순서로 작성하 고 각 농

악(단)에 한 평가를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19) 농악 중 지정할 종목과 보유자 인

정을 위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류되었다.

1984년 제1차 회의(2.24)에서 지정조사를 추진할 농악 종목을 선정하 다. 이는 

1983년 제2차 회의(4.8)에서 농악, 풍어제, 민요의 지정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가 완료된 이후로 미루었던 사안과 관련된다. 농악에 한 조사를 통해 연구소는 전

국적인 농악 현황을 조사하 는데 연구소가 조사한 13건의 농악 가운데 6건을 선별

하여 약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3건이 지정조사 상으로 선정되었다. 약

보고서에 수록된 여섯 종목은 평택농악(경기), 강릉홍제농악(강원), 부여추양농악(충

남), 임실필봉농악(전북), 이리농악(전북), 광농악(전남)인데 이 가운데 평택농악, 

강릉홍제농악, 이리농악이 지정조사 상으로 선정되었다. 1985년 제3차 회의

(11.18) 때 평택농악(경기농악), 이리농악(호남우도농악), 강릉농악( 동농악)이 지

정되었고, 농악12차는 진주농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 약보고서23, 農樂(문화재관리국, 1982) 참고.

평택농악, ‘경기농악(京畿農樂)의 가락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명실 공히 경기도(京畿道)의 표적(代

表的)인 농악(단(團))’.
강릉홍제농악, ‘마을농악 구성(構成)이 잘 되어있는 동형(嶺東型)의 농악을 보존한 표적(代表的)

인 농악(단(團))’.
부여추양농악, ‘농사(農事)군(머슴)들의 축제(祝祭)인 ｢호미걸이｣에서 성장(成長)한 두레농악이라는 

점(点)과 전주(全州) 이씨(李氏)의 동족(同族)마을농악이라는 점에서 보존적 뜻이 있다’.
임실필봉농악, ‘모범적인 마을농악으로 그 기량면에서도 타(他)의 추종을 불허하리 만큼 잘 갖추고 

있으며, 좌도(左道)굿의 가락인 7채를 보존전승(保存傳承)시키고 있는 것’.
이리농악, ‘농악단의 구성이 완벽 할 뿐만 아니라 … 우도농악(右道農樂)의 특색(特色)을 보존하고 

있다’.
광농악, ‘특히 농악가면(農樂假面)(본가면(木假面))은 보존적 가치(價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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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실필 농악( 무11-5)

임실필봉농악은 전국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표 농악을 지정하게 되어 경기

도의 평택농악, 호남의 이리농악, 동의 강릉농악이 지정될 때에도 꾸준히 거론된 

농악이었지만 1988년 제2차 회의(1988.7.19)에서 비로소 지정이 추진되었다. 지정 

이유로는 임실필봉농악이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화순, 남원 등 전라도 동부지역에

서 전승되는 호남좌도 농악 중에서 가장 우수’하며, 정병호․이보형 역시 ‘필봉농악

은 호남좌도농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농악을 전승시

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호남좌도농악의 전승보존을 위해’20)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서 임실필봉농악의 지정이 결정되었다.

⑤ 남원농악

남원농악은 전라좌도농악으로 구분되며, 전북무형문화재 제7-4호(1998.1.9.지정)

로 지정된 종목이다. 남원농악은 1999년과 200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

다. 1999년에는 남원시장이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신청하 는데 ‘전라북도 농악으

로 임실필봉농악과 이리농악이 지정되어 있고 전승활동이 활발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 1999년 제3차 회의(10.26)에서 검토결과 보류되었다.

2004년에는 전북문화재위원회의 심의(2004.9.3) 결과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신청

한 것으로 ‘전라좌도농악의 표로서 전승계보와 지역 특성이 뚜렷하고, 역사성․예

술성․전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신청 이유 다. 두 번째 신청은 2004년 제9차 회

의(11.5)에서 논의되었는데 ‘농악 종목이 단체에 의해 전승되는 특징이 있으나 남원

농악은 보유자 개인 기량에 치중해 지정․관리(개인종목)되고 있어 현행 농악종목 

지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농악은 지역 특성상 표적인 농악 1개만

을 인정한다는 지정․관리체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1999년 신청되었을 때 

부결’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의 결과 ‘호남좌도농악(임실필봉농악)이 이미 

기정되어 있는 바, 국가지정 추진 필요성이 없음’으로 부결되었다.

20) 鄭昞浩․李輔亨, 任實筆峰農樂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77호(文化財管理局, 1987), 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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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농악

1998년 제2차 회의(5.21)에서 금산농악의 지정 여부가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금

산농악보존회( 표 양일규)가 금산군수의 추천을 통해 지정을 신청했는데 ‘금산농악

은 자연환경에서 오는 보수성, 경제적 바탕으로 농악의 명인들의 활동이 활발하 으

며 마을 단위 조직으로 연합두레의 한 유형인 송계의 방놀이를 통해 발달하 으

며, 방놀이 마지막 세 인 금산 송태순을 중심으로 최상근에 이어 강연옥이 맥을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심의결과 금산농악을 조사키로 결정하여 1997년 7월 조사

했는데, 1차 조사된 사항에 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조사 필요성이 

1999년 3차 회의(10.26)에서 보고되었고, 2000년 4월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0년 제3차 회의(6.29)에서 금산농악에 한 지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지

정 여부를 심의하 다.21) 심의결과 지정은 보류되었는데 이전 위원회에서 ‘농악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분명하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남원농악의 지정조사가 

보류’(1999.10.26)되었던 사례와 ‘농악처럼 향토색이 현저한 종목은 가능한 한 해당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토록 권장할 것을 검토’(2000.2.21)하 던 것이 고려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⑦ 구례잔수농악( 무11-6)

구례잔수농악은 가장 최근에 지정된 농악 종목이다. 2008년 제6차 회의(12.19)에

서 구례잔수농악의 지정신청을 심의했고, 문화재청이 미리 실시한 관계전문가 3인

의 서면검토 의견이 보고되었다. 전문가 3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서 구례잔수

농악의 가치를 평가하고 지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 고, 위원회는 현지조사 실시를 

의결한다.

2010년 제3차 회의에서는 구례잔수농악에 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었는데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보

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하도록 의결하 다. 문화재청에서는 구례잔수농악을 중

21) 지정조사는 두 차례(1차 1998년 7월, 2차 2000년 4월) 이루어졌다. 조사에는 두 명씩 모두 네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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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게 된다.

2010년 제4차 회의(8.20)에서는 신규지정 의결된 구례잔수농악을 관보에 30일 이

상 공고한 후에 개최된 회의로서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관보 

공고 기간 중 구례잔수농악의 지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보고되었고, 위원회

는 지정조사에 참여한 조사자(5명)에게 이의 제기된 사항에 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 다.

같은 해 제5차 회의(10.8)에서 구례잔수농악의 신규 지정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

과 이에 한 조사자(5명)의 의견이 보고되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구례잔수농

악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키로 

하 다.

4. 결론

농악은 크고 작은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전승의 층위도 프로

와 아마추어, 무 와 마당, 남성과 여성 등이 혼재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농악 

역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소멸 및 왜곡 위험이 있어 보호 상이 

되며,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특성상 보호를 위해서는 종목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농악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종목 단위도 지역이다. 농악은 지정을 위해 가면

극이나 다른 음악 종목과 달리 지역별로 규범적인 하나의 농악(단)을 선택해 지정하

고, 규범형을 원형으로 정해 전승토록 하는 방식이 일찍부터 선택되었다.

이러한 농악이 어떻게 선택되고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도 초기에 농악은 전문가 추천으로 지정이 추진되었

고 조사를 담당한 특정 위원은 남(특히 경남) 지역을 먼저 조사하여 농악12차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개별 조사와 개별 지정이라는 이러한 방식은 1970년  후반부

터 전국적인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되면서 변화를 맞이한다. 이는 호남농악(우도굿)의 지정 보류(1978.12.29),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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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문위원에게 농악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면서(1980.2.27) 구체화되

었고, ‘각 지방 전승농악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가장 표적인 농악을 지정 심의한

다’는(1980.11.3) 원칙으로 발건했다. 그 결과 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바탕으로 진

주농악( 남), 평택농악(웃다리), 이리농악(호남우도), 강릉농악( 동)이 지정되고, 

뒤늦게 임실필봉농악(호남좌도)이 지정됨으로써 각 지역의 표적인 농악을 지정한

다는 원칙은 완성된다. 

그런데 임실필봉농악을 지정하고 22년이나 지난 2010년 10월 구례잔수농악이 지

정된다. 구례잔수농악은 호남좌도로 분류되지만 음악적 측면, 문화적 측면, 음악문

화적 측면에서 구분되는 가치를 갖는데,22)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세시풍속과 

관련된 자발적 마을농악’이다.

구례잔수농악의 지정은 향후 농악 분야의 지정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

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별 표 농악을 지정’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만은 확

실한데, 이러한 변화가 농악을 추가 지정하는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분류 기준을 체하는 새로운 분류 및 지정기준이 제시될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호 구례 잔수농악(서울: 민속원, 2011), 190~211쪽.



지정구분 지정 명칭 지정일 전승지역 비 고

중요무형

11. 농악(農樂) 1966. 6.29

11-1.
진주삼천포농악
(晋州三千浦農樂)

1966. 6.29
(1993. 3. 1)

경남 사천
농악12차 지정

명칭 변경

11-2. 평택농악(平澤農樂) 1985.12. 1 경기 평택

11-3. 이리농악(裡里農樂) 1985.12. 1 전북 익산

11-4. 강릉농악(江陵農樂) 1985.12. 1 강원 강릉

11-5. 임실필봉농악(任實筆鋒農樂) 1988. 8. 1 전북 임실

11-6. 구례잔수농악(求禮潺水農樂) 2010.10.21 전남 구례

부산무형 6. 부산농악(釜山農樂) 1980. 2.12 부산 서구

구무형
1. 고산농악(孤山農樂) 1984. 7.25 구 수성

3. 욱수농악(旭水農樂) 1988. 5.30 구 수성

인천무형 19. 갑비고차농악 2008.12.15 인천 강화

광주무형 8. 광산농악(光山農樂) 1992. 3.16 광주 광산

전무형 1. 웃다리농악(農樂) 1989. 3.18 전 유성

경기무형

20. 광명농악(光明農樂) 1997. 9.30 경기 광명

21. 안성남사당놀이 1997. 9.30 경기 안성

46. 양주농악(楊州農樂) 2006. 3.20 경기 양주

강원무형
15.

평창둔전평농악
(平昌屯田坪農樂) 

2003. 4.25 강원 평창

18. 원주매지농악(原州梅芝農樂) 2006. 1. 6 강원 원주

충북무형 1. 청주농악(淸州農樂) 1992.10.23 충북 청주

전북무형

7-1. 부안농악(扶安農樂) 1987.12.31 전북 부안

7-2. 정읍농악(井邑農樂) 1996. 3.29 정읍 농악

7-3. 김제농악(金堤農樂) 1996. 3.29 전북 김제

7-4. 남원농악(南原農樂) 2006.11.19 전북 남원

7-5. 진안농악(鎭安農樂) 1998. 1. 9 전북 진안 해제(2003.4.18)

7-6. 고창농악(高敞農樂) 2000. 7. 7 전북 고창

전남무형

6. 화순한천농악(和順寒泉農樂) 1979. 8. 3 전남 화순

17. 우도농악(右道農樂) 1987. 8.25 전남 광

39.
진도소포걸군농악
(珍島素浦乞軍農樂) 

2006.12.27 전남 진도

경북무형
4. 청도차산농악(淸道車山農樂) 1980.12.30 경북 청도

8. 금릉빗내농악(金陵 - 農樂) 1984.12.29 경북 김천

경남무형 13. 함안화천농악(咸安化川農樂) 1991.12.23 경남 함안

<자료 1> 국가 및 시도 지정 농악 종목 현황(2013. 5.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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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개최 
날짜

안건 내용 비고

제2분과
제2차회의

1965.
2.10

지정조사 
상선정

○ 각(各) 위원(委員)과 전문위원(專門委員)이 제출(提出)
한 조사자료(調査資料) 중(中) 금년도(今年度)에는 예산관계
상(豫算關係上) 다음 것만을 조사실행(調査實施)할 것을 의
결(議決)함
- 농악(원본십이차(原本十二次))박헌봉(朴憲鳳)(경남지방(慶
南地域))의 것만을 조사하기로 함

제2분과
제6차회의

1965. 
5.14

지정조사 
담당위원위촉

○ 농악 : 박헌봉, 정기룡(鄭起龍)

제2분과
제1차회의

1971. 
2.30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심의

○ 호남농악
1) 홍현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내용에 한 보완 설명이 
있었음
2) 심의결정 : 다음 회의시에 처리키로 함

제2분과
제2차회의

1971. 
5.20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심의

○ 호남농악
1) 심의결정 : 지정을 보류하고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도에 권장하기로 한다.

제2분과
제4차회의

1971.
11.1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재심의(보고)

○호남농악
가. 심의내용 : 1971. 5.20일 회의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토
록 권고한 바 있으나, 1971. 6.1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중
앙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심의 요청함
나. 심의결정: 1971. 5.20일 회의에서 결정한 로 하기로 
한다.

제2분과
제1차회의

1973.
5.15

무형문화재 
반의사항

(無形文化財 
審議事項)

○ (심의)안성농악(安成農樂)
사무당국(事務當局)의 고상열(高相烈)로부터 조사경위(調査
經緯)에 한 설명(說明)이 있었음
○ (의결)안성농악
기록보존(記錄保存)으로 함

제2분과
제5차회의

1978.
12.29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심의 

(重要無形文化財
指定調査 審議)

○1979.12. 4자(字)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제(第)2분과(分科) 전문위원회
(專門委員會議)에서 검토(檢討)한 바 있는 다음 자료(資料)에 

(對)하여 지정조사(指定調査) 여부 및 조사자(調査者)를 
결정(決定)코자 합니다.
○ 호남농악(우도굿)
- 필요성
호남농악(우도굿)은 문화재관리소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발
굴(調査發掘)한 자료(資料)인 바 우도굿은 진법놀이가 가장 
발달(發達)되어 있고 쇠와 장구의 가락 즉, 밑놀음이 다
양(多樣)하게 조화(調和)되어 있는 민속무악(民俗舞樂)임

제2분과
제1차회의

1980. 
2.27

중요무형문화재 
현황과 책관련

○ 농악 종목은 이보형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조
사토록 함

<자료 2>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 분과) 회의록 중 농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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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제5차회의

1980.
11.3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지정 심의

(重要無形文化財 
新規指定 審議)

○ 지정보유 재조사사항(指定保留 再調査事項)
신규지정 상(新規指定對象)으로 부의(附議)된 다음 종목(種目)
은 지정을 보유(保留)하기로 반의의결(審議議決)함
- 호남농악: 호남좌(湖南左), 우도(右道), 경북(慶北), 충청(忠淸), 

동(嶺東), 경기(京畿) 등 각 지방(各地方) 전승농악(傳承農樂)을 
종합적(綜合的)으로 조사(調査)하여 가장 표적(代表的)인 
농악을 지정심의하기로 함

제2분과
제2차회의

1983.
4.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상 선정

(重要無形文化財
指定對象 選定)

○문화재연구소에서 1981~1982년(年)(2년간(年間))에 걸
쳐 전국조사(全國調査)를 실시한 농악, 농어제, 농요 등의 
조사결과를 토 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保有
者) 인정여부를 심의(審議)하되, (결정은)보류(保留)함
○ 농악 조사현황(調査現況) : 6건(件)
평택농악(경기), 강릉홍제농악(강원), 부여추양농악(충남), 임
실필봉농악(전북), 이리농악(전북), 광농악(전남)

제2분과
제1차회의

1984
2.24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상선정

○제2차 회의(1983.4.8)에서 재심의키로 보류한 농악에 
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상을 선정함

- 평택농악(경기), 강릉홍제농악(강원), 이리농악(전북)을 조
사 상으로 선정함

제4분과
제3차회의

1985.
11.18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11호 농악12차 “농악
12차”의 각칭(名稱)을 “농악으로 변경
- “농악12차”는 “진주농악”으로 하고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홍제동(洪濟洞))농악”으로 함

제4분과
제2차회의

1988.
7.19

임실필봉농악지정
(任實筆峰農樂指定)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에 “임실필봉농악”을 추가(追加)
로 지정

제4분과
제2차회의

1990.
9.27

지정조사 실시 
여부(심의)

○ 농악(전남 광, 와초, 김제)에 한 지정조사를 추진함

제4분과
제2차 회의

1992.
11.5

진주농악 명칭변경

○ 진주농악 명칭 변경 제기(국정감사)
- 12차 농악은 삼천포시 송포동
○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검토함

제4분과
제1차회의

1993.
2.23

중요무형문화재 
진주농악
명칭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농악 명칭을 진주삼천
포농악으로 변경하고자 부의함
- 진주농악의 명칭을 진주삼천포농악으로 변경을 심의 의결함
- 1966년 지정 당시 명칭인 ｢농악12차｣는 주로 진주, 삼천포에 
전승되던 농악이었으나 1995년 ｢진주농악｣으로 명칭을 변경
하 는 바, 주요 전승지인 삼천포를 지정명칭에 포함시켜 
전승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제4분과
제2차회의

1998.
5.21

금산농악 지정조사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된 금산농악에 한 조사를 
추진함

제4분과
제1차회의

1999.
4. 9

금산농악 지정조사
전문가 추가선정

○제2차회의(1998. 5.21) 때 지정조사를 위해 전문가 2인을 
선정하 으나 지정조사는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실시한다는 
법에 따라 2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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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제3차회의

1999.
10.26

남원농악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검토)

○ 전북에서 지정 신청한 남원농악(전북무형7-4)의 지정 필
요성 검토
- 전라좌도농악으로 임실필봉농악이 기지정되어 있고, 
전북에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의 전승활동이 활발함
- 남원농악 지정조사를 보류함

금산농악 
지정조사(보고)

○ 금산농악에 한 1차 조사 후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제4분과
제3차회의

2000.
6.29

신규지정심의
(新規指定審議)

○ 금산농악
- 지정을 보류함. 단, 농악에 한 전국적인 조사를 한 후 
다시 검토하도록 함
※참고사항
- 제4분과회의(1999.10.26)에서 농악은 국가문화재로 지정
할 분명하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남원농악에 해 
지정조사를 보류한 만큼 이것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함
- 제4분과 소위원회(2000. 2.21)에서 농악 등 향토색이 현
저한 종목들은 가능한 해당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
토록 권장할 것을 검토

제4분과
제9차회의

2004.
11.5

남원농악 지정조사
여부검토

○ (참고)1999년 남원농악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
에 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 고(1999.10.26), 지정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회신(1999.12. 1)하 음
○ (결과)호남좌도농악(임실필봉농악)이 기지정되어 있는 
바, 국가지정 추진 필요성이 없음

무형문화재
제6차회의

2008.
12.19

구례잔수농악 지정
타당성 여부부의

○ 구례잔수농악 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전문가(3인)의 서
면검토 실시
- 현지조사를 실시함

무형문화재
제3차회의

2010.
4.30

구례잔수농악 지정
현지조사 결과검토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
를 토 로 타당성 여부 검토
-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무형문화재
제4차회의

2010.
8.20

구례잔수농악 
신규지정(심의)

○ 신규지정 의결된 구례잔수농악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
고하고 최종 심의
-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 있음
- 이의제기 내용에 한 조사자 5인의 의견 청취 후 재검토함

무형문화재
제5차회의

2010.
10.8

구례잔수농악 
신규지정(심의)

○ 구례잔수농악 신규지정예고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어 
조사자 의견 청취 후 재심의토록 함에 따라 재부의함
- 이의제기에 따른 조사자 의견 접수
-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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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of Nongak(Farmers’ Performanc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m, Hyoung-Jin*

23)

Folklore(traditional culture) has been recognized as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our people as we went through the rapid attacks of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The policy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national awareness to protect the 

vanish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olicy which was designed for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the concepts 

of domain and prototype to specify the subjects in need of safeguarding. The 

Cultural Heritag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which 

was the previous organiz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as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policy while the committee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specialist group established by the Bureau, also deeply involved in 

the designa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and reason of the designation of nongak,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s,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examining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of cultural heritage. Nongak 

apparently shows reg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the element transmitted over the 

country is classified according to cultural areas. It was firstly designated as the 

only single element which represents Gyeongsangdo cultural area after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filed survey by specialists. However,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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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has been changed to designate representative nongaks by cultural 

areas through the nation wide survey since the1970s.

Twenty two years later of the last designation of nongak in 1988, the new one 

additionally registered in 2010. The additional designation has more meaning than 

the new one was just added on the list. Has the current criteria classifying the 

sort of nongak been changed or the paradigm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ifted? 

The answer to those questions would be foun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dditional designations and its future transmission condition.

Key Words : Safeguardi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mmittee of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Nong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