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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악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연주와 연희, 춤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능과 

목적으로 연행되는 민속 문화이다.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고,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혼재

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별성도 분명하며, 역사적 변화 양상도 복잡하고 적층적이다. 

이러한 농악의 존재 양상 때문에 농악 연구는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던 것 같다. 

그러나 근래에 농악 연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농악 연구의 문제의식이 성장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농악 연구의 성과들을 자료의 성격별, 

지역별, 학문 범주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농악 연구의 현주소를 찾고자 

한다. 또 농악 연구의 다양성 구축을 위해 농악의 복잡하고 적층적인 면모를 정리해 앞으

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려 한다.

첫째, 무엇보다 1차 농악 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전승환경

을 생각할 때 마을 단위의 기층 농악을 대한 자료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자료 구축이 잘 이루어진다면 농악 연구의 활성화는 당연히 수반될 결과가 될 것이다. 단 

1차 자료 구축시에 다양한 농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악연구에 있어서는 다양성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악의 다양한 기능들

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야 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한 문화권적 파악과 논의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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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지정 종목이나 판굿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

나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 무용, 연희, 민속 등 다양하게 세분된 학문체계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거칠지만 자유분방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

야별로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론을 세워야 서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가능

할 수 있다. 물론 여러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악을 종합예술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한 덩어리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 방대한 양에 질려 보고서 수준의 정리를 넘어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역사적 적층성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농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자

신의 이해가 분명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빠트려진 근대사

가 없도록 다양한 농악 관련 역사적 흔적들을 정리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악의 현장인 마을을 직접 찾고 현지조사를 통해 농악을 연구해야 한다. 또

한 한 마을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악, 농악 연구, 자료 구축, 문화

1. 서론

농악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연주와 연희, 춤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

능과 목적으로 연행되는 민속 문화이다.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고,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혼재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별성도 분명하며, 역사적 변화 양상도 복잡하고 

적층적이다. 

각 장르를 분리해 보았을 때에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음악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타악기의 합주로 여겨지지만 그 가락이 단순하지 않아서 여러 층위로 나누

어 살펴보아야 한다. 선율이 없는 신 리듬만으로 이루어진 매우 상징적인 기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무용이나 연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농악의 존재 양상 때문에 농악 연구는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던 것 

같다. 특히 서양식으로 분리되어버린 학문체제로 농악을 연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

았다. 음악하는 이들은 음악만을 논의하고, 무용하는 이들은 무용만을 보는 식의 연

구로는 농악을 제 로 풀어낼 수가 없었다.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농악연구

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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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농악 연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1)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러

한 흐름을 주도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실기를 겸비한 이론가들이다. 농악을 연주하

던 연주자들 가운데 연구 능력을 갖춘 이들이 두려움 없이 농악을 직접 다루기 시작

한 것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민속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기를 바탕으

로 하기 때문에 음악과 무용, 연희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농악 연구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풍물굿 학회의 창

립이라던지, 풍물굿 연구모임의 두와 같은 일들은 농악 연구 활성화의 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농악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일차적으로 행해졌던 작업 

가운데 하나가 연구사적 검토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보형, 김헌선, 김정헌, 이 배, 손우승 등의 연구자들은 농악의 연구사 검토, 내

지는 연구의 방향을 개선하거나 심화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보형은 농악 연구를 주제별로 나누어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2)하 다. 김헌선은 진

주삼천포농악의 사례를 들어 농악 연구의 문제들을 다루었는데,3) 문제의식이 매우 

당연하고도 흥미롭다. 또한 이 배와 손우승 등은 농악 연구 심화를 위한 제언4)을 

하 고, 김정헌 역시 선행 연구의 역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어5) 농악 연구의 문제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외에도 농악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학위논문에서도 연구사검토를 진지하게 수행6)하고 있다.

 1) 2011년 풍물굿 학회가 창립되었고, 송기태를 주축으로 하는 젊은 농악연구자들의 연구 모임도 정기

적으로 열리고 있다. 또 농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준비하는 이들도 많아 

민속학의 중요한 전공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2) 이보형, ｢한국풍물굿 연구의 21세기적 지평｣, 풍물굿연구 창간호(한국풍물굿학회, 2012). 

 3) 김헌선, ｢한국 농악 연구의 현장 점검｣, 풍물굿연구 창간호(한국풍물굿학회, 2012).

 4) 이 배, ｢풍물굿 연구의 심화를 위한 제언 : 풍물굿 연구담론의 위상 점검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한

국민속학 제39권(한국민속학회, 2004); ｢풍물굿 연구 담론의 재조명｣, 한국언어문학 제71집(한국

언어문학회, 2009); 손우승, ｢마을풍물 연구의 관점과 방법｣, 民俗硏究 제14집(민속박물관), 2005.

 5) 김정헌, ｢농악연구의 역사적－ 역별 전개양상｣, 풍물굿연구(서울 : 지식산업사, 2009).

 6) 강춘화, ｢중국 조선족 농악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권은 , ｢20세기 풍물굿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전북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성윤선, ｢농악과 조선시  군제와의 관계성｣(동

덕여자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송기태, ｢남해도서지역 마을 굿 연구｣(목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양진성, ｢필봉농악의 공연학적 연구｣(전북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양한, ｢정인삼전승 호

남우도농악의 형식과 내용연구｣(용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 배, ｢호남 지역 풍물굿의 ‘잡
색놀음’ 연구｣(전북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추은희,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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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구사적 검토와 과제에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더 진전된 이야기가 가능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앞선 연구들에서 연구물의 사례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연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성격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 

빠트려진 몇 가지 문제들을 챙겨보는 것으로 이 글의 목적을 삼으려 한다. 이를 위

해 그동안 이루어진 농악 연구의 성과들을 자료의 성격별, 지역별, 학문 범주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농악 연구의 현주소를 찾고자 한다. 또 농악 연

구의 다양성 구축을 위해 농악의 복잡하고 적층적인 면모를 정리해 앞으로의 과제

를 정리해보려 한다.

본고에서 상으로 하는 농악 연구 성과에서는 석사학위논문과 교육 분야의 논문

은 상에서 제외하 다. 단 농악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몇몇 연구자의 경우, 

그들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논문은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포함하도록 하

다. 보고서나 자료집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자

료들은 판매용 출판이 아닌 인쇄에 그친 것들이 많아서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농악 연구로 인해 혹여 빠트려진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1차 자료 구축 현황과 과제

이 장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농악 관련 1차 자료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드러

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제를 찾아 제시하려 한다. 농악의 1차 자료를 보여주는 자

료집은 농악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성과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전승 약화로 인해 단절되었거나 단절 위기에 놓인 농악의 자

료를 확보하는 작업7)은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본다. 

 7)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농악연주가 활발하기도 하지만 부분의 지역에서는 단절이 돼버린 상태이기도 

하다.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하루 빨리 자료들을 확보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단절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마을이라도 상쇠만 살아 있다면 쇠가락을 녹음하고 면담을 통해 연희를 재

구성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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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부터 시작되어 70년에 이루어졌던 초기 농악의 자료집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보고서의 성격8)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 보고서에는 현재 중

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농악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전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의 필요성이 

두되었고, 1970년 에는 전국을 상으로 하는 한국민속종합보고서,9) 80년  

초반에는 이보형에 의해 국악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10) 여기에는 농악을 비롯한 다

양한 민속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목을 다루다보니, 농악의 내용은 

소략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와 2000년 에 들어서서 더 많은 보고서와 자료집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들에 한 기록화사업11)도 다시 이루어졌으며, 여러 마

을의 농악을 묶어 문화권별로 출판한 자료집12)도 나왔다. 또한 지역의 문화재이거

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농악들도 자료집으로 담기게 되었다.13) 일부 학

 8) 박헌봉․유기룡, 농악12차 제9호(1965); 박헌봉․홍현식․김천흥, 호남농악 제33호(1967); 심우

성, 안성농악 제100호(1972); 이보형․정병호, 필봉농악 제177호(1980); 정병호․이보형, 농악 
제164호(1985).

 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전북편(문화재관리국,1971);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경기편(문화재관리

국, 197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편(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충남편(문화

재관리국,197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충북편(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강원편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서울편(문화재관리국, 197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농악, 풍어제, 민요편(문화재관리국, 1982).

10) 전라남도 국악실태조사(문화재관리국, 1980); 전라북도 국악실태조사(문화재관리국, 1982).

11) 이소라, 이리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평택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강릉농악(국

립문화재연구소,1997); 김현숙, 진주삼천포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봉농악(국립문화재

연구소,1996); 나경수 외, 구례잔수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2) 김 탁, 한국의 농악 (上) 지방문화재보호협회총서 제1집(지방문화재보호협회, 1981); 김익두 외, 

호남우도풍물굿(전북 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김익두 외, 호남좌도 풍물굿(전북 학교 박

물관, 1994); 김택규 외, 한국의 농악－호남편(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4); 유무열, 농악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이경엽 외, 장흥의 농악(광주: 심미안, 2010); 정병호, 農樂(서울: 

열화당, 1994); 고창마을굿 (고창문화원, 2009); 전라도의 가락 민속음악학술자료집 4집(민속국

악원, 2011).

13) 김익두, 정읍농악(전북 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김혜정 외, 부평삼산두레농악(부평문화원, 

2008); 김혜정, 보길도 백도리 도제(문화체육관광부, 2011); 박용재, 광산농악(광산문화원, 1992); 

이경엽, 담양농악(광주: 심미안, 2004); 이경엽 외, 구례잔수농악(구례군, 2008); 이경엽 외, 고흥

월포농악(고흥군, 2008); 이경엽 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 화순 한천농악(전라남도, 2011); 

이경엽 외, 구례여성농악(구례군, 2012); 이소라,  전 웃다리 농악( 전직할시청, 1992); 정득채, 

광산농악 : 판굿편(광산농악보존회, 2004); 조한숙 편저, 웃다리 농악(월간경기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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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한 농악보고서들을 싣기도 하 고, 종합적인 민속

조사보고서에서 농악을 다루는 일들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에 

집중되었던 기록화 성격의 사업이 지방의 문화재와 문화재 종목이 되지 못한 장르

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농악은 다른 장르와 달리 한 종목의 내용이 방 하고, 층위별로 다루어야할 내용

이 많아서 논문 형식의 논의를 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기초적인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재 농

악연구의 상당수가 중요무형문화재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어려움

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초기 자료집들이 구축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마을의 농악만을 제 로 안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이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농악은 기층문화이며 기록 없이 구전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권적 보편성과 마을별 특수성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질을 파악하

지 않고 논의를 하다보면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쉽다. 때문에 한 마을의 농악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마을들의 농악을 통해 문화권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개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중심의 자료 편중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14)이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은 부분 판굿 중심의 연예농악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농악에 한 제 로 된 안목을 만들어주기 어렵다. 또한 이들 농악은 전문가의 농악

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역별 향과 역사적 변화가 많은 편이어서 문화적 특성과 

기층적인 면을 살펴보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또 

판굿이 아닌 마을굿, 당산굿, 지신밟기, 마당밟이 등의 농악에 한 조사와 보고서 

발간이 특별히 신경써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구축된 자료집이나 보고서는 체로 한 마을의 농악이 하나의 책으로, 

또는 여러 마을의 농악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다루어

14) 이와 관련하여 김헌선은 ‘토박이 농악 발굴’의 필요성에 해 논의한 바 있다(김헌선, ｢한국 농악연

구의 현장점검｣, 풍물굿연구 창간호(한국풍물굿학회, 2012),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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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내용이 많다. 이러한 1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자 스스로 그 모

든 복잡한 상황을 읽어내기 위한 절차를 겪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권적 이해와 큰 흐름을 그려내고자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농악의 1차 자료 구축이 농악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악의 1차 자료 구축에서는 다양한 농악의 면모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해당 지역에서 농악이 어떤 기능으로 연행되었는지, 누가 주로 전승하 고, 계

보는 어떠한지, 가락이 어떠한지, 진짜기 방식과 춤사위는 어떤지, 그리고 전체 판의 

구성, 농악 관련 기록물의 존재와 유형물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 부분의 보고서에

서 악보 일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악의 존재양상을 충분히 파악할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농악은 지역별로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이 천차만별이며 전승 상태 역시 차이

가 많아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마을

의 문화적 배경, 전승과정과 활동, 연행자와 계보, 농악 편성과 복색, 연행절차와 진

짜기, 춤사위와 가락, 문화권적 보편성과 특수성 등에 한 다각적인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악과 유사한 장르 가운데 민요가 있다. 민요 역시 기층음악으로서 다양한 기능

의 노래가 있고, 지역별 차이도 있으며, 역사적 적층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데 민요의 경우 지자체별로 컨텐츠를 모으고 정리하는 사례가 많았고, 한국민요

전과 같이 전국을 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자료집을 만들기

도 하 다. 그 덕에 민요가 점차 사라지고 전승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해서도 꾸

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악도 마찬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한 지

역을 상으로 하더라도 특정 마을이 아닌 전체 군내의 여러 마을에 전승되는 농악

을 샅샅이 찾아 정리하는 사례15)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작업이 다른 지역들에서도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 김혜정, ｢매구(풍물굿)의 전승현황과 특징｣,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남도민속학회, 1998); 고창농악

보존회, 고창의 마을굿(서울: 나무한그루, 2010); 이경엽 외 장흥의 농악(광주: 심미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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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악 연구 성과의 검토 및 과제

이 장에서는 농악 연구의 성과를 농악의 범주와 기능별, 지역별, 학문 범주별, 주

제별 분포 등을 기준으로 다양성이나 필요성 등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고 그에 응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판굿 중심의 연구 편향

농악은 다양한 목적으로 연행된다. 이러한 연행의 양상은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그러한 다양성을 현재의 농악연구가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에 해서는 회

의적이다. 현재 이루어진 농악 연구의 상당수는 판굿이라는 공연물을 소재로 한 것

들이다. 실제 지역에 전승되는 향토색 짙은 농악은 발굴되거나 논문의 소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기층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판굿이라는 공연물로서가 아닌 마을 본연의 농악으로는 마을굿 계열이 가장 많

고, 마당밟이, 지신밟이 등의 마을 내의 걸립, 호미씻이, 두레굿, 샘굿 등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 또 지역별로 이들을 이르는 용어가 다르고, 부분의 연구자들은 그

러한 용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체로 토착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16)한다. 

결과적으로 농악이나 풍물굿이 아닌 다른 용어로 제목이 만들어져 일반적인 농악 

연구물 가운데 빠트려지는 일도 많다.

현재 농악 연구에서 기층적인 농악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표적인 연

구자로 박흥주17)와 송기태18)를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전라남도의 도서해안지역

16) 김용덕, ｢두레의 조직－‘호미걸이’와 농악｣, 신한국사의 탐구(서울: 범우사, 1992); 김혜정, ｢마당

밟이 가락구성원리｣, 남도민속연구 제7집(남도민속학회, 2001);  ｢전남지방 매구의 길굿에 한 연

구｣, 한국음악연구 제27집(한국국악학회, 1999); 송기태,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

격 고찰, 남도민속연구 제13집(남도민속학회, 2006); 박흥주, ｢전라남도 서남도서해안지방의 군고 

연구를 위한 서론｣,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12집(경희 학교 민속학연구소, 2007).

17) 박흥주, ｢바닷가 마을굿에 나타난 3수 원리 분석－당산굿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8집

(경희 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전라남도 서남도서해안지방의 군고 연구를 위한 서론｣,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12집(경희 학교 민속학연구소, 2007).

18) 송기태, ｢완도 생일면 서성리 풍물굿의 현장론적 연구｣(목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남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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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악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한 편씩 

기층 농악 상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은 따로 논의할 만큼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의 농악 연구들은 판굿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다. 판굿이 마당밟이나 

지신밟기의 끝에 연행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마을 농악에서 갖추어진 판

굿 형태의 공연은 찾기 어렵다. 소박하지만 신명난 놀이판이 존재하지만 층위별로 거

리와 가락의 구성이 짜여진 공연은 없는 것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

목, 또는 그것을 따라 하는 많은 지역의 문화재 농악,19) 그리고 민속예술축제에 출전

하는 농악 등은 부분 판굿을 주 공연 내용으로 삼는다. 이들의 농악은 왜, 언제, 누

가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한 맥락이 없다. 다만 공연물이 남아 있을 뿐이다.

판굿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 마을굿과 같은 기층 농악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농악은 일종의 원리를 통해 여러 층위로 쌓여 구축된 성과 같다.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 따라서 판굿이라

는 종합적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기층 농악의 뿌리를 찾고 어떤 원리가 

바탕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중심의 지역 편중 연구

농악 연구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적으로도 연구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이루어진 농악연구의 양상

지역 마을굿 연구｣(목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호남풍물굿의 전승과 전문예인집단 연희의 수

용｣, 남도민속연구 제11집(남도민속학회, 2005);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찰, 

남도민속연구 제13집(남도민속학회, 2006); ｢풍물굿의 군사적 의미화 연구 : 전남 남해안지역을 중

심으로｣, 도서문화 제36집(도서문화연구원, 2010); ｢세습무계집단의 풍물굿 연행과 지역풍물굿의 

전승 : 고창과 광지역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5집(남도민속학회, 2007); ｢마을굿에서 풍

물굿의 제의수행과 구조 : 전남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7집(남도민속학회, 2008); 

｢풍물굿 포수의 양면성－전남 남해안지역 풍물굿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15권(한국공연

문화학회, 2007); ｢풍물굿 예능의 소통과 원형 창출－진도 소포리 풍물굿을 상으로｣, 남도민속연

구 제23집(2011); ｢서남해안지역 걸립 문서에 나타난 지향과 문화적 권위｣, 실천민속학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19)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들 가운데에도 판굿 이외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

례가 있다. 그러나 체로 본래의 형태나 맥락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단행본 9 12 5 5 1 2

논문 22 21 8 3 8 4

계 31 33 13 8 9 6

<표 1> 연구 대상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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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농악연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경기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라북도의 경우 주로 

전라좌도 농악과 우도농악 등의 이름으로 논의된 것들이 가장 많다. 좌도에는 주로 

필봉 중심의 논의가 많고, 우도로는 정읍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특정 

마을 명을 걸고 연구를 진행한 것들만 따져도 정읍과 필봉이 각각 7편, 6편으로 가

장 많다. 경상도의 경우에도 전체 9편 가운데 7건이 진주삼천포농악을 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역 편중이 자못 극심하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연구물이 많지만 여러 지역으로 상이 분산되어 있다. 특히 

문화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범 문화권적 연구가 다수 있어서, 지역별 특수성과 보

편성에 한 안목이 잘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재 

지정 지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 편향은 하루 속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러 농

악 연구자들이 연구 역을 넓혀 문화권적 안목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학문 범주별 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농악을 하나의 학문으로만 연구한다

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학문적 자질과 방법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농악연구자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가 

민속학이나 구비문학에서 출발한 사람이 많고 음악학20)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수적으로 약세이지만 무용학적 입장에서 논의21)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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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학22)에서도 농악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런데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들 연구물을 살펴보면 방법론이 다양하지 못

하고 깊이 있는 논의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는 일이 많다. 보고서 수준의 

정리에 머물고 더 이상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어 이론을 정립하는 것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용에서 출발한 사람도 무용학적 논의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

리지 못하고 있고, 음악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도 음악을 제 로 다루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속학적 논의를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안목과 문

제의식으로 농악을 다룰 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듯하다. 

흔히 농악을 음악적으로만, 무용학적으로만 연구하는 것, 또 음악과 무용을 제외

한 문화적 현상으로서만 연구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종합예

술적 특성을 가진 농악은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한 덩어리로 인식하여 논의를 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학문 범주별로 거칠지만 필요

한 논의들이 있은 연후에 가능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방법론이라도 제 로 

적용되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은 이후에 다양한 학문과의 소통과 연계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음악학적 입장에서의 연구들 가운데 특정 마을의 농악을 소개하고 나름 로 특성을 

정리해주는 정도의 글이 아니라 가락을 중심으로 분석적 논의를 한 사례23)들이 몇 건 

발견된다. 이들은 길굿, 호호굿, 삼채, 굿거리와 같은 장단을 상으로 하 는데, 특히 

20) 음악학 연구자 가운데 농악을 연구하는 이들로 이보형, 김현숙, 이용식, 김혜정, 양옥경 등을 들 수 

있다. 

21) 김병호, ｢한국민속무용의 유형｣, 한국민속극(한국민속학회, 1975); 김운미․김윤지, ｢청주농악의 

춤사위에 한 연구｣, 우리춤연구 제12집(한양 학교 우리춤연구소, 2010); 주성숙, ｢금산농악의 

가락과 소고춤에 관한 연구｣(원광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 희, 고창농악 고깔소고춤 작품

(2004); 박은하, ｢설장구의 리듬과 몸동작의 연관성에 하여｣(세종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2) 추은희,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3) 김혜정, ｢전남지방 매구의 길굿에 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7집(한국국악학회, 1999); 서정매, 

｢정읍 우도농악의 오채질 굿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18집(남도민속학회, 2009); 이용식, ｢언

어학 모델에 의한 호남좌도농악의 리듬 분석－삼채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5집(한국

국악학회, 2009); ｢호남좌도농악의 호호굿 가락에 관한 음악적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53집(2013); 

전인평, ｢굿거리 장단의 변주방법－김병섭 장구놀이에 기하여｣, 민족음악학보 제3집(서울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79); Robert C. Provine. Drum Rhythms in Korean Farmer`s Music(전북농악장고

장단), (Sinjin munhwas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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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의 같은 기능을 가진 장단을 비교함으로써 문화권적 이해를 드러내거나 기

능적 특성을 드러내는 등의 접근은 음악학적으로 흥미로운 소재라 생각된다.

장단이 아닌 구조적 측면에 더욱 천착한 논의도 있다. 가락 구성원리나 구조적 

틀에 한 관심,24) 장단의 종지형에 한 관심,25) 채굿, 차굿, 길굿의 의미와 관련성

에 한 논의2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이론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도된 논의도 

있다. 이보형과 김현숙 등에 의해 농악 장단 분류가 시도27)되기도 하 고 채보와 분

석의 문제28)가 다루어지기도 하 다. 아직은 수적으로 약하고 연구 상이 좁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이론으로 정립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4)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관심

농악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역사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겪었고, 그에 따른 적

층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다면 역시 농악을 제 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농악은 현재도 살아

있고, 변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놓기도 한다. 우리 농악의 현주소를 아는 것, 이것이 연구자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농악의 과거에 해서는 문헌과 유물을 통해 용어의 기원, 사용례를 찾는 연구29)

24) 김혜정, ｢마당밟이 가락구성원리｣, 남도민속연구 제7집(남도민속학회, 2001); 이보형, ｢호남좌도농

악의 구조적으로 본 미적특성｣, 한국전통음악학 제12호(한국전통음악학회, 2011).

25) 양옥경, ｢농악의 음악적 구조와 종지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21집(남도민속학회, 2010).

26) 이보형, ｢농악의 채에 한 음악적 고찰｣, 한국민속학 제2집(한국민속학연구회, 1970); ｢농악에서

의 길굿(길군악)과 채굿｣, 민족음악학 제6집(서울 학교음악 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84); ｢농

악의 채와 차에 관한 고찰｣, 풍물굿연구(서울: 지식산업사, 2009).

27) 김현숙, ｢호남좌도농악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이보형, ｢농악 장단의 종류와 분류체계｣, 한국전통음악학 제4호(한국전통음악학회, 2003).

28) 김현숙, ｢농악에서 채보와 분석의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제19집(한국국악학회, 1991).

29) 김정헌,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한 반론｣, 문화재』제

42권 제4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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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었고, 동아시아의 여러 문화와의 비교30)나 악기학적 관점의 연구,31) 군제와

의 관련성 연구32)들, 일제강점기의 농악33)이나 마을 문서를 통한 연구34) 시도가 있

었다. 근 사적 접근으로는 마을굿의 변화에 한 논의35)도 있었고, 근  농악의 변

화에 한 논의36)도 있다. 또 음악학에서는 가락의 변화에 한 논의37)도 있었다. 

이들 연구들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20세기에 일어났던 급변에 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 연희패와 마을농악의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성격의 농악들도 

연구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송기태의 연구에서 절걸립패를 다루기도 하 고,38) 

여러 보고서에서 언급된 다리걸립, 낭걸립, 본격적으로 유랑 공연을 했던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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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악의 연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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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와 미래에 한 과제들도 우리의 연구 상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

된 종목의 문제와 지정되지 않은 농악의 전승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승을 

할 것인지, 어떻게 현 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등 논의해야 할 과

제가 많다.

4. 결론

이상에서 농악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간

단히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1차 농악 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전승

환경을 생각할 때 마을 단위의 기층 농악을 한 자료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자료 구축이 잘 이루어진다면 농악 연구의 활성화는 당연히 수반될 결과

가 될 것이다. 단 1차 자료 구축시에 다양한 농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인 조사와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악연구에 있어서는 다양성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악의 다양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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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에 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야 하고, 지역별 차이에 한 문화권적 파악과 논의

가 좀 더 세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지정 종목이나 판굿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 무용, 연희, 민속 등 다양하게 세분된 학문체계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

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거칠지만 자유분방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각 분야별로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론을 세워야 서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여러 분야가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좋

은 결과를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악을 종합예술이라는 점만 강조하

여 한 덩어리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 방 한 양에 질려 보고서 수준의 정리를 넘어

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역사적 적층성에 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농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한 자신의 이해가 분명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빠트려진 

근 사가 없도록 다양한 농악 관련 역사적 흔적들을 정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악의 현장인 마을을 직접 찾고 현지조사를 통해 농악을 접하기를 권

하고 싶다. 농악조사를 통해 농악의 존재양상을 체득할 기회가 생긴다면 훨씬 빠르

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마을만을 상으로 하지 말고 여러 마

을을 상으로 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배운, 또는 

연주할 수 있는 마을 농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연구자로서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

문이다. 실기를 겸비한 연구자들이 매우 좋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을 잃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연구는 상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우호적인 자세로 우상화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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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ination on Research Accomplishment and Proposal 
for Establishing Diversification in Nongak Study

Kim, Hey-Jung*

44)

Nongak is a folk culture that is composed of music performance centering on 

percussive instruments and dancing, and that is performed for various functions 

and purposes. There are various genres, functions and purposes in Nongak as well 

as regional distinctions and Nongak displays complex and layered historical 

changes. 

Due to such complexity of Nongak, it has been considered very difficult to 

pursue academic research on Nongak. However, there is an increased research on 

Nongak lately and more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study on Nonga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categorizes the accomplishments of the 

existing research on Nongak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regional, and 

academic category and, finally, attempts to gauge the current status of Nongak 

research. In addition, the complex and layered features of Nongak have been 

arranged in order to establish diversification of Nongak study.

First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nstruct the first-hand Nongak materials. 

Considering the ever-changing transmission environment, research on materials 

based on existing Nongak on a town basis should be conducted in haste. With 

the first-hand materials well established, active research on Nongak will follow suit. 

In the process of building first-hand materials, systematic research and establishment 

of materials are needed to learn about the whole aspects of various Nongak. 

 * Kyu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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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establishing variety in Nongak research is most important. There 

need to be understanding and eye for various functions of Nongak and cultural 

grasp and discussions on regional differences should be conducted in more detail. 

To this end, discussions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items of cultural asset and 

pangut. 

Thirdly, there needs to be rough yet footloose discussion and research in each 

field in order for fragmented fields such as music, dancing performance, and 

folklore can start discussing about integration. Each field needs to establish 

methodology and theory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agreement. Certainly, much better results are expected when different fields have 

impact on one another. However, seeing Nongak as composite art and trying to 

draw it as one piece can be overwhelming due to the vastness of Nongak. 

Fourthly, eye for historical layer is required.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o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Nongak are needed. For this, various 

historical marks related to Nongak should be arranged and discussed not to omit 

any modern history.

Most of all, field research is required. It will be more beneficial to study a 

number of villages, not just one, in order to hold an object view.

Key Words : Nongak, Nongak research, construct the materials, cultural as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