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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농악의 일반적인 복식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후 금산농악 복식을 조사, 연구하여 금산 농악복식의 

특징을 찾는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농악복식이 한민족 고유 복식을 토대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

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농악복식은 외부 민족에게서 유입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독창적인 창작품도 아니다. 한민족 고유 복식이 서민들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여 변화, 변

형되어 현재의 농악복식으로 이어져 정착되었다. 

농악복식은 크게 기본복식 요소와 연희복식 요소로 구성된다. 연희복식 요소는 다시 

관예복식 요소와 장식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복식 요소는 한민족이 고대부터 입었

던 바지, 저고리, 쓰개 등이다. 연희복식 요소는 반비의 계통의 옷, 삼색 띠, 상모 등이다.

이러한 농악복식은 전국적인 통일성도 갖지만 지역에 따른 차별성도 나타낸다. 농악복

식의 지역별 차별성은 크게 좌도 농악복식, 우도 농악복식, 웃다리 농악복식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농악의 지역별 범주화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 연구는 좌도농악에 속하는 금산농악이 복식측면에서도 좌도농악 특성을 잘 간직하

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금산농악 복식만이 갖는 독특함은 어떤 것

인지를 보여준다.

【주제어】 농악, 농악복식, 기본복식, 연희복식, 금산농악

 * 전남 학교 지역문화교육연구개발센터 연구원(의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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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인 농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한 더 엄 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악 연행을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때, 이를 과학적으로 인

식하기 위해서는 공시적인 연구와 더불어 통시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

제는 농악이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문헌이나 실물 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그 상을 충분히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농악이 주로 

농민들에 의해 연행된 탓에 그에 한 체계적인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악의 부문 연구가 중요하다. 농악은 다양한 예술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연구를 축적하여 모아 간다면 좀 더 

완전한 농악의 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농악의 복식은 농악의 중요한 구성 부문이다. 거기에다 농악 복식은 그 형태와 

명칭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농악 복식이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을 토 로 발전,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역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농

악의 복식도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어느 시 에 수용되었는지를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예컨  고깔은 한민족이 고 부터 착용하던 고유

의 관모인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농악에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밝힐만한 자료

가 충분하지는 않다. 다행이 고깔 자체의 발전과정은 문헌이나 고분벽화, 출토유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악과 고깔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농악에서 악기 연주자들의 복식을 보면 크게 저고리, 바지, 

쓰개 등 기본복식과 그 위에 덧입는 더그레, 배자 등 덧옷, 그리고 삼색 띠, 드림, 

상모를 포함한 장식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복식을 제외

한 나머지 요소들은 연희복식 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다. 기본복식은 고 부터 한민

족이 고유복식으로 착용해오던 것이며 연희복식은 좀 더 후 에 기존의 복식이 무

복식으로 화려하게 개량되어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희복식도 사실은 

예부터 존재하던 복식이었다는 점에서 고유복식과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복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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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순서에서 볼 때 고유복식보다는 연희복식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구분이 가능하다. 

농악 복식의 구조는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농악의 발전과 함께 

기본 복식에 연희복식 요소가 추가되면서 점차 농악에 알맞은 복식으로 변화해 갔

을 것이다. 처음에는 농악복식이 소박한 일상 옷차림 그 로 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농악복식이 농악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

악이 발전하면서 기본복식에 예술적 장식요소들이 덧붙여지면서 화려한 무 의상으

로 재형상화해 갔을 것이다. 특히 농악이 전문 연희 집단에 의해 공연된 점은 농악

복식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농악복식의 요소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농악복식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갖지만 더불어 지역적 특색도 보인다. 지

역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며, 형태나 색상이 다르게 나

타나기도 한다. 또는 착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적인 차이는 지역에 

따른 쓰개의 종류이다. 악기 연주자들의 경우 어떤 지역은 고깔만을 쓰며, 다른 지

역은 전립(氈笠)을 주로 쓴다. 우리는 농악 복식에서 전국적인 공통성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의 연구를 통해 

농악복식, 나아가 농악 일반의 분화과정과 일반성을 더 올바르게 파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좌도농악으로 분류되는 금산농악이 복식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악복식의 일반적인 구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농악복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구

성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본 다음 금산 농악복식이 갖는 특수성은 무

엇인지 알아본다. 



지역 농악복식 구성

전라 좌도농악
(남원농악)

저고리, 바지, 조끼, 전립(氈笠), 꽃수건, 삼색 띠, 상모, 행전

전라 우도농악
(이리농악)

저고리, 바지, 더그레(색동 반소매), 조끼, 전립(氈笠), 고깔, 꽃수건, 삼색 띠, 상모, 
행전

웃다리농악
(평택농악)

저고리, 바지, 조끼, 전립(氈笠), 꽃수건, 삼색 띠, 상모, 행전

자료 : 추은희,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9, 78, 88쪽.

<표 1> 농악복식의 일반적 구성

218   동양음악 제35집

2. 농악의 일반적인 복식

1) 농악복식의 일반적인 구성

(1) 농악복식의 구성

농악복식은 기본복식 요소와 연희복식 요소로 구성되는데, 기수, 취군, 앞치배, 뒷

치배 등 참가자들의 편성 위치에 따라 복식의 요소가 각각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복

식 구성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앞치배들의 복식은 지역적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이 글은 악기를 연주하는 앞치배들의 복식만을 다루기로 한다. 잡색인 뒷

치배의 복식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뒷치배가 원래 다양한 신분을 상징하

면서 그 신분에 맞는 특징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별 차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글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좌도농악, 우도농악, 웃다리농악 가운데 표적인 것을 골라 악기 연주자가 착용

하는 농악복식의 일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각각의 농악에서 저고리, 바지, 삼색 띠, 행전, 꽃수건(색수건)은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머리에 쓰는 쓰개와 기본복식 위에 덧입는 덧옷은 각각의 농악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좌도농악으로 분류되는 남원농악과, 웃다리농악으로 분류되는 평택농악

의 경우 악기 연주자는 모두 전립을 쓴다. 이와 달리 우도 농악으로 분류되는 이리

농악의 악기 연주자는 주로 고깔을 쓰고 일부연주자만 전립을 쓴다. 악기 연주자가 

쓰는 쓰개의 차이는 농악의 지역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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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의 덧옷으로는 주로 조끼와 더그레가 나타난다. 이리농악의 경우에는 드림이 

보이며 더그레의 소매 끝에 색동을 단 것이 특징적이다. 

(2) 농악 복식의 요소

농악복식에는, 악기 연주자만을 볼 경우, 저고리, 바지, 고깔, 전립(벙거지), 더그

레, 배자, 삼색 띠, 행전, 짚신, 드림, 건, 상모 등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크게 

보아 기본복식 요소와 연희복식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저고리, 바지, 짚신, 고깔, 

전립(벙거지), 상모는 기본복식 요소이고, 더그레, 배자, 전립(벙거지), 삼색 띠, 드

림, 건, 상모는 연희복식 요소이다. 연희복식 요소는 다시 관예복식 요소와 장식 요

소로 나눌 수 있는데, 더그레, 전립(벙거지), 행전(行纏)은 관예복식 요소이고 삼색 

띠, 드림, 건, 상모는 장식 요소이다. 여기에서 전립, 상모 등은 중복되어 나타나는

데, 그 이유는 원래 있었던 요소가 나중에 형태면에서 크게 변화하여 농악복식에 수

용되었기 때문이다. 농악복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시 구분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  기본복식은 한민족이 고 부터 착용하던 고유의 복식이다. 반면 연희복식은 

연원이 오래되었기는 하지만 체로 기본복식보다 훨씬 더 뒤에 그 형태가 정착되

어 착용되었다.

<기본복식 요소>

한민족의 기본복식인 저고리, 바지는 고 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보면 당시의 저고리는 전

개교임형(前開交袵形)으로 허리에 를 매어 착용했으며,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왔

고, 통이 좁은 소매(窄袖)에 깃, 도련, 끝동 등에 선(襈)을 두른 형태 다. 바지는 넓

은 통(大口袴)과 좁은 통(窮袴)이 있었는데, 부리를 여미게 되어 있었다. 벽화에 나오

는 이러한 복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현 의 한복으로 이어졌는데, 농악의 기

본 복식인 저고리와 바지는 바로 이 한복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느 지역에서나 농악 는 기본복식으로는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를 입는다.

한민족은 또한 고 부터 누구나 ‘변(弁)’이라는 관모를 썼다. 이 ‘변’은 삼국시  

때는 고깔과 절풍으로 불리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절풍은 나중에 전립(氈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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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된다. 고깔과 절풍은 삼국시  때까지만 해도 서민에서 왕까지 누구나 항상 

쓰는 관모다. 그러던 것이 착용범위가 점차 좁아져 나중에는 일부 특수한 계층만 착

용하는 관모로 변했다. 

이와 같이 농악의 기본복식은 고 부터 누구나 입고 누구나 썼던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농악의 기본복식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창작한 것도 아니고 외부 민족

의 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다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던 고유 복식이 

그 로 정착해서 농악복식이 되었다.

<연희복식 요소>

연희복식은 크게 관예복 요소와 장식요소가 있다. 관예복 요소는 반비의(半臂衣) 

계통의 덧옷인 더그레, 아청작의(鴉靑鵲衣－까치옷), 쾌자 등과 전립(벙거지), 행전, 

상모 등이 있다. 관예복이란 지방 관아(官衙)의 하급 군졸(軍卒)이나 관예(官隸), 그

리고 역졸들이 입던 복식을 말하는데, 농악에 관예복이 유입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

다. 다만 중세의 군사제도가 농병일치제도 다는 점과 지방 관아의 나례 의식이나 

관리들의 부임 행사 등에 농악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

다.

장식요소로는 삼색 띠, 드림, 꽃수건(색수건, 나비수건), 상모 등이 있다. 이러한 

장식요소는 농악이 전문 연희집단에 의해 무  공연용으로 발전해가면서 추가되었

을 것이다.

2) 농악 복식의 기원과 발전

농악 복식 요소 가운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중심으로 그 기원과 발전과정

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쓰개

우리나라는 고 부터 고유한 관모를 착용했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그 관모를 ‘변’
과 같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변이라고 하지 않고 변과 같다고 한 이유는 중국 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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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변 사이에는 그 형태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변은 앞에서 보

아 납작하고 옆에서 보면 뾰쪽한데 우리나라 변은 이와 달리 앞에서 보면 뾰쪽하고 

옆에서 보면 납작하다.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봉합선의 방향이 다

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변은 스키타이 계통의 관모와도 다르다. 고  한국의 변은 

쿨 오바(Kul Oba) 지역에서 출토된 기원전 4세기경의 호(壺)에 새겨진 스키타이 인

물과 아나니노(Ananyino) 고분에서 출토된 피노 스키틱(Finno Scythic) 인물이 쓴 

관(冠) 등과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류가 스키타이계의 관모에 있다고 보기

도 했다. 그러나 스키타이 관모는 위가 납작하고 넓지만 우리나라 변은 좁고 뾰쪽하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1)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변의 크기이다. 스키타이계 

관모는 크기가 커서 머리에 눌러 쓸 수 있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출토유물이나 고

구려 벽화에 보이는 우리나라 변은 크기가 작아 이것이 추위를 막거나 햇빛을 가리

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변은 작은 관모를 머리에 얹고 끈을 내려 턱 

아래서 묶는 형태 다. 이는 변이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신분표시나 의례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2)

이 변은 삼국시  때는 고깔과 절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 고깔과 

절풍이 같은 형태의 관모라는 사실은 여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3) 그렇다면 왜 

변이 고깔과 절풍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가

능성은 관모의 재질 차이이다. 문헌, 출토유물, 고분벽화를 통해 드러나는 고깔과 절

풍의 재질은 백화수피(자작나무 껍질), 비단, 짐승 가죽(皮弁), 짐승 털, 금속 등이다. 

이러한 재질의 차이가 절풍과 고깔이라는 명칭의 차이로 이어졌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장식요소의 차이이다. 관모는 꽃이나 새 깃, 새 털로 장식을 했는

데 이러한 장식의 차이가 고깔과 절풍이 분화하는 요소 을 수 있다. 고깔은 꽃으로 

장식했으며 절풍은 새 깃이나 새 털로 장식했는데, 나는 이 장식의 차이가 이름의 

 1) 박선희, ｢고  한국의 관모 재료와 종류｣, 한국고 학회 제16호(한국고 학회, 2001), 135~137쪽.

 2) 우리나라 고유 관모가 상투와 관련된 실용적인 목적에서 발전했을 수도 있다. 後漢書 卷85 東夷列

傳 韓條, 三國志 券30 東夷傳 韓傳, 晉書 등에는 고  한민족이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했다

는 기록이 나온다. 관모 폭이 넓지 않고 높이가 있는 까닭은 이 상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박선희, 

고조선 복식문화의 발견(서울: 지식산업사, 2011), 278쪽.

 3) 이여성, 조선복식고(서울: 범우사, 1998),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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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져오게 한 계기라고 본다. 어쨌든 농악의 고깔과 전립은 고 의 고깔과 절

풍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고깔>

고깔은 순수한 우리말이며 고어는 ‘가시가리’이다. 가시가리는 꽃을 의미하는 ‘가
시’와 관모를 의미하는 ‘가리’의 합성어인데, 나중에 가시는 (가시 →곶 →꽃)으로, 

그리고 가리는 (가리 →갈)로 각각 음운변화를 한다. 따라서 고깔은 ‘꽃＋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가리는 중국역사서에 고사갈이(高思葛伊), 골소갈(骨蘇葛), 소골(蘇

骨), 유자례(遺子禮)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는 순수한 우리말인 가시가리

를 ‘소리 옮김’할 때 음이 같은 여러 한자어를 사용한데서, 또는 이것을 후  기록자

들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을 일으켜 이와 같이 다양한 한자표현이 등장한 것으

로 보인다.4)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북사(北史)에 이르기를 고구려(高麗)사

람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변과 같고, 사인(士人)은 거기에다 두개의 

새 깃을 더 꽂았다. 귀한 자는 그 관을 소골(蘇骨)이라 하는데…”5) 

이 기록 속의 소골(蘇骨)에 해 이여성은 조선복식고에서 소골은 ‘솟곳’의 음

차로 볼 수 있고, ‘솟’은 위로 솟는다는 뜻이며 ‘곳’은 갓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골이

란 위로 솟은 ‘갓’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현 의 여러 복식학자들도 이여성의 해

석을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소골이 골소갈

이(骨蘇葛伊)의 준말 형태인 골소(骨蘇)가 잘못 표기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6) 실

제로 북사보다 먼저 쓰인 주서(周書)에는 골소(骨蘇)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북사의 기

사는 주서의 기사를 전사(傳寫)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소골은 뾰쪽한 관모가 아

 4) 류열,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한 연구(서울: 한국문화사( 인본), 1995), 43쪽.

 5) 三國史記, 券 第三十三 雜誌 第二 色服, 北史云 “高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貴者其  

冠曰蘇骨…”
 6) 류열, 앞의 책, 43쪽.



농악의 일반적인 복식과 금산농악의 복식   223

니라 가시가리 곧, (꽃＋갈)이라고 할 수 있다.

고깔이 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어원에서도 유추할 수 있기도 하지만 고깔의 

형태에 한 문헌 기록이나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이나 유물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 사회에서는 누구나 고깔을 썼으며 또한 고

깔을 꽃으로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여성도 “고깔은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통례

니 … 개 관모 위에 꽃을 장식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통속이다.”7) 고 기록하고 있

다. 처음에는 고깔을 장식하는데 생화를 사용했을 터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재료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삼국시  금관의 외관에 나타나는 화지상

입화식(花枝狀立華飾)은 꽃 장식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악의 고깔과 고  고깔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김 숙은 농악

의 고깔이나 승려들이 쓰는 고깔이 고구려 절풍(折風)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았다.8) 

여기에서 승려의 고깔이 고구려 절풍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데, 이는 뒤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악의 고깔이 고구려 절풍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절풍과 

고깔이 그 형태면에서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다고

는 할 수 없다. 농악의 고깔은 절풍이 아니라 고  고깔에서 유래했다. 물론 농악의 

고깔이 고  고깔에서 유래했더라도 그 형태는 시 가 흐르면서 많이 변했다. 그렇지

만 꽃으로 관모를 장식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농악 의 고깔에 장식하는 꽃은 종이로 만든다. 언제부터 고깔에 종이꽃

을 만들어 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10년  농악 의 사진에 종이꽃을 단 

고깔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종이 꽃 장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0년 의 종이꽃 크기는 오늘날의 것보다 훨씬 작다. 고깔의 종이꽃이 어울리지 

않게 커진 것은 1950년  이후의 일이다.9) 현재의 개성 농악단이 쓰는 고깔에는 크

기가 작은 꽃을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성농악의 경우 꽃 형태가 옛날 모습

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7) 이여성, 앞의 책, 116쪽.

 8) 김 숙, ｢고구려 관모에 관한 고찰｣,  한가정학회지 제5권( 한가정학회, 1966), 764쪽.

 9) 현  농악의 고깔을 장식하는 종이꽃은 지나치게 커서 균형, 비례가 맞지 않아 멋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고깔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의 꽃의 크기를 1950년  이전처럼 훨씬 줄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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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삼국시  절풍은 고깔과 마찬가지로 관모의 기본형이었으며 왕, 귀족에서 일반 평

민에 이르기까지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썼다. 절풍은 새 깃이나 새 털로 장식을 하

고 신분표시를 했는데, 새 깃을 좌우에 한 개씩 꽂거나 정수리 부분에 새 털을 한 묶

음 가득히 꽂기도 했다. 절풍의 장식은 고깔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제로 만들어 사용

하기도 했다. 백제는 조배(朝拜)나 제사지낼 때 절풍에 새 깃을 꽂는다고 했는데 이에

서 알 수 있듯이 새 깃을 꽂은 것이 어떤 의례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10)

이익(李瀷)은 성호사설(星湖僿設)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절풍립(折風笠)을 쓰는데 

만듦새가 변과 같다.”11)고 기록하면서, 절풍(折風)의 어원을 말뜻에서 찾으려고 했다. 

곧 겨울 서북풍 바람을 막기 위해 ‘겨울에 쓰는 관’이 절풍이라는 것이다. 이여성도 

이익을 좇아 절풍을 ‘풍을 절하는 관모’라고 하여 한자의 의미를 취하여 절풍을 해석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풍은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익이나 이여성의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

삼국시  고유의 절풍은 나중에 그 형태가 약간 변형된다. 이익에 따르면 “절풍은 

나중에 약간 변해서 패랭이로 되었다가 다시 입자(笠子)로 되었다.”12)고 한다. 여기서 

약간 변해서 패랭이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모(帽)의 첨(簷)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절풍은 원래 첨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패랭이는 첨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절풍은 곧 나제립인데, 

신라 태종(무열왕) 이전에는 나라의 풍속을 따라 나제립을 썼고 태종 이후에는 당제

(唐制)를 사용하 다. 그런데 나제립은 공사간의 외출 때 항상 썼고 고려조에 이르러

서도 그러하 다 …… 조선조에 들어와서 오직 군읍의 아전들만 나제립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峰類設)에서 “나제립은 언제 비롯되었는지 모

르지만 고려사 우왕 원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관아 서리(胥吏)들에게 흰 방갓을 쓰게 

하고 조선조에서는 지방 아전들에게 검게 만들어 쓰도록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13) 

10) 北史 券94 百濟傳; 박선희, 위의 책, 281쪽.

11) 李瀷, 星湖僿設, 卷五 萬物門 折風笠, ‘通考云高句麗人加折風形如弁盖’.
12) 李瀷, 앞의 책, 卷五 萬物門 折風笠, ‘中間秒變爲蔽陽笠後來又變爲今俗笠子’.
13) 이여성, 위의 책, 116~119쪽.



문헌 문헌의 관예복(官隸服) 현대의 농악복식

高麗史 단령(團領), 조의(皀衣)

반비의(半臂衣)
아청작의(鴉靑鵲衣-까치옷)

벙거지
행전(行纏)

經國大典 청반비의(靑半臂衣), 조건(皀巾)

燕山君實錄 반비(半臂), 흑첩이(黑帖裏)

春香傳
첩이(天翼), 까치옷, 행전(行纏)

아청(鴉靑)쾌슈, 벙거지

漢陽歌 아청작의(鴉靑鵲衣)

자료 : 추은희, 위의 논문, 25쪽.

<표 2> 문헌에 보이는 관예복과 농악복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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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절풍은 신라 태종 이전에는 누구나 항상 쓰는 

관모 지만 나중에는 지방 아전이나 관아 서리만 쓰는 관모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깔과 마찬가지로 절풍도 처음에는 누구나 쓰는 관모 지만 그 착용 상이 차

츰 좁혀져 가는 과정을 밟아 나중에는 지방의 하급 관리, 관예, 역졸 등의 관모로 

정착했다. 김 숙은 전모가 고구려 절풍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14) 앞의 

사실에 근거할 경우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농악에서 전립이 어떤 변천과정

을 밟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농악이 지방의 관아와 접

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관모가 농악의 쓰개로 자리 잡았을 것이

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2) 덧옷

현  농악복식의 덧옷은 형태면에서 관예복과 여러 유사성을 갖는다<표 2>. 농악

는 기본복식 위에 더그레, 쾌자, 배자 등 덧옷을 입는다. 이 덧옷들은 문헌에 무수(無袖), 

단수(短袖) 등 ‘반비의(半臂衣)’로 표현되는데, 지방의 관예15)들이 이 계통의 복식을 착

용했다. 이 반비의 계통의 복식과 행전, 벙거지 등이 지방 관예복의 구성 요소 다.

14) 김 숙, 위의 글, 764쪽.

15) 관예란 각 관아(官衙)에서 부리던 하예(下隸)를 말하며, 고려시 에는 이들을 나장(螺匠), 소유(所由), 

정리(丁吏), 초(抄)로 불 고 조선시 에는 소속 직능에 따라 사령(使令), 나장(羅將), 조예(皀隸), 시

노(侍奴), 소유(所由), 갈도(喝道) 등으로 다양하게 불 다. 이들을 통칭하여 군졸로 부르기도 했다. 

추은희, 위의 논문, 25쪽. 



226   동양음악 제35집

농악복식에 지방 관아(官衙)의 하급 군졸(軍卒)이나 관예(官隸)들이 입었던 복식

이 향을 준 경로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농악복식과 관예복식의 유사성을 통해 농

악이 지방 관아와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16) 문헌에 등

장하는 관예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더그 >

반비의(半臂衣)란 소매가 없거나 짧고(반팔) 맞섶이며 무가 없이 겨드랑이까지 옆

선을 튼 겉옷을 말한다. 이 반비의라는 의복명은 통일신라시  흥덕왕 복식금령(834

년)에 나타나는데, 이로 미루어 이 계통의 옷이 이미 통일신라시  때부터 착용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식 금령 당시에 반비의는 4두품 이상이 입었던 고급 옷이

었지만 이것도 절풍과 마찬가지로 후 로 가면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옷으로 변한

다. 고려사에도 반비의라는 명칭이 보이며, 조선 초에는 이 반비의가 중국의 호의

(號衣)17)라는 의복명의 향으로 호의로 불리기도 했다. 

이 반비의 가운데 조선시  각 문(營門)의 군사와 마상재군(馬上才軍), 사간원의 

갈도(喝道), 의금부의 나장(羅將) 등이 입었던 세 자락의 덧옷을 더그레라고 한다. 

더그레는 ‘아청작의’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검은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청색이

었는데, 붉은 색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관복도설 마상

재군에 나타나는 더그레는 붉은 색에 깃이 없고 길이는 허리를 약간 넘으며 양쪽 

옆에 트임이 있었다. 이 더그레는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군사들의 겉옷으로도 사

용되었다. 

현재 좌도농악, 우도농악 농악 의 쇠잽이들이 기본복식에 덧입는 덧옷은 쇠옷, 

동지기, 더거리 등으로 불리는데, 그 명칭과 형태로 미루어 더그레에서 변화한 것이 

분명하다.

16) 특히 전문 농악이 관아와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고 봐야 한다. 마을 농악은 관아와 큰 관련이 

없었을 것이다.

17) 호의(號衣)를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사여(賜與)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중국복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이주 , 朝鮮時代 無袖衣에 關한 硏究
(부산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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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자>

더그레보다 기장이 좀 더 긴 것은 쾌자라 불린다. 쾌자 역시 하급군속의 복식이

다. 최남선의조선상식을 보면 쾌자는 답호(褡護)인데, 지봉유설(芝峰類說)에 따

를 경우 세종조에는 사 부의 의복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급군속(下級軍屬)인 조

예(皂隸)의 제복(制服)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온다.18)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할 

때 쾌자 역시 하층 계급의 복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었다. 쾌자는 현  농악 에서 

기수가 입는다.

<배자(背子)>

반비의의 짧은 것은 배자라 불린다. 조선 후기 송문흠(宋文欽)의 閑靜堂集에 배

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반비(半臂)라 하는 것은 지금의 괘자(掛子)와 

체로 비슷하다. 다만 괘자(掛子)의 두 옷자락이 직수(直垂)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 반비의 짧은 것은 지금의 배자다.”19) 조선 중기의 배자는 교임양식(交袵樣式) 형

태로 동정이 달리고 길이가 무릎 정도에 이르면서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는 네 자락 

의복이었다. 이것이 더 후기로 가면서 합임양식(合袵樣式)으로 변하고 길이도 짧아

져 허리 정도에 이르면서 옆트임만 있는 세 자락 의복이 되었다.20) 

배자는 원래 반비의 계통의 옷에서 유래한 것이었지만 조선시  때 누구나 착용

하는 일상복이 되었다. 그러다 갑오개혁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들이 

조끼를 주로 입게 되자 배자는 그 형태가 유사한 조끼로 체되어 간다. 배자와 조

끼는, 후자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지만 전자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

지만, 그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했다. 현재 농악 의 복식 요소 가운데 하나인 조끼

는 반비의(半臂衣) 가운데 하나인 이 배자에서 변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최남선, 조선상식(풍속편)(서울: 보고사, 1993), 127쪽.

19) 宋文欽, 閑靜堂集, ‘其半臂者 與今之掛子略同 談掛子兩裾直垂爲異其半臂而短者卽今之背子也…’
20) 이주 , 위의 글,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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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식 요소

농악복식에서 장식은 농악 의 시각적 화려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복식요소이며 

여기에는 삼색 띠와 드림, 꽃수건, 상모가 있다. 농악  부분의 단원들은 기본복식 

위에 독특하게 삼색 띠를 두른다. 이 삼색 띠는 최소한 원군 이전부터 농악 에 

의해 착용되었다. 원군이 경복궁 중건 위안(慰安)행사에 참가한 농악 에게 내린 

상에는 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예컨 , 원군은 ‘경복궁

건축위안공연’에 참가한 평택농악단에게 농기와 삼색의 어깨띠를 하사했다.21) 이에 

비춰볼 때 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다시 세워진 1867년(고종 4년) 이전부터 농악

에서 삼색의 어깨띠를 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그레 뒷길에는 삼색 천을 길게 드리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통 드림이라 한다. 

이 드림은 농악 를 총 지휘하는 상쇠만이 단다. 어느 농악 에서나 상쇠는 다른 연

주자들에 비해 더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로 미루어 드림은 상쇠의 화려함을 돋보이

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립을 쓸 때는 먼저 이마에 꽃수건(색수건)을 받쳐 쓴다. 이 꽃수건은 전립이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마 쪽에 매듭을 지음으로써 꽃처

럼 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측면도 있다. 오늘날에는 건에 꽃을 달아서 매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수건을 앞쪽에서 묶어 꽃모양을 만들었다. 

전립 위에는 상모를 단다. 상모란 원래 전립에 매단 이삭 모양의 술을 말한다.老

乞大를 보면 ‘홍 (紅纓)’22)이라는 입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샹모’로 언해된다. 

이 ‘샹모’가 조선시 의 상모 또는 삭모에 해당한다. 그리고 홍 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상모는 원래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이 상모는 과거 절풍의 새 털 장식에

서 발전해왔을 것으로 본다. 상모의 종류는 부들상모, 뻣상모, 채상모, 부포상모 등

으로 다양한데 지역에 따라 착용하는 종류가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모는 전문 

연희집단에 의해 농악이 연행되면서 발달했을 것이다. 

21) 평택문화원, 평택군지(서울: 범한사, 1984), 695쪽.

22) (纓)은 통상 관모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띠를 말하는데, 관모 꼭 기의 술에 해서도 (纓)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듯하다. 서정원, ｢‘老乞大’ 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 복식 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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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악복식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농악의 고깔은 불교 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불교가 농악복식에 미친 향의 표적인 예로 농악 의 단원들이 쓰는 고깔을 

든다. 그러나 농악에서 쓰는 고깔과 승려들이 사용하는 고깔은 그 명칭이 같고 형태

가 유사하지만 서로 같지 않다. 농악 의 고깔에는 꽃이 달려 있지만 승려들이 쓰는 

고깔에는 꽃이 달리지 않았다. 형태면에서 승려의 고깔에는 뒷부분에 접음이 있지

만 농악 의 고깔에는 그런 접음이 없다. 정약용의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보면, 

“승도의 건(巾)을 방언으로 곡갈(曲葛)이라 하는데 현재 스님이 사용하는 고깔은 서

산 사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다.”23)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면 스님

의 고깔은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고깔은 한민족이 고조선

시 부터 사용하던 고유의 관모 양식이므로 불교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고깔이 고깔로 불리는 이유는 관모를 꽃으로 장식했기 때

문인데, 중세에는 머리에 쓰는 모든 관을 고깔로 통칭한 탓에24) 꽃으로 장식하지 않

은 승려의 관모도 고깔로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2) 농악복식이 군  복식의 향을 받았다는 표 은 정확하지 않다. 

농악복식은 정규군의 복식인 구군복(具軍服)과는 다르다. 조선시  정규군의 복식

이었던 구군복(具軍服)은 관원 등이 갖추어 입었던 의복이다. 정규군은 붉은색 동달

이 위에 전복을 입고, 남색(藍色) 전 (戰帶)를 띠며, 환도(環刀)를 차고 손에는 등채

(藤策)를 들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작우(雀羽), 패 (貝纓)으로 장식한 전립(戰笠)을 

쓰고, 목화(木靴)를 신었다. 동달이는 두루마기와 비슷하나 뒤가 트이고 주홍색 길에 

붉은색 착수(窄袖)가 달린 옷이다.25) 

농악복식은 이러한 구군복이 아니라 나장이나 사령 등 군졸들이 입었던 관예복과 

23) 丁若鏞, 雅言覺非, 卷之二, “方言曰曲葛 … 一摺之巾 本非華僧之制東僧西山休靜始著此巾”.
24) 김은정,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  복식 명칭 분석(카톨릭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00쪽.

25) 김 숙, 한국복식사사전(서울: 민문고, 1988),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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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이다. 예컨  반비의 계통의 옷 가운데 더그레는 무수(無袖)와 단수(短袖)

가 있는데 무수는 정규군이 입었고 단수는 관예인 나장(羅將)이 주로 입었다.26) 현

 농악복식에서 쇠잽이들이 저고리 위에 입는 덧옷은 당연히 더그레 가운데 정규

군이 입었던 무수(無袖)가 아니라 사령(使令), 나장(羅將) 등 군졸들이 입었던 단수

(短袖)에서 향을 받은 것이다. 농악 전립의 경우도 이것이 고 부터 내려오던 고

유 관모가 변형된 것이지 정규군의 전립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농악 복

식은 정규군 복식의 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근  이전의 군사제도에서 지방군은 주로 농민들 가운데서 징집되어 각 관

아에 소속되었고 농한기에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직분을 군졸들이 맡았기 때문에 

농악복식이 군복의 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군졸들의 복식이 정규군의 복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악복식이 군  복식의 

향을 받았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3. 농악복식의 지역적 차별성과 금산농악의 복식

1) 농악복식의 지역적 차별성

농악 복식은 우리의 고유복식을 기본복식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지만 

지역적 차별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농악의 지역적 분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악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자료

를 제공한다. 

모든 지역에서 농악 는 기본복식으로 우리 한복인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 그

러나 덧옷, 쓰개, 그리고 장식 등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덧옷을 보면 웃다

리농악은 더그레를 입지 않고 조끼만을 입는다. 다른 지역의 경우 쇠잽이는 체로 

더그레를 입지만 나머지 악기 연주자들은 더그레나 조끼를 입는다. 쓰개의 경우에

26)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서울: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1989),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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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도농악의 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고깔을 쓰

지만 좌도농악이나 웃다리농악의 악기 연주자들은 부분 전립(氈笠)을 쓰거나 전원

이 전립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웃다리농악에 속하는 평택농악의 경우 악기 연주

자 전원이 전립을 쓴다. 좌도농악에 속하는 남원농악도 악기 연주자 전원이 전립을 

쓰지만 같은 좌도농악에 속하는 임실필봉농악의 경우에는 쇠잽이와 채상소고수는 

전립을 쓰지만 다른 악기 연주자들은 고깔을 쓰기도 한다. 우도농악에 속하는 이리

농악을 보면 쇠잽이는 전립을 쓰지만 다른 연주자들은 고깔을 쓴다. 

전립에 달린 상모의 형태에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웃다리농악에 속

하는 평택농악의 쇠잽이 전립에는 부포상모를 달고 징, 장구, 북을 치는 연주자들의 

전립에는 나비상상모를 단다. 소고수는 머리에 상모지가 달린 전립을 쓰는데, 상모

지란 한지로 된 두 가닥의 띠를 말한다. 좌도농악의 전립에는 주로 부들상모를 단

다. 부들상모는, 거기에 달린 적자(구슬)가 세우면 곧바로 서지 않고 구부러지면서 

서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연기를 연출할 수 있게 한다. 우도농악에서는 전

립에 주로 뻣상모를 단다. 뻣상모는 부들상모와 비슷하나 징자에 실을 단단하게 감

고 물체에 철사를 넣어서 전립 위로 적자와 물체가 뻣뻣하게 서 있게 한다하여 뻣상

모라 부른다. 좌도농악과 우도농악에서 채상 소고수들은 채상모가 달린 전립을 쓴

다. 원래 우도농악은 소고수가 고깔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요즈음에는 다른 지역 

향을 받아 채상이 달린 전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립에 다는 상모는 각 지

역별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모에서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독창성이 

나타나는 연유를 밝히는 것도 농악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으로 본다. 

고깔에서는 꽃의 색상이나 개수, 꽃을 다는 위치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고 장식

의 요소인 삼색 띠와 드림에서는 두르는 방법과 모양, 그리고 색상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듯 농악복식이 지역별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그 지역의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아 주변이나 역참 주변에서 전문적인 농악이 발전한 곳은 

그에 알맞은 농악 복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을 농악이나 두레 농악

을 주로 연행하는 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복식이 발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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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산농악 복식의 구성과 특징

(1) 산농악 복식의 구성

여기에서는 악기 연주자들의 복식만을 보기로 한다. 금산농악의 악기 연주자들은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복식으로 흰색 저고리, 흰색 바지를 입고 바지에

는 행전을 치며 신은 짚신을 신는다. 

쇠잽이는 기본복식 위에 홍색 더거리(더그레)를 걸친다. 더그레에는 소매 위쪽에

서 아래쪽으로 파랑, 노랑, 빨강 순으로 삼색동이 들어간다. 쇠잽이 등에는 해, 별, 

달을 상징하는 빨강, 노랑, 파랑 드림을 매달고 허리에는 황색 띠를 둘러맨다. 쇠잽

이는 부들부포 상모를 단 전립을 쓰는데, 전립 윗부분은 나비와 국화를 각각 두 개

씩 붙여 장식하고 전립 아래쪽으로는 훌  끈(훈령 끈)을 단다. 부들부포는 예전에

는 닭털 또는 새털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칠면조털로 만든다.

징수, 장구잽이, 북수는 홍색 조끼를 입는다. 조끼 위 좌측에 남색 띠, 우측에 빨

강 띠 그리고 허리에 황색 띠를 둘러맨다. 머리에는 종이부포로 된 전립을 쓰는데, 

전립 윗부분은 나비와 국화를 곱게 붙여 장식하고 아래쪽으로는 훌  끈을 단다. 종

이부포는 한지를 가늘게 잘라 만든다.27) 

소고를 치는 소고수는 남색 조끼를 입는다. 조끼 위 좌측에 남색 띠, 우측에 빨강 

띠 그리고 허리에 황색 띠를 둘러맨다. 머리에 채상 전립을 쓰는데, 전립 윗부분은 

나비와 국화를 붙여 장식하고 아래쪽으로는 훌  끈을 단다. 

현장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금산농악 복식은 다음과 같다. <표 3> 여기에서 보면 

1997년과 2013년의 농악복식의 구성요소는 동일하지만 징, 장구, 북 연주자들의 조

끼 색상은 청색에서 홍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27) 지금은 한지를 습자지로 용한다.



농악대 1997년 농악대 복식 2013년 농악대 복식

쇠
전립, 흰저고리, 바지, 삼동더거리, 허리에 
황색띠, 삼색드림

전립, 흰저고리, 바지, 홍색 삼동더거리, 허리에 
황색띠, 삼색드림

징 전립, 흰저고리, 바지, 청색조끼, 삼색띠 전립, 흰저고리, 바지, 홍색조끼, 삼색띠

장구 전립, 흰저고리, 바지, 청색조끼, 삼색띠 전립, 흰저고리, 바지, 홍색조끼, 삼색띠

북 전립, 흰저고리, 바지, 청색조끼, 삼색띠 전립, 흰저고리, 바지, 홍색조끼, 삼색띠

소고 전립, 흰저고리, 바지, 청색조끼, 삼색띠 전립, 흰저고리, 바지, 청색조끼, 삼색띠

자료 : 민병상, 금산농악의 현장 연구, 중앙 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61~63쪽; 
2013년 ‘금산인삼축제’ 폐막식 길거리 농악 현장조사(2013년 9월 15일, 금산 인삼축제 주무 )

<표 3> 금산농악 복식(1997년과 2013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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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농악 복식의 특징

금산농악 복식의 특징을 보기로 하자. 금산농악의 기본 복식으로 착용하는 저고

리, 바지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복식 위에 덧입는 덧옷, 쓰개, 

장식 등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쓰개를 보면 금산농악에서는 악기 연주자 전원이 전립을 쓴다. 이는 좌도농

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금산농악의 좌도농악적 성격을 보여준다. 상

모로는 부들부포 상모와 종이부포상모, 채상모가 나타난다. 부들부포나 채상모는 좌

도농악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좌도농악에서 보이지 않은 종이

부포가 보인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종이부포상모는 좌도농악 가운데 금산농악

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28) 종이로 만든 부포는 평택 웃다리농악과 전 웃다리농

악에 보이는데, 금산농악의 징, 장구, 북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종이부포상모를 전립

에 다는 것은 웃다리농악의 향일 수 있다.

전립 윗부분에 나비 모양과 국화 모양 장식을 양쪽으로 각각 두개씩 붙이는 것도 

금산농악 전립에서만 나타난다. 왜 나비와 국화를 붙이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금산농악 는 전립을 돌무(돌모) 또는 삼내미라 부른다. 삼내미는 싸리나무를 갓처

럼 엮어 만들었고 그 위에 꽃 장식을 하 다고 한다.

28) 전인근 면담(금산농악 뿌리패 단장, 2013년 8월 3일, 금산농악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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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옷으로는 더그레(더거리)나 조끼를 입는데, 이것도 좌도농악 공통적인 요소이

다. 그러나 더그레의 색상이 홍색이라는 점은 좀 특이하다. 우도농악에 속하는 광산

농악에 홍색 더그레가 보이기도 하지만 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로 검은색의 더그레

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과거 문헌에서 보면 붉은색의 더그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상재군의 더그레는 붉은색이었다. 더그레에는 삼색동(삼동)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삼색동은 부분의 더그레에서 볼 수 있다. 더그레 뒤의 드림은 

보통 쇠잽이 중에서도 상쇠만이 단다. 그러나 금산농악에서는 쇠잽이 전원이 드림

을 단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금산농악에서는 쇠잽이들이 금속으로 해, 별, 달을 

만들어 등에 붙이고 해, 별, 달을 상징하는 빨강, 노랑, 파랑 드림을 매다는데, 이처

럼 해, 달, 별을 붙이는 사례는 금산농악에서만 발견된다. 다만 우도농악에 속하는 

이리농악의 상쇠가 등에 원형의 거울을 다는 것은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산농악의 복식은 좌도농악 복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충실하게 

보여주지만 금산농악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도 갖추고 있다. 다만 금산

농악 복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최근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므로 한

계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악복식이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지역별 특성들을 

나타냈지만 농악경연 회 등을 계기로 농악복식이 공연용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지거

나 다른 지역의 특이한 것들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가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산농악 복식의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산

농악 복식 자체에 한 역사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악복식

의 일반적인 역사만을 살펴본 다음, 이에 비하여 현재의 금산농악 복식이 갖는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았다. 금산농악 복식 자체에 한 역사적인 연구는 따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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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농악복식은 그것이 한민족 고유 복식을 토 로 구성되었고 서민들의 미적 취향을 

반 하여 변화, 변형되었다는 점에서 미적 특징과 함께 역사성도 보여준다. 농악복

식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창작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도 아니며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 고유성을 간직한 우리 옷이 그 로 전승된 것이

다. 다만 고유의 복식이 무 복식으로 재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

기도 했다.

농악의 기본복식인 저고리, 바지, 쓰개 등은 우리의 고유 복식에서 유래했다. 연

희복식은 무 복식으로 재창작되었는데, 관예복의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농악, 특히 전문 예인들이 연행하는 농악이 지방 관아와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식요소는 전문 예인들의 향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농악복식은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들을 인식함으로써 농악의 분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농악은 좌도농악, 우도농악, 웃다리농악 등으로 분화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금산농악의 복식은 좌도농악 복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

러나 연구가 최근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금산농악 

복식 자체의 역사에 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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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ngak’s Common Costume and Geumsan Nongak’s 

Chu, Eun-Hee*

29)

This study examines researches that mainly focus on Nongak’s common 

costume, which well embodies our unique Korean culture. Then it examines 

Geumsan Nongak Costumes in order to discover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rgues that Nongak Costume is brought up today by its roots in 

Korea’s own unique costume. Therefore, Nongak Costume is neither an 

importation from outside culture nor a ingenious creation by someone. It is 

brought up by our unique Korean costume that reflected common people’s 

changes in their aesthetic sense. 

Nongak Costume has two sub-element, that is element of basic costume and 

that of performance costume. And performance costume has two sub-element, that 

is el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e servant costume and that of ornament. 

Basic costume consists of Baji(Trousers), Jeogori(Korean Jacket), Sseugae(Hat 

and Hood), etc. which Korean has been wearing from old times. Performance 

costume consists of short-sleeved jacket, three-colored sash, Sangmo etc.

Nongak Costume not only has national unity but also reflects regional 

differentiations. Nongak Costume’s regional differenti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Joado Nongak Costume, Udo Nongak Costume, and Utdari Nongak Costume. 

This categorization matches up with Nongak’s regional categorization roughly.

This study argues that Geumsan Nongak, which is a part of Joado Nongak, 

also well represents Joado Nongak Costume in costume aspects. Moreover, this 

 *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Education of Local Cultur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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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hows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Geumsan Nongak embodies. 

Key Words: Nongak, Nongak Costume, Basic Costume, Performance Costume, 

Geumsan Nong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