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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진오귀굿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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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식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국문초록】

굿은 노래와 춤, 그리고 이를 반주하는 악사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악가무(樂歌舞)의 종합공연

예술이다. 굿판의 음악과 춤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층문화어법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인간

의 사후에 행하는 굿인 진오귀굿에서 연행되는 음악은 우리 문화의 사후세계관과 음악과의 관련

성을 밝혀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진오귀굿은 그 자체가 병굿이나 재수굿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여느 굿과 다른 제차와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의 목적은 진오귀굿의 음악이 굿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여느 굿과 다른 음악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 진오귀굿의 무가는 신을 청하는 무가 청신무가인 <청배> <만수받이>와 신을 놀리는 오신

무가인 <노랫가락> <타령>, 그리고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중디밧산>과 서사무가인 <바리공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신무가인 <청배>와 <만수받이>는 좌창(坐唱)무가와 입창(立唱)무가라

는 차이를 갖는다. 청신무가인 <청배>는 무당이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불균등박자(asymmetric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굿판 악사의 생애와 예술세계 관련 자로 집성 및 

DB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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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인 혼소박 4박 장단으로 부른다. 그러나 굿거리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만수받이>는 무당과 

장구잽이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3소박 4박 장단으로 부른다. 본래 서울 <만수받이>도 불균등박

자인 혼소박 4박 장단으로 부르던 것을 이 장단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균등박자(symmetric 

meter)인 3소박 4박 장단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청배>는 무가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형(古形)의 장단을 여전히 지키는 것이고, <만수받이>는 장단을 바꿀 정도로 <청배>에 

비해 신성성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랫가락>은 5소박과 8소박이 혼합된 장단으로 

5박과 8박이 혼합된 시조창과 유사한 리듬구조를 갖는다. <타령>은 서울 굿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무가로서 3소박 4박 장단에 부른다. 진오귀굿에서 부르는 <중디밧산>도 불균등박자인 혼소박 

6박의 가래조장단으로 부른다. 가래조장단은 16소박으로 된 점에서 16박으로 된 <자진한잎[數大

葉]>과 유사한 리듬구조를 갖는다. <바리공주>는 무조신(巫祖神)을 노래하는 서사무가이기 때문

에 외장구와 방울을 흔들면서 부르는 매우 독특한 연행방식으로 부른다. 이는 무가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악은 여느 굿에서 연주하는 <반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등의 삼현

육각 음악이 주를 이룬다. 염불장단과 도드리장단은 3소박 6박 장단이고 굿거리장단, 타령장단, 

당악장단은 3소박 4박 장단이다. 별상거리에서 연주하는 <취타>는 요즘 진오귀굿에서 잘 연주되

지 않는 악곡이다. 이외에도 서울 굿에서는 <자진한잎> <긴염불> <길군악> <길타령> <염불도드

리> <별곡타령> 등의 다양한 악곡을 거상악이나 춤의 반주음악으로 연주했었지만, 최근에는 이들 

악곡이 연주되는 진오귀굿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주제어】진오귀굿, 청배, 만수받이, 노랫가락, 타령, 중디밧산, 바리공주, 염불, 도드리, 타령, 당악

1. 머리말

진오귀굿은 인간의 사후에 행하는 굿이다. 굿은 그 자체가 무당의 노래와 춤, 

그리고 이를 반주하는 악사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악가무(樂歌舞)의 종합공연예

술이다. 굿판의 음악과 춤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층문화어법을 간직한 문화유산

이다. 특히 진오귀굿에서 연행되는 음악은 우리 문화의 사후세계관과 음악과의 

관련성을 밝혀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진오귀굿은 그 자체가 병굿이나 재수굿처

럼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여느 굿과 다른 제차와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의 

목적은 진오귀굿의 음악이 굿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여느 굿과 다른 음악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연구대상이 되는 굿은 2007년 5월 국사당에서 거행된 진오귀굿이다. 

이 굿은 양 손씨인 망자가 죽은 후 9일째에 행한 굿이었다. 이 굿은 필자가 



이용식_ 서울 진오귀굿의 음악   163

직접 채록한 자료가 아니어서 정확한 현장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1)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맥락에 대해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불분명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2) 또한 굿의 제차 등은 필자에게 주어진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서울 진오귀굿의 악사

본 연구대상이 되는 진오귀굿을 비롯한 서울 굿의 음악은 삼현육각(三絃六角)

을 기본으로 한다. 삼현육각은 두 대의 피리(목피리와 곁피리),3) 젓대,4) 해금, 

장구, 북 또는 징의 편성을 기본으로 한다. 삼현육각은 여섯 대의 악기로 삼현풍

류(三絃風流)를 연주한다는 의미이다. 삼현풍류는 흔히 대풍류(竹風流)라고도 

하는 음악으로서 관악기 편성의 합주음악을 의미한다.5) 

삼현육각 편성은 조선 영․정조 이후 궁중이나 민간의 잔치나 무용반주 등에 

흔히 쓰이는 악기편성이다. 삼현육각 악기편성이 영․정조 무렵부터 성행했다는 

 1)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제공한 김헌선 교수(경기대학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 예를 들어 이 굿의 녹음은 무당에게 무선 핀마이크를 장착한 채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의 노래 

사설은 채록이 분명하게 되었지만, 반주음악은 음향적으로 그다지 좋은 자료가 아니다. 게다가 무당이 

방울을 흔드는 소리 등이 녹음된 경우에는 음악이 불분명하게 녹음된 경우도 있다. 이런 녹음은 무당 

노래의 사설을 중시하는 국문학적 접근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가 음악학적 접근으로 녹음을 했다면 무

당 노래와 반주음악을 투트랙(two-track)으로 하거나 음악이 충분히 잡힐 수 있게 별도의 마이크를 설

치해서 녹음을 진행했을 것이다. 
 3) 두 대의 피리 중에서 주선율을 연주하는 피리를 목피리라 하고, 나머지를 곁피리라 한다.
 4) 이 글에서는 ‘대금(大笒)’이라는 악기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 이유는 ‘笒’자를 ‘금’ 또는 ‘함’으로 

읽는데, 악기이름에 쓰기 위한 한자는 ‘속 밴 대[實中竹名]’라는 의미의 ‘함’자로 발음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악계에서는 이를 ‘금’자로 발음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에 대해 일제강점기 국학자였던 안확은 이 악기를 ‘大笒대함’이라 한자와 한글로 병기해서 표기했고, 
북한에서도 ‘대함’이라고 부른다[안확, ｢조선음악의 연구(1)｣, 조선 149호(1930)]. 그렇기 때문에 민

간에서 흔히 부르는 ‘젓대’라는 악기이름을 쓰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저,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35~36쪽 참조.   
 5) 여기서 한 가지 지목할 점은 전통음악에서 현악기인 해금은 관악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금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두 줄을 말총으로 만든 활로 문질러 연주하는 찰현악기이다. 그러나 해금은 주로 

피리․젓대와 더불어 편성되면서 관악기의 선율을 연주하기 때문에 관악기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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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은 당시 김홍도(金弘道, 1745~?)나 신윤복(申潤福, 1758~?) 등이 

그린 풍속화에 이런 악기편성으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6대의 악기편성으로 연주하는 소규모 편성의 음악

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왜란과 호란을 겪으

면서 궁중악사를 비롯한 조선의 음악가집단이 와해되는 혼란을 겪었다. 이후 

영․정조 무렵에 새로운 정치․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음악문화가 발

흥하면서 삼현육각이라는 소규모 악기편성의 음악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 당시 

풍속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6) 

그러나 현재 쌍피리(목피리와 곁피리가 함께 편성되는 경우)와 북이 편성되는 

삼현육각이 제대로 갖춰진 굿은 규모가 큰 굿을 하는 경우에만 행해질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리, 젓대, 해금이 각각 하나씩으로 이루어진 삼(三)잽이 편성에 

장구를 더하는 것을 보통 삼현육각이라고 한다. 굿의 규모가 이보다 작을 경우

는 피리와 해금의 양(兩)잽이 편성으로 연주하고, 그 규모가 이보다 작을 경우는 

피리 혼자, 즉 외[單]잽이로 무악을 연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외잽이로 

굿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이미 조선 후기에 확립된 것으로서 신윤복의 그림인 

<무녀도>에도 보이는 것이다(<도판 1>).

본 연구대상이 되는 진오귀굿은 피리와 해금의 양잽이 편성으로 음악을 연주

했다. 피리는 굿음악의 주된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외잽이 편성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리로만 연주를 하기 마련이다. 피리와 더불어 다른 하나의 악

기가 더해지는 양잽이 편성의 경우에는 피리와 같은 관악기인 젓대보다는 찰현

악기인 해금이 짝을 이루는 것이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리

와 해금이 짝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렇게 피리와 해금이 양잽이 편성으로 연주

하는 관습은 조선 말기에 편찬된 무당내력(巫堂來歷)(1882?)7)에 그려진 것으

로 보아 조선 후기 이래의 관습임을 알 수 있다(<도판 2>).

 6) 17~18세기에 삼현육각이 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졸고, ｢한국 무악(巫樂)의 지역적 특징｣, 국립남

도국악원 학술회의 발표문(국립남도국악원, 2010) 참조.
 7) 무당내력은 난곡(蘭谷)이 서울 굿의 각 거리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 책이다. 서문 뒷부분에 적힌 시을유

중춘(時乙酉仲春)과 내용에 따른 정황으로 보아 이 책은 1882년 또는 1885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1> 신윤복, <무녀도>(간송미술관 소장) <도판 2> 무당내력 중 부정거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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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악사는 남성 전문음악인이다. 서울굿판에서는 악사를 

흔히 ‘전악(典樂)’8)이나 ‘사니’9)라고 하는데, 이들 남성 음악인들은 대부분 집안 

대대로 세습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대상이 되는 진오귀굿의 악사는 허무길과 

김재용이다. 허무길은 서울 및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악사 가문인 허씨 집안 출

신이다.10) 김재용은 서울 굿판의 대표적인 악사였던 김점석의 아들로서 대를 잇

는 서울 무악 집안 출신이다(<도판 3>). 이렇듯이 서울 굿의 악사는 집안 대대로 

무악을 전승하는 남성 전문음악가이다. 

 8) ‘전악’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궁중악사를 일컫던 용어이다.
 9) ‘사니’라는 명칭은 ‘산(山)이’ 즉 ‘산 속에 사는 중이나 도사’라는 불가(佛家)의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 산방(山房)의 우두머리인 산주(山主)를 의미하던 것이 굿판의 남성 악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된 것이

다[졸저, 민속, 문화, 그리고 음악(집문당, 2006), 102쪽].
10) 허무길의 사촌인 허용업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의 악사당주이자 예능보유

자이다.



<도판 3> 허무길(상)과 김재용(하)의 가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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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굿의 타악기는 남성 전문악사가 아니라 여성 무당이 담당한다. 예전에는 

장구를 맡은 여성 음악가와 제금․징을 치는 여성을 구분하기도 했다. 예를 들

11) 김소리,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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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노량진에서 전해지는 만신열록기(萬神列錄記)에 의하면 장구를 치는 여성

을 계대(啓對)라 하고, 제금과 징을 치는 무녀를 재비(自備, 差備)라고 했다.12) 

요즘은 여성 무당 중에서 장구에 능한 이가 장구 연주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기대’ 또는 ‘기대잽이’라고 부르는 여성 악사가 장구를 

담당했다. 이 여성 악사는 굿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초부정까지 직접 맡아서 연

행할 정도로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이들이었다. 또한 무당이 <만수받이>를 부를 

때 받는 소리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다른 악사들의 연주를 

이끌어주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13) 전통사회에서 

이렇듯이 장구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여성은 대부분 

기생(券番)이나 권번 출신의 여성이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도 권번 출신의 

여성이 굿판의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황해도 굿판에서는 “무녀가 장구를 치면 신빨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

래서 무녀는 장구를 치기 꺼려왔다. 그러나 이런 속설은 장구잽이 역을 독점하

려는 여성 음악인에 의해 퍼진 일종의 금기일 뿐이다. 실제 굿판에는 장구에 능

한 무당이 많고,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굿판에서 장구를 연주한다. 더구나 

최근에 전문적인 장구잽이가 점점 자취를 감추는 현실에서 장구에 능한 무당이 

장구를 잡는 일은 매우 흔해졌다. 더구나 서울 굿판에서는 장구에 능한 여성 무

당이 장구를 잡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제금과 징은 예나 지금이나 무녀 중 한 명이 담당해왔다. 제금이나 징은 주

로 무당의 춤을 반주하면서 주로 장단의 원점을 치는 비교적 단순한 음악적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음악적 소양을 가진 여성 무당이 연주하는 것이 가

능하다.

12) 만신열록기는 아카바시(秋葉隆)에 의하면 한글로 문서로 된 문서로고 하는데,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秋葉隆,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186~189쪽]. 
13) 김기형, ｢서울굿 악사의 성격과 기능｣, 한국민속학 제36집(한국민속학회, 2002), 88쪽.



 1. 부정; 부정청배

 2. 가망; 가망청배  

 3. 시왕가망노랫가락

 3. 진적; 반염불－굿거리－허튼타령－당악－노랫가락

 4. 물구가망; 굿거리－당악－당악－공수－당악－공수－당악－공수(반복)

 5. 상산; 삼현도드리－굿거리－허튼타령－당악－공수－당악－공수－당악－공수－당악

 6. 별상; 취타－당악－공수－당악－공수－당악－노랫가락－당악－휘모리－당악

 7. 초영실/조상; 반염불－당악－반염불－당악－허튼타령－당악－허튼타령－당악－공수－당악

－공수 (반복)

 8. 신장/대감; 허튼타령－당악－공수－전안신장타령－당악－공수－허튼타령－당악－군웅대감

타령－허튼타령－당악－(반복)－전안대감타령－직성대감타령－텃대감타령－당악

 9. 창부; 만수받이－굿거리－당악－공수－창부타령－당악

10. 기자 몸주놀림; 허튼타령－당악－공수(반복)

11. 시왕가망; 시왕가망청배

12. 중디밧산; 중디밧산－노랫가락

13. 사재삼성; 굿거리－당악－공수(반복)－노랫가락－공수－말명 만수받이－당악－공수－사재

삼성 만수받이－당악－망재타령－공수－당악

14. 말미; 바리공주(－“나무아미타불”)

15. 도령돌기; 노랫가락－도령만수받이－굿거리－자진굿거리－당악

16. 베가르기; 당악

17. 문들음/맞조와; 만수받이－당악－노랫가락

18. 상식; 삼현도드리－느린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당악

19. 뒷영실; 노랫가락－허튼타령－당악－공수－망자타령－공수－노랫가락

20. 시왕군웅; 자진만수받이－굿거리－당악－노래가락－당악

21. 뒷전; 만수받이－당악－공수－당악－공수－당악－공수－휘모리

* 각 제차의 순서는 필자에게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거리인 부정청배는 녹
음자료가 없지만, 서울 굿의 첫 번째 거리인 부정은 무당이 장구를 치면서 부정청배를 노래하는 
관습을 따랐다. 
* 무당의 노래는 굵은체로, 무당의 춤을 반주하는 삼현육각 음악 중에서 무당이 신을 받기 위해 
추는 거성을 반주하는 음악은 밑줄로 표시했다. 

<표 1> 서울 진오귀굿의 거리별 구성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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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진오귀굿의 음악

본 연구자료의 거리별 구성과 각 거리에 연행된 음악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위의 <표 1>을 보면 본 연구대상이 되는 진오귀굿은 서울 진오귀굿의 대체적

인 제차를 따랐고 각 거리에 연주되는 음악도 여느 진오귀굿과 큰 차이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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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14) 다만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중디밧산>이나 <바리공

주>와 같은 특별한 무가가 있고, 무당과 악사의 전승계보에 따라서 연주되는 음

악이 다른 굿과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별상거리의 

거성악으로 <취타>를 연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무당의 무가

무당이 부르는 무가는 무당이 거리의 첫머리에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

는 <청배>, 장구잽이와 메기고 받으면서 신을 청하는 <만수받이>와 <자진만수

받이>, 삼현육각 반주에 노래하는 <노랫가락>과 <타령>, 중디밧산거리에 무당

이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사가 음악으로 받는 <중디밧산>, 말미거리에 

외장구를 치면서 부르는 서사무가인 <바리공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배> 

<만수받이> <노랫가락> <타령>은 서울 굿에서 보편적으로 무르는 무가이고, 

<중디밧산>과 <바리공주>는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무가이다. 

<청배>는 신을 굿판에 청하면서 부르는 청신무가로서 서울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노래이다. <청배>는 부정거리에서 부르는 

<부정청배>와 가망거리에서 부르는 <가망청배>가 있다. 보통 서울 굿에서는 굿

의 첫머리인 부정거리와 가망거리에서 <청배>를 부르는데, 진오귀굿은 굿이 이

중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굿의 중간인 시왕가망거리에서 청신무가로 <시왕가

망청배>를 부른다. <청배>는 무당이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좌

창(坐唱) 형태로 부른다. <청배>는 3소박과 2소박이 3+2+3+2로 혼합된 불균등

박자(asymmetric meter)로 된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으로 부른다. 

14) 서울 진오귀굿의 음악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최헌, ｢서울 재수굿과 진오귀굿｣, 한국음악선집 제

27집: 서울 재수굿과 진오귀굿(국립국악원, 1997); 김소리, 앞의 글; 김혜정, ｢서울굿의 장단사용과 

장단구조의 연계성｣, 한국무속학 제12집(한국무속학회,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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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 청배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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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받이>도 청신무가이다. 무당이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부르는 <청

배>와는 달리 <만수받이>는 무당이 장구 앞에 서서 입창(立唱) 형태로 장구잽이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다. <만수받이>는 인간의 수명장수(壽命長壽)

를 기원하는 ‘만수(萬壽)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만수받이>는 창부거리, 문

들음, 뒷전 등에서 부른다. 사재삼성거리와 도령돌기 등의 거리에서는 굿거리의 

중간에 새로운 신을 받는 청신무가로 부르기도 한다. <만수받이>를 빠른 장단에 

부르는 청신무가인 <자진만수받이>가 있는데, 이는 시왕군웅거리에서 부른다. 

<만수받이>는 서울 굿 외에 황해도 굿에서도 청신무가로 부른다. 황해도 굿의 

<만수받이>는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에 얹어 부르는데 비하여15) 서울 굿의 

<만수받이>는 3소박 4박(12/8박자)의 굿거리장단에 얹어 부른다. 서울 <만수받

이>도 예전에는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에 불렀는데, 혼소박 4박 장단이 노

래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균등박자(symmetric meter)로 바꿔서 

3소박 4박 장단에 부른다고 한다.16) <만수받이>는 무당이 3소박 4박의 반 장단

인 3소박 2박을 노래하면 조무가 나머지 반 장단을 받아 노래하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당이 3소박 2박을 노래하고 나머지 3소박 2박을 

길게 끌기 때문에 만수받이장단은 3소박 2박 장단이 아닌 3소박 4박 장단인 것

이다. <자진만수받이>도 3소박 4박 장단에 부르는데, <만수받이>의 빠르기가 

♩.= 70 정도의 굿거리장단인데 비하여 <자진만수받이>의 빠르기는 ♩.= 110 

정도로 빠른 당악장단에 부른다. 

15) 졸저,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집문당, 2005), 241~242쪽.
16) 이보형, ｢한국 무가선율 연구서설｣, 연세음악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92). 이렇게 불균등박자로 된 

혼소박 장단이 음악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균등박자로 된 장단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농악이나 민요에서

도 볼 수 있다. 즉, 혼소박 4박으로 된 호남좌도농악의 가진열두마치 가락을 금산농악에서는 3소박 4박 

가락으로 연주하기도 한다[졸고, ｢농악의 무용동작과 음악가락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분석－호남좌도 

진안중평농악 가진열두마치를 중심으로｣, 우리춤연구 제2집(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06), 
180~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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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가락>과 <타령>은 굿판에 청한 신을 위한 오신무가로 주로 부른다. 각 

거리에서 노래하는 쓰임새에 따라 <시왕가망노랫가락> <창부타령> <대감타령> 

<망자타령> 등으로 부른다. 

<노랫가락>은 8소박과 5소박 장단이 섞인 장단에 얹어 부르는데, 이는 

3+3+2와 3+2의 혼소박 장단이다. <노랫가락>의 8소박+5소박 장단은 시조창(時

調唱)과 음악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시조창은 초장이 5․8․8․5․8박, 중장

이 5․8․8․5․8박, 종장이 5․8․8박으로 5박과 8박이 혼합된 장단구조를 

갖는다. 다만 <노랫가락>의 5소박과 8소박은 소박 단위이고, 시조창은 5박과 8

박이라는 박 단위라는 점에서 둘의 리듬층위가 다르다. 그러나 이는 중중모리나 

자진모리의 3소박 4박, 즉 12소박이 팽창되어 중모리의 12박을 이루는 것과 마

찬가지로,17) <노랫가락>의 5소박과 8소박이 팽창되어 시조창의 5박과 8박으로 

된 것이다.

 

<노랫가락>은 5소박과 8소박이 혼합된 장단으로 된 것인데, 시조창에 비해서 

정형적인 규칙에 의한 것은 아니다. <노랫가락>은 굿판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연행되는 음악이다. 굿판과 같은 종교의례에 연행되는 음악은 민간의 음악에 비

17) 이보형은 이렇게 12소박이 12박으로 되는 것이나 5소박이 5박이 되는 것을 “팽창형” 장단이라고 한다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1995), 2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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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더 고형(古形)을 간직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랫가락>은 ‘노래[歌]’를 부

르는 ‘가락[調]’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조(時調)’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노랫가락>이 굿판이라는 종교의례에서 연행되는 것이고 시조창보다 

덜 정형적이라는 것은 <노랫가락>이 시조창보다도 오래된 노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시조창은 <노랫가락>의 음악어법을 받아들여 이를 고도

로 정형화한 노래였을 가능성이 많다. 문학으로서의 시조의 기원은 고려 말로 

소급할 수 있지만, 이를 노래로 부르는 현행과 같은 시조창은 19세기 이후의 고

악보에서나 출현한다는 점에서 노래로서의 시조창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 된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장단어법은 서울 굿의 <노랫가락>에서 

차용해서 이를 예술적으로 정형화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타령>은 3소박 4박자(12/8박자) 장단에 부른다. <타령>은 서울 굿판에서 신

을 놀리고 굿판을 흥겹게 만드는 노래로 가장 많이 부르는 무가이다. 특히 음악

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창부거리에서 부르는 <창부타령>은 무가가 민간에 퍼져

서 서울을 대표하는 민요로 된 것이다. 서울의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처럼 

무가가 민간에 퍼져 민요로 된 경우로 <성주풀이>나 제주도의 <서우제소리> 등

의 노래를 들 수 있다. 

<중디밧산>과 <바리공주>는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무가이다. 

<중디밧산>은 무당이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혼소박 6박

(3+3+2+3+3+2 / 3+2+3+3+2+3)의 가래조장단에 노래를 부르고, 악사들이 삼

현육각의 음악으로 연주한다. <중디밧산>을 부르는 무당의 무가와 악사의 음악

이 메기고 받는 독특한 형식으로 된 것으로서, 서울 굿판에서는 보기 드문 음악

형식으로 된 것이다. 무당이 3+3+2+3+3+2의 혼소박 6박을 4장단 노래하고, 삼

현육각이 3+3+2+3+3+2 / 3+2+3+3+2+3 / 3+3+2+3+3+2으로 혼소박 6박을 

3장단 연주한다.18) 이처럼 무가와 반주음악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된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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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무악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동해안 굿에서 부르는 청보 무가는 

무당이 노래를 메기고 반주악사들이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바라지를 하는 형식

이다. 이런 독특한 음악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중디밧산>은 진오귀굿의 이중

구조를 확인시켜주는 음악적 특징이다. 진오귀굿은 시왕가망거리라는 신을 청하

는 거리가 중간에 삽입되어 이중구조로 된 것이다. 시왕가망거리에서는 굿의 첫

머리에 부르는 <청배>를 부르고 이어지는 중디밧산에서는 다른 무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무가를 부르면서 굿의 이중구조를 다시금 확인하는 음악

적 기능을 <중디밧산>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중디밧산>을 부르는 가래조장단은 16소박이 한 장단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는 가곡(歌曲)의 16박 장단과 같은 구조이다. 즉, 가래조장단은 혼소박 6박의 16

소박 한 장단으로서 이 리듬구조가 팽창되어 16박의 자진한잎[數大葉]장단이 되

는 것이다. 이는 <노랫가락>의 5소박과 8소박의 리듬구조가 팽창되어 시조창의 

5박과 8박의 리듬구조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바리공주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의 서사무가이다. <바리공주>

는 무조신(巫祖神)인 바리공주의 영력을 빌어 망자의 혼령을 극락천도로 인도하

는 신성한 텍스트를 갖는 특별한 무가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연행방식과 음악

적 특징을 갖는다. 먼저 말미거리에서 <바리공주>를 구송하는 무당은 가채를 하

고 화관을 쓰며 황색의 공주복을 입는다. 바리공주를 상징하는 이런 무복(기표)

은 바리공주라는 신(기의)을 표시하는 해석소이며, 굿판의 단골들은 무복을 통

해 신의 존재를 개념화 또는 이미지(image)화 한다.19) 

18) 김혜정, 앞의 글, 242쪽.
19) 졸고,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음악기호학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8집(한국국악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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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바리공주>는 무당이 외장구를 치면서 무가를 구송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사무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악기 반주를 최소화하면서 무당의 노래를 극대화

한다. 동해안 굿에서는 장구만으로 무당의 서사무가를 반주하고, 전라도 굿에서

는 당골이 외장구나 징을 치면서 서사무가를 연행하고, 제주도 굿에서는 심방이 

스스로 장귀를 치면서 서사무가를 부른다. 서울 굿 <바리공주> 연행방식이 독특

한 점은 무당이 외장구를 치면서 방울을 흔든다는 점이다.21) 무당방울은 악기

(musical instrument)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굿판에서는 신을 청하는 가장 신성

한 의물이자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시간적 길이로 흔들어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

구(sound-producing instrument)이다.22) 만신이 악기 반주를 최소화하고 스스

로 외장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면서 <바리공주>를 구송하는 것인 이 무가가 갖는 

신성성(神聖性) 때문이다. 일상적인 노래와 달리 굿판의 무가는 담론적 상징

(discursive symbol)이다. 담론적 상징으로서의 노래는 인공적 약속에 의한 음악

198~199쪽.
20) 위의 글, 199쪽.
21) 위의 글, 201쪽.
22) 소리를 만드는 기구(sound-producing instrument)는 악기(musical instrument) 취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음악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구를 일컫는 음악인류학 용어이다[졸저,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집문

당, 2005), 93~94쪽]. 이런 기구로 무당방울 외에도 승려의 목탁이나 부녀자들의 활방구나 물허벅 등을 

들 수 있다.



<도판 5> <바리공주> 무가의 상징성25)

이용식_ 서울 진오귀굿의 음악   175

적 논리구조를 가지고 객관적 세계의 개념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음악적 어법과 규칙을 갖기 마련이다. 즉, 지시대상→노래의 대응규칙이 특정한 

형성규칙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약속에 의해 노래의 음악적 체

계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노래는 일상세계(cosmos)를 넘어선 비일상세계

(chaos)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담론적 상징으로서의 무가는 일상적인 

음악과는 달리 예술성을 극도로 최소화시킨, 매우 형식화한 노래이다. 이렇게 담

론적 상징이라는 비일상적인 무가는 굿이라는 비일상적 구소(anti-structure)에

서 불리는 굿이다.23) 결국 <바리공주>는 지시대상이 직접적으로 신이라는 기의

를 상징하는 기표가 되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바리공주>는 종교적 

상징성을 갖는 신성한 노래가 된다. 이렇게 신성한 <바리공주>를 부르기 위해 

만신은 악기 반주를 극소화하고 노랫말의 전달을 통한 신 또는 단골과의 소통

(communication)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리공주>라는 신성한 서사무

가가 갖는 상징성이고, 이의 현시적․음악적 표현이 <바리공주>의 연행방식으

로 나타나는 것이다.24) 

25)

23) 졸고, ｢굿의 구조, 음악의 상징｣, 한국음악연구 제33집(한국국악학회, 2003) 206쪽.
24) 졸고, 앞의 글(2005), 201~202쪽.
25) 졸고,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음악기호학적 연구｣, 201쪽.



시간 3:43 3:48

c

b♭ 후 에 던 나 씨 조 상 - 금 마 조 백 관 신 하

a♭ 이 없 이 시 이 마 님 - 만 - 들 아 -

g♭

f 문 더

e♭ 안 곤

d♭
방울 ∺ ∺

장구

<보례 6> 바리공주 무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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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리공주>는 일정한 장단에 맞춰서 일정한 음악적 가락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바리공주>는 ‘노래(song)’이라기보다는26) 일상적 언어와 음악의 중간

적 형식에 의해 연행하는 언어연행(verbal performance)으로서 음악학적으로는 

‘확장된 언어(heightened speech)’라 할 수 있다.27) <바리공주>는 노랫말의 가구

(歌句)의 종지단락과 노래선율의 악구(樂句)의 종지선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만신이 노래를 구송하면서 노랫말의 흐름보다는 가창을 하면서 호흡

의 길이에 따라 악구의 단락을 나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정한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구의 장단 반주가 없이 노래를 부르

기 때문에 가구와 악구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바리공주> 무가

에서 장구의 역할은 음악적 기능보다는 호흡의 단락을 표시하는 신호(signal) 역

할을 중요시 하는 것이고, 오히려 방울이 악구의 단락을 나누는 음악적 기능을 

한다.28) 이렇게 장구가 악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방울이 오히려 악기로

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바리공주> 연행방식의 독특성이다.  

29)

26) 우리 음악에서 ‘노래(song)’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단을 들 수 있다. <바리공주>는 일

정한 장단에 얹어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바리공주>의 이런 

음악적 구송방식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글(2005), 203~208쪽 참조. 
27) 이런 예로 무당의 공수나 황해도 무당의 ‘긴노래’, 승려의 <염불> 등을 들 수 있다(이용식 2005: 

203~206쪽).
28) 졸고, 앞의 글(2005), 208쪽.
29) 위의 글, 215쪽.



시간 3:54 4:00

c 비

b♭ 나 라 - 전 이 - 었

a♭ 삼 - 치 국 을 도 - 정 - 구 나 -

g♭

f 받 자 와 -

e♭

d♭

방울 ∺ ∺ ∺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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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의 무가는 결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진오귀굿만이 아니라 서

울 굿에서 보편적으로 부르는 무가로서 <청배>, <만수받이>, <노랫가락>, <타

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무가는 굿의 순서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 배열되어 

하나의 굿이라는 커다란 텍스트를 이룬다. 즉 신을 청하고(청배, 만수받이) 신의 

계시를 듣고(공수) 신을 놀리는(오신무가) 통합적(syntagmatic)인 보편적인 굿의 

구조 내에 존재하는 무가이다. 청신무가인 <청배>와 <만수받이>는 좌창(坐唱)무

가와 입창(立唱)무가인 점에서 다른데, 이는 굿의 첫머리에 신을 굿판에 청하는 

<청배>의 신성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더구나 <청배>와 <만수받이>는 본래 불균

등박자(asymmetric meter)의 혼소박 장단에 불렀던 것인데, <만세받이>는 균등

박자의 3소박 4박 장단으로 변화한 것을 보면 <청배>가 <만세받이>보다 더 신

성한 무가이기 때문에 본래의 장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 무가는 각 거

리에 따라 <가망청배> <시왕가망청배>로 구분되거나 <창부타령> <대감타령> 

<망자타령>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즉, 같은 곡이 다른 거리에 다른 노랫말을 

가지면서 다른 노래로 인식되는 동곡이명(同曲異名)의30) 악곡이 되는 계열적

(paradigmatic) 성격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여느 굿에서는 부르지 않고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무가로서 <중디밧

산>과 <바리공주>를 들 수 있다. <중디밧산>은 불균등박자인 혼소박 6박의 가

30) 무가의 동곡이명(同曲異名)적 성격에 대해서는 졸고, ｢황해도 무가의 음악 만들기(Music Making)｣, 
공연문화연구 제10집(한국공연문화학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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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조장단에 부른다. 이는 혼소박 장단에 부르는 <청배>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성

한 무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무당이 혼자 외장구를 치면서 부르

는데, 일정한 장단에 부르지 않는다. 이는 무가의 텍스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 삼현육각 음악

무당의 춤을 반주하는 삼현육각 음악은 각 거리의 머리 부분에 연주하는 거성

악31)과 굿의 중간에 무당의 빙의를 돕는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당이 굿의 

중간에 신의 계시인 공수를 주기 위해 연풍을 돈다든지 도무(蹈舞)를 추는 경우

에는 대부분 빠른 <당악>을 짧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굿의 머리 부분에 연주

하는 거성악은 각 거리의 신격에 따라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거성악은 주로 

<굿거리－허튼타령－당악>을 연주하든가 <굿거리－당악>, <허튼타령－당악>을 

연주한다. 즉,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서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각 

거리마다 <반염불>, <삼현도드리>, <취타> 등의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은 모두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이다. 장구

의 고형(鼓型)이나 빠르기에 따라 장단이 달라진다. <굿거리>와 <허튼타령>은 

장구의 고형이 다르고, <굿거리>에 비해 <허튼타령>이 약간 빠르다. <굿거리>

는 3소박 4박 한 장단이 동일한 장구가락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허

튼)타령>은 한 장단이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두 장단이 서로 구분된다. 또

한 <굿거리>는 노래말의 붙임새도 반복형이지만, <(허튼)타령>은 노랫말이 앞쪽

으로 붙고 뒤쪽이 비어 있는 구조로 두 장단은 구별된다.32) 그러나 실제 굿판에

서 <굿거리>와 <허튼타령>은 장구의 고형이 굿거리형으로 거의 비슷하고 음악

적 빠르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은 쉽지 않다. <굿거리-허튼타

31) ‘거성악’은 본래 ‘상을 올린다’는 의미의 ‘거상악(擧床樂)’이 맞지만, 서울 굿판의 용어인 ‘거성’을 그대

로 쓰기로 한다. 
32) 김혜정, 앞의 글,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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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7> 굿거리(상)와 타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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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8> 반염불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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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당악>이 이어지는 경우에 <굿거리>에 비해 <허튼타령>의 빠르기가 조금 빨

라지면서 두 곡을 구분할 수 있다.        

<반염불>은 3소박 6박(18/8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반염불>은 본래 <긴염

불>과 짝을 이루는 곡이다. <긴염불>과 <반염불>은 민간에서 연주하는 <염불타

령>에 속하는 곡으로서,33) 둘은 모두 3소박 6박 장단으로 연주하는데 <긴염불>

을 조금 빠르게 연주하는 곡이 <반염불>이다. <반염불>도 ♩. = 55~60 정도로 

다른 곡에 비해서는 비교적 느린 템포로 연주하기 때문에 진적이나 초영실처럼 

무당이 느릿하게 거성을 시작하는 거리에서 연주된다. 

<삼현도드리>도 3소박 6박(18/8박자)의 도드리장단으로 연주한다. <삼현도드

리>는 흔히 민간에서는 <대영산>이라고도 부르는 <관악영상회상(삼현영산회

상)>34) 중의 한 곡이다. <삼현도드리>는 상산거리, 상식 등에서 무당의 거성을 

반주한다.  

33) 민간의 <염불풍류>는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굿거리> <자진굿거리> <당악>의 순서로 연주한다.

34) <관악영산회상>은 주로 관악기가 위주가 되는 음악이고, 이를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할 때는 <삼현영

산회상>이라고도 한다. <관악영산회상>은 <상령산(대영산)> <중령산> <세령산(잔영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8곡으로 된 모음곡이다. 민간에서는 이 모음곡의 첫 곡에

서 악곡의 제목을 따와 <대영산>이라고도 부르고 <대영산> <중영산> <잔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

드리> <삼현타령> <별곡타령>의 순서로 연주한다.



ⓛ ○ ¡ ︳ ○ ⋮ ○

<보례 9> 도드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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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0> 취타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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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타>는 민간에서 연주하는 <취타풍류> 중의 한 곡으로서,35) 본래는 행악

(行樂) 계통의 악곡이다. 예전에는 궁중이나 군영(軍營)에서 행악으로 <취타> 

<길군악> <길타령> 등의 음악을 연주하던 악곡이었고, 이것이 굿판에 받아들여

져서 돌돌이 등의 행악으로 연주되었던 것이다. <취타>는 <취태> <만파정식지

곡>이라고도 하는데, 3소박 12박(36/8박자)의 취타장단에 맞춰 연주한다. <취

타>는 별상거리에서 사슬을 세울 때 연주하기도 하고, 바깥도령의 문들음 의식

에서 문사재가 문을 열어주면 문을 통과한 후 양 옆과 뒤에서 바리공주를 모시

고 갈 때 행악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굿판에서 <취타>를 자주 

연주하지 않는다.36) 그나마 본 연구대상이 된 진오귀굿에서는 별상거리에서만 

<취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1분 30초 정도로 짧게 연주한다.

이외에도 서울 오귀굿에서는 거상악으로 <자진한잎> <긴염불> 등을 연주하

고, 행악으로 <길군악> <길타령> 등을 연주하고, 춤의 반주음악으로 <염불도드

리> <별곡타령> 등의 다양한 삼현육각 음악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

런 음악들은 서울 굿판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실정이다. <자진한잎>은 3소박 

16박(48/8박자)의 가곡장단으로 연주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매우 어

려운 악곡이다(<보례 11>).37) 그렇기 때문에 <자진한잎>은 요즘은 거의 굿판에

35) <취타풍류>는 행악(行樂)과 타령 위주로 짠 악곡으로 <취타> <길군악> <길군악 돌장> <길타령> <염불

타령> <삼현타령> <별곡타령>의 순서로 연주한다.
36) 예를 들어 김혜정이 조사한 2004년 퇴계원 진진오기굿의 별상거리에서는 취타가 연주되지 않고 늦은허

튼타령이 연주되었다(김혜정, 앞의 글, 234쪽).
37) <자진한잎>은 <자진난이> 또는 <자진하니>라고도 부른다. 이 곡은 본래 가곡의 하나인 <삭대엽(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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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1> 자진한잎 장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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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주되지 않는다. <길군악>이나 <길타령>과 같은 행악도 자취를 감춰 행악으

로는 <취타>만이 전승되는 실정이다. <긴염불>이나 <별곡타령>과 같은 느린 템

포의 음악은 무당의 춤이 빨라지면서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다. 이렇게 서

울 굿판에서는 어렵고 템포가 느린 음악은 점점 없어지고 빠르고 간단한 음악만

이 전승되는 실정이다.  

38)

4. 맺는말

본 연구대상이 된 진오귀굿의 음악은 크게 무당이 노래하는 무가와 무당의 

춤을 반주하는 삼현육각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음악은 일상에서 연행

되는 굿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디밧산>이나 <바리공주> 등 죽음과 관련

된 무가를 삽입하는 점에서 진오귀굿 음악만의 특성을 갖춘 것이다.

무가는 신을 청하는 무가 청신무가인 <청배> <만수받이>와 신을 놀리는 오신

무가인 <노랫가락> <타령>, 그리고 진오귀굿에서만 부르는 <중디밧산>과 서사

무가인 <바리공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신무가인 <청배>와 <만수받이>는 

좌창(坐唱)무가와 입창(立唱)무가라는 차이를 갖는다. 굿의 첫머리에 부르는 

<청배>는 무당이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불균등박자(asymmetric meter)인 혼소

박 4박 장단으로 부른다. 그러나 굿거리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만수받이>는 무

葉)>을 우리 말로 일컫는 곡이다. 예전에는 무당들이 <자진한잎>을 연주하는 것을 “거성을 친다” 또는 

“신령님이 거성을 잡숫는다”라고 해서 <자진한잎>이 거상악으로 중요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점석은 <자진한잎>을 연주하는 이유를 “신령님은 풍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령님과 더 빨리 

응감하기 위해 거상악으로 연주한다”고 한다(김소리, 앞의 글, 39쪽). 그만큰 <자진한잎>은 거상악으로

서 중요한 기능을 하던 악곡이었다. 
38) 소박은 실선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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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장구잽이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3소박 4박 장단으로 부른다. 본래 서울 

<만수받이>도 황해도 <만세받이>와 마찬가지로 불균등박자인 혼소박 4박 장단

으로 부르던 것을 이 장단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균등박자(symmetric meter)

인 3소박 4박 장단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청배>는 무가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형(古形)의 장단을 여전히 지키는 것이고, <만수받이>는 장단

을 바꿀 정도로 <청배>에 비해 신성성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랫가락>은 5소박과 8소박이 혼합된 장단으로 5박과 8박이 혼합된 시조창

과 유사한 리듬구조를 갖는다. <타령>은 서울 굿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무가로

서 3소박 4박 장단에 부른다. 진오귀굿에서 부르는 <중디밧산>도 불균등박자인 

혼소박 6박의 가래조장단으로 부른다. 가래조장단은 16소박으로 된 점에서 16

박으로 된 <자진한잎[數大葉]>과 유사한 리듬구조를 갖는다. <바리공주>는 무조

신(巫祖神)을 노래하는 서사무가이기 때문에 외장구와 방울을 흔들면서 부르는 

매우 독특한 연행방식으로 부른다. 이는 무가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성

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랫가락>과 <중디밧산>의 리듬구조가 시조창과 가곡

(<자진한잎[數大葉]>)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굿판의 무당 노래와 양반 노래의 상

관성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무악은 여느 굿에서 연주하는 <반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등의 삼현육각 음악이 주를 이룬다. 별상거리에서 연주하는 <취타>는 요즘 

진오귀굿에서 잘 연주되지 않는 악곡이지만 서울․경기 무악의 대가인 허용업․김

점석의 계보를 잇는 두 악사에 의해 전승되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악곡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 굿에서는 <자진한잎> <긴염불> <길군악> <길타령> <염불

도드리> <별곡타령> 등의 다양한 악곡을 거상악이나 춤의 반주음악으로 연주했었

지만, 최근에는 이들 악곡이 연주되는 진오귀굿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굿판의 음악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서울 굿판에서 

<아리랑>이나 <각설이타령> 등의 통속민요를 진오귀굿에서 부르기도 한다.39) 

39) 김혜정, 앞의 글,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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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굿판에 모인 단골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노래를 더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현상이다. 다만 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본래의 음악을 쉽게 바

꾼다든지 느리고 어려운 음악을 생략하는 현상은 굿음악의 다양성을 잃는 것이

기 때문에 굿판의 지킴이들이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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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aman Ritual Music for the Dead in Korea

Lee, Yong-Shi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shaman ritual is a composite performing arts of a shaman’s song and 

dance, and the musicians’ accompanying music. Since the Shamanism is the oldest 

religion in Korea, the performing arts performed in a shaman ritual i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the preserve the basic musical idiom of Korea. Especially, the 

shaman ritual for the dead implies the philosophy of after-world of the Korean 

people.

The shaman’s songs in a seance are made up of ushering songs, including 

Cheongbae and Mansu baji, entertainment songs, including Norae garak and 

Taryeong, and special songs for the seance, including Jungdi batsan and Bari 

gongju. The Cheongbae is sung on an asymmetric meter while the Mansu baji 

is sung on 12/8 rhythm. The Norae garak and the Jungdi batsan are also sung 

on asymmetric meters. The Taryeo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shaman songs 

which has become a popular folk song in Seoul. The Bari gongsu is an epic song 

which stresses the sacred atmosphere of the ritual.

There are various kinds of accompanying music in a ritual. Many of the pieces 

are played on 12/8 or 18/8 rhythm. Many musical pieces have disappeared due 

to the cultural change of the Shamanism.  

【Keywords】Shamanism, Seance, Ritual songs, Epic songs, Shaman mu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