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1. 삼정걸립치기 거리 구성

2. 삼정걸립치기 거리별 절차와 음악 구성

3. 삼정걸립치기 음악 분석

4. 삼정걸립치기 보존 전승의 필요성과 그 의미 

동양음악 제41집｜181~211쪽｜2017. 6

‘김해삼정걸립치기’ 농악의 음악적 특성과 

전승 의의

양 옥 경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초록】

본 고는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한 삼정걸립치기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는 삼정걸립치기의 음악

적 특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 민속예능의 전승 의의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악의 예능을 

구성하는 대요소들이 음악 이외에도 춤, 놀이, 연극적 요소 등이 있고, 그들의 상호 결합형태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특정 농악의 예술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논할 수 있겠지만 본 고에서는 음악을 

중심으로 삼정걸립치기의 보존가치를 조망하는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음악적 성격은 농악

기 쇠가락과 고사소리를 채보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삼정걸립치기는 비교적 지역성을 잘 담지한 고형에 가까운 안택고사굿을 전승하고 있는 것으

로 귀추가 주목된다. 그 음악적 전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름가락을 절굿가락으로 쓰고 있다. 어름가락을 절굿가락으로 쓰는 양상은 전국에 분포

하는 마을굿(제사굿) 양식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혼소박형 길굿가락을 행악(行樂)으로 연주한다. 단, 경기지역의 길군악 칠채나 호남우도

농악의 오채질굿 등과 같이 4겹장단이나 5겹장단이 모인 긴 길이의 리듬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단형의 두 장단이 가락 한 짝을 이룬 상대적으로 단형의 질굿가락을 쓰고 있다. 여러 사회문화

적 맥락에 따라 음악적 면모가 매우 발전한 지역농악들을 제외하고, 마을굿의 소박함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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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되는 지역의 길굿은 대체로 두 겹 장단구조로 이뤄진 질굿가락을 많이 연행한다는 점에서 

고형의 질굿가락을 보유,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삼정걸립치기에서는 대동판굿이나 전문걸립형 판굿과 같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그것

이 아닌, 안택고사굿 안에 하나의 거리로 구성되는, 고형의 마당판굿 형태를 볼 수 있다.

넷째, 삼정걸립치기 고사소리는 음악 문화지리적으로 메나리권역에 속하는 음조직과 선율진행

상의 관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라를 기음으로 하여 미-라-도 세 음을 주요 구성음으로 사용하고, 

하강 선율에서 ‘라솔미’로 솔을 거쳐서 음계 최저음으로 떨어지는 관습, 악구 종지와 최종종지 

모두 라로 마치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에 추성과 퇴성의 출현 양상도 특징적인 면인데, 모두 자진 

속도의 장단구조로 된 음악에서 나타난다. 추성은 라에서 도로 진행할 때, 퇴성은 라음이 시가가 

길 때 나타나는 규범을 보인다. 삼정걸립치기는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를 잇는 긴 시간적 축적을 보유한 농악으로서, 마을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역사성이 

뚜렷하다.  특별히  경상도를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 대부분은 

‘판굿’이라는 공연양식과, 전문걸 립패에 의해 전승, 전파 되어 온 전문 걸립양식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에서 마을 제사굿 성격의 농악 공연양식을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는 삼정걸립치기의 상대적 

보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삼정걸립치기는 농악의 ‘기악’과 ‘성악’이라는 농악의 음악적 

두 중요 요소 중에서 성악적 요소를 매우 풍부하고,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농악의 문화

적, 예술적 다양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도 삼정걸립치기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라 하겠다. 

【주제어】민요, 의식요, 고사소리, 고사굿, 농악, 걸립농악, 경남농악, 김해농악, 삼정걸립치기

1. 삼정걸립치기 거리 구성

삼정걸립치기는 한국 민속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동제’ ‘마당밟이’ ‘지신밟기’ 

등으로 분류되는 마을굿의 위치에 속한다. ‘걸립치기’라는 명칭 속에서 현재적으

로 전문 연예농악인들이 펼치는 공연과 같은 성격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걸

립’ 혹은 ‘걸궁’이 전통사회로부터 농경 공동체로 꾸린 굿패들이 쓰던 토착 용어

였던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1) 

현재 삼정걸립치기보존회에서 전승, 연행하고 있는 걸립치기 전체 공연 과정

은 마을당신이 정좌한 당산에서 치는 당산굿,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샘에서 

 1) 단 호남 지역의 경우는 ‘걸립’이 공동체 내부에서 이뤄진 자족적인 행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대외적으

로 출행할 때에 썼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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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샘굿/용왕굿, 마을 구성원의 집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안택고사굿이다. 본

사(本事)인 지신을 밟기 이전에 마을 공동신격인 당산신과 샘신(용왕신)을 먼저 

알현한 뒤로 본사를 전개하는 식으로 의식을 구성하는 관습은 지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동제의 보편적인 양상이다.2)

현재의 삼정걸립치기 연행본은 당산굿과 샘굿의 구성이 간소하다. 이와같이 

당산굿이나 마을샘굿이 소략해지고 안택고사굿의 거리와 절차 중심으로 연행되

게 된 이유가 굿음악 없는 제사형태로 치르는 당산제를 별도의 날짜에 치르며 

걸립치기와 완전히 분리시켰기 때문인지, 시대 전개에 따른 변이적 요인이 있는 

지는 차후 탐구해 보기로 한다. 다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배경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본래 이 공연양식이 형성되었던 전통사회와 사뭇 달라졌기 때

문으로 추론된다. 현재 삼정동은 도시형 거주형태로 완벽하게 바뀌어서, 마을수

호신이 깃든 당산도, 마을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동제의 첫 거리로 구성되

는 당산굿과 샘굿이 자연스레 연행에서 축소되고 형식적으로만 잔존하는 변화

한 상태이다. 

신위에 따라 굿거리가 열리고 닫히며, 각 굿거리에 절차가 짜여 있는 과정은 

‘안택고사굿’이다. 가정의 여러 신위들을 모시고서 기복을 축원하는 고사를 중심

으로 구성된다. 가정 신위별로 상등신인 성주부터 알현하며 고사를 올리는 굿거

리 구성은 마당굿-성주굿-조왕굿-장독굿-거리굿-(마당판굿)3) -고방굿-물림

굿 순서이다. 치배구성은 쇠(상쇠1, 쇠2), 징1, 북5, 소고7인 정도, 양반1, 각시1, 

포수1, 할미1, 태평소1인으로 비교적 단출하다. 각 거리의 세부 구성 순서인 절

차는 이후 음악 구성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각 거리굿을 전승 맥락 

 2) 삼정동에서는 당산제를 음력 1월 8일 자정에 굿음악 없는 제례 형식으로 치른다. 이두현, ｢金海 三政洞 
乞粒치기｣, 箕軒孫洛範先生回甲紀念論文(한국어교육학회, 1972), 439~446쪽; 삼정동 주민들과의 대

담(조사일자: 2016.06.28, 조사장소: 김해시 삼정동 삼정2구 복지회관 2층).
 3) 가로 안의 판굿은 연구자가 임의로 명명하여 끼워넣었다. 현 전승자나 과거 조사기록에는 ‘판굿’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농악문화권, 특히 호남에서는 이와 같은 마당밟이/지신밟기 중간에 연행

하는 판놀음을 ‘마당판굿’이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판을 짜지는 않고 술과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흥을 

돋구워 노는 굿을 ‘술굿’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양진성⋅양옥경⋅전지영, 임실필봉농악(민속원, 

2016),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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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점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삼정걸립치기가 본격적으로 조사되고 문서로 기록된 것은 1967년 이두현이 

남긴 성과가 최고(最古) 기록이다. 이 때의 걸립치기 구성을 보면 마당굿-성주

굿-조왕굿-장독굿-고방굿-거리굿으로 되어 있다. 현재 연행본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이두현이 정치봉 상쇠 주도의 연행을 조사한 

기록에서는 거리굿이 맨 마지막 거리에 위치했었으나 현재 연행본에서는 공연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연행본은 물림굿이 안택고사의 가장 마지막 거리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두현 조사본에는 ‘물림굿’이란 거리 명칭은 없다. 그런

데, 시대적 변이의 단서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현재 보존회에서 연

행하는 물림굿 고사는 이두현 조사본의 거리굿 고사소리의 ‘항마진언’에 해당

하는 부분이다.4) 

여하간 거리굿과 물림굿이 분리된 것 그리고, 거리굿이 안택고사의 절차 중간

에 끼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어색하다. 신격의 위상대로 본다면 물림굿을 포함

한 거리굿이 가장 나중 절차에 있는 것이 본연에 가까울 듯 하다. 왜냐하면 신격

이 가장 높은 마을수호신(당신, 용왕신)으로부터 차례로 가신으로 내려오고, 안

택고사에서도 가신 중에 가장 상위신인 성주신을 맨 처음 알현한 뒤 조왕신, 장

독신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의 반열에 끼지 못하는 객귀를 대상으로 하는 

거리굿이 안택고사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어색한 흐름이다. 안택고사를 정히 다 

치르고 난 뒤, 최종적으로 삽짝[대문]밖에 나와 여러 거리귀신들에게도 술과 음

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이두현 조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굿거리가 현재 연행본에는 있다. 

마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거리굿을 마친 뒤, 치배들이 음식과 술을 나눠 먹고서 

상쇠의 지휘아래 북, 장구 치배들의 재능기와 소고치배들의 농사푸리 모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놀음’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다른 농악문화권의 동제나 전문 

농악집단의 걸립굿에서는 지신밟기/마당밟이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서 공동 마

 4) 전승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변이 양상은 별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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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모여 대동판굿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같이 마을 공동으로 치르는 지신밟기 

또는 마당밟이굿에서 판굿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구례 잔수농악 

‘제만굿’의 경우가 그렇다. 구례 잔수농악은 뚜렷한 ‘대동제’ 성격의 굿양식이다. 

여기서 현전하는 삼정걸립치기 공연양식은 ‘안택걸립굿’ 양식에 집중되어 있는 

마을굿이며, 이를 부분 전승이라고 보아야 할지 본디 모습이 그러했던 것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삼정걸립치기 거리별 절차와 음악 구성

삼정걸립치기 당산굿의 절차는 입소→제물올리기[진찬] →축문→헌작→

헌악→이동→당집고사→헌악→퇴소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 마을에서 민속 

전통으로 보유해 온 당산제는 본디 음악 연주없이 정월 8일날 자정에 당산에 

제물을 진설해 놓고 축문을 낭송하며 유교식 봉신의례를 치르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탈맥락화되어 공시적 재현에 가까운 형식으로 바뀌면서 걸립치기 안에 

통합된 양식으로 연행되고 있다. 제관이 축문을 낭송하면 치배는 어르는 가락을 

한 차례 친 뒤, 곧 느린 질굿가락을 치며 당집 앞에 도열한다. 이어서 빠른 질굿

가락을 몇 차례 치고 곧 휘모리가락으로 순서를 넘긴다. 이때 휘모리가락은 속

도를 바짝 조여가며 친다. 이 일련의 연주 순서를 마친 뒤, 어르는 가락을 치며 

당신에게 절을 올린다. “당산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집집마다 안과태평하게 

굽어주시옵소서”라는 기원 고사를 하고 (보통)자진모리→(빠른)자진모리→휘모

리가락 등을 치며 당집 앞에서 한 바탕 굿을 어른다. 이때 자진모리는 첫 박을 

막음쇠(mute)로 하는 ‘벙어리 가락’5)으로 자주 변주한다. 

다음 거리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샘에서 지내는 샘굿/용왕굿이다. 샘굿의 

절차는 입소→고사→헌악→퇴소 순서로 짜여져 있다. 샘까지 이동할 때 연

 5) 막음쇠 기법을 써서 원 박을 묵음으로 경과하는 변주 가락을 두고 원 가락 명칭 앞에 ‘벙어리’를 접두하

여 부르는 문화는 호남 지역 전승 농악에서 널리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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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가락은 혼소박형의 길굿가락이 아닌 보통 속도의 자진모리가락이다. 샘

에 도착하면 자진 속도의 자진모리 가락으로 옮겨 연주한 뒤 곧 휘모리가락으로 

옮겨 몰아가며 연주한 뒤 어르는 가락을 한 차례 치고 맺는다. 곧 샘굿 고사소리

를 부른다.

문굿은 안택고사굿을 치러 방문한 집 대문 앞에서 연행하는 굿이다. 호남 지

역 걸립농악에서는 문굿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 정내굿6)에 드는 삼정걸

립치기의 문굿은 가주에게 굿패의 입가(入家)를 고하는 간소한 절차이다. 굿패

가 대문 앞에 한 쪽이 트인 사각형 모양의 진을 펼치고 자진모리 가락을 치며 

논다. 이때 덧배기 가락을 반드시 치는데, 상쇠가 덧배기 가락을 북 치배들 앞으

로 가서 치며 쇠발림을 잠시 보여준다. 이어서 상쇠가 “주인주인 문여소 안 열어

주면 갈라요”라고 외친뒤, 자진모리 가락을 치며 집 마당에 들어서서 원진을 그

리며 한동안 마당[지신]을 밟는다. 굿패가 마당에 들어서면 가주가 상을 차리는

데, 그 사이에 마당을 둥글게 돌며 치는 굿이 바로 마당굿이다.7) 마당굿은 (보

통)자진모리-덧배기-(빠른)자진모리-휘모리-어르는 가락 순서로 시작하고 마

감한다. 

집 안에서 이뤄지는 의례 형식의 고사굿 첫 거리는 성주굿이다. ‘성주상’이 차

려지면 상쇠는 굿패를 그 앞에 두 열로 정비해 세우고, 곧바로 고사소리를 한다. 

성주굿의 음악구성은 성악과 기악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성주

본풀이까지는 상대적으로 느린 가락인 굿거리로 받아주고, 이하 재목을 구해 집

을 건조하는 과정과 집터 내력, 가정의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일련의 내용은 상

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자진모리 가락으로 받는다. 고사소리를 마치고서는 (보

통)자진모리-덧배기-(빠른)자진모리-휘모리 순서로 가락을 구성하여 얼마간 

연주하고서, 어르는 가락을 치며 절을 한다. 

 6) 마을굿패가 마을 내에서 치는 굿.
 7) 실제 삼정걸립치기 전승자들은 이 과정을 별도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근 지역에서는 

‘마당돌이’, 타 농악문화권에서는 마당굿 또는 지신을 밟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자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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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굿 다음 거리는 조왕굿이다. 조왕신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는 혼소박

형 길굿가락을 연주한다. 조왕에게 올리는 제상 앞에 당도하면 어르는 가락을 

한 차례 연주하고 곧이어 조왕굿 고사소리를 부른다. 연행방식은 성주굿과 마찬

가지로 성악과 기악이 메기고 받는 형식인데, 연주가락은 (빠른)자진모리다. 고

사소리를 마친 뒤에는 앞의 성주굿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바탕 악을 연주하

고 절을 한 뒤 다음 굿거리로 이동한다.  

조왕굿 다음으로는 장독굿을 친다. 장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는 길굿가락

을 치던 이전 거리들과는 달리 (보통)자진모리 가락을 치며 간다. 장독굿의 연행

방식과 음악구성은 조왕굿과 차이가 없다. 

장독굿을 마치고 나서 가주는 마당 가운데 거리굿 술상을 차린다. 거리굿 고

사의 음악구성과 연행방식은 앞의 조왕굿, 장독굿과 같다. 고사를 마치고서는 고

스레를 하고, 음복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거리굿은 객귀를 물리는 상징적 행위를 포함한 의식이다. 거리굿 절차는 거리

굿고사→고스레→음복 순서로 짜여져 있다. 제상이 차려지지만 굿패는 그 앞

에 도열하여 거리굿 고사소리를 연행한다. 고사소리가 끝나면 상쇠가 “예이 거

리들아 이 술 한 잔 묵고 물러가거라”라고 외치면 한 차례 가락을 어르고 곧 

(보통)자진모리로 시작하여 휘모리로 맺는 악을 울리고 절을 한 뒤, 차린 음식을 

나눠 먹는다.  

거리굿을 마치고 잠시 휴정된 굿은 상쇠가 “잘 먹었으니 어디 한 번 놀아봅시

다!”라는 말로 재개된다. 이 거리는 다른 거리들처럼 별도로 명명된 이름은 없

다. 하지만 트인 사각형 모양의 진을 그려놓고서 상쇠의 유도아래 역할별로 판

안에 들어와서 북놀음, 장구놀음, 소고놀음 순서대로 짜여진 재능기를 보여주는

데, 이것은 판을 구성해서 노는 굿, 즉 일반적으로 판굿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공연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8) 이 마당판굿의 공연절차는 쇠발림→단체북놀음→

단체장구놀음→단체소고놀음 순서로 짜여 있다. 이 때 반주하는 음악은 역할놀

 8) 호남에서의 경우 역할별로 재능기를 보여주는 판놀음은 주로 마당밟이를 다 마치고서 마을 광장에서 

별도로 크게 벌여지는 대동판굿 중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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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상관없이 (보통)자진모리-덧배기-(빠른)자진모리-휘모리 순서로 일관된

다. 단, 소고놀음은 씨뿌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등의 농사짓는 동작을 

모사하는 농사풀이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 때는 동작과 연주가락이 횟수, 전환 

등에서 일치되어 있고, 다른 굿거리에서는 연주하지 않는 독특한 장단구조의 가

락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굿거리는 고방굿/도장굿으로서 곡식을 저장하는 ‘고방[도장]’ 앞에

서 연행하는 고사굿이다. 고방굿의 절차도 앞의 성주굿, 조왕굿, 장독굿과 동일

하게 짜여진다. 앞서 트인 사각형 모양으로 터벌림했던 진형(陣形)을 자진모리

가락을 치며 이동하면서 두줄배기 진으로 바꾸어 늘어선다. 고방굿 고사는 풍년

을 기원하는 노랫말이며, 역시 자진모리 가락 연주와 교대로 주고 받으며 부른

다. 고사소리를 마치면 앞서 거리들에서처럼 (보통)자진모리-덧배기-(빠른)자

진모리-휘모리 순서로 가락을 구성하여 한바탕 굿을 치고, 어르는 가락을 치며 

절을 한 뒤 맺는다. 

고방굿/도장굿 이하의 굿거리는 마닥굿, 측간굿 등이 있는데 이 거리들은 걸

립을 치는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정된다. 즉, 우마(牛馬)가 거하는 ‘마닥’이 있는 

집은 당연히 마닥굿 고사를 연행한다. 마찬가지로 드물게 집 안에 샘이 있는 가

정에서는 샘굿을 장독굿 뒤에 넣어서 연행하기도 한다. 측간굿은 고사소리없이 

기악만 한 차례 치고 그친다.9)     

물림굿은 액을 물리치는 의식으로, 제상 앞에 선 상쇠가 마(魔)를 쫓는 4자 

진언을 음송하는데 이때는 다른 치배들은 악을 멈추고, 상쇠가 쇠를 목탁을 두

드리며 염불을 읊듯 쇠채로 쇠를 꾹꾹 찍어가며 홀로 구연한다. 곧이어 상징적

인 항마 행위로 바가지에 칼을 담아 던지는 의식을 거행하고, 칼이 땅에 꽂히면 

이를 퇴마에 성공했다고 인식하여 자진모리 가락으로 시작하는 흥굿을 친다.  

이어서 멍석말이로 오방위에 진을 구축하는 오방진놀음을 하는데, 진을 쌓으

러 치배들이 둥근 나선형으로 모일 때는 자진모리 ‘개갠-지/개갠-지/개갠-지/

 9) 양만근 상쇠 대담(조사일자: 2016.06.28, 조사장소: 김해시 삼정동 삼정2구 복지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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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갠-지//’ 가락에 맞춰 점점 조여가고, 진구축이 다되면 ‘개갱/개갱/갱-/갯-//’

을 1회 친 뒤, 곧 휘모리가락을 내어서 빠르게 연주한다. 다시 진을 풀어나올 

때는 자진모리 가락으로 풀려나와 다른 방위에 같은 방식으로 진을 구축하고, 

이 절차를 끝나면 원진을 형성하여 한 차례 더 굿을 친 뒤 인사굿가락을 연주하

여 안택고사굿의 모든 본사를 마친다. 

걸립을 행한 집에서 물러날 때가 되면 자진모리 가락을 치면서 을자진으로 

열을 지어 나간 뒤 한 곳에 모여 휘모리가락으로 바짝 몰아친 뒤 어르는 가락으

로 최종 마무리한다. 

3. 삼정걸립치기 음악 분석

이번 장에서는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음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음악요소

는 기악과 성악으로 분류하고 기악의 기본단위인 가락의 장단구조와 성악-고사

소리의 음조직과 선율적 특성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결과는 이어질 최종 

결론 장의 내용인 삼정걸립치기의 음악적 면모와 전승가치를 설명하는 실증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1) 기악요소-가락의 장단구조

삼정걸립치기에서 구성하는 악기 연주 가락은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각 신위

를 순방하며 올리는 고사굿에 구성되어 노래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기악, 노래

없이 악기만 연주하는 기악, 역할별로 판을 벌리는 판놀음(역할놀음)10), 반주 기

악 등으로 용도와 기능을 분별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장단구조 면에서의 유

형으로 구분해 설명하기로 한다.11) 

10) 이 용어는 본 전승현장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치배들의 역할별로 판 안에 들어와 작품

처럼 구성한 장기를 연행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별도로 판굿을 크게 벌이는 지역 농악이나 전문연예

농악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행순서를 개인놀음, 군영놀이, 재능기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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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혼소박 장단형 ‘길굿’가락12)

길굿가락은 느린 길굿가락과 빠른 길굿가락 두 종으로 속도와 장단층위에서 

구분된다. 느린 길굿가락은 2소박과 3소박이 혼소되어 총 10소박이 한 장단주기

를 형성하며, 두 겹 장단 층위로 되어서 실제 가락의 순환 주기는 두 장단 단위

로 볼 수 있다. 박 집합형태는 제1장단은 3·2·3·2, 제2장단은  2·3·3·2 형태로써, 

첫째 장단과 둘째 장단이 상호 대비적인 면이 드러난다. 둘째 장단의 두 번째 

박 ‘갠-지갱--’은 쇠막음 기법을 써서 ‘읏-지갱--’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징은 

장단주기로 첫 박에 타점이 있어, 총 2회 연주한다. 

개 갱 갱 개 갱

갱 갠   지 갱 갱 개 갱

<악보 1> ‘느린 길굿’ 쇠가락

여기서 제1장단의 혼소박 부침이 3·2·3·2가 아닌 3·2·2·3으로 볼 여지도 없진 

않으나, 대체로 두 장단 층위로 짜인 가락이 장단단위로 전반부에서 대비를 이

루고 후반부는 동일한 경우가 우세한 점과, 장단의 기세 면에서 3·2·3·2로 해석

하였다.13)     

빠른 길굿가락은 2·3·3·2의 박 집합형태로 혼소박 홑장단형 가락이다. 느린 길

11) 본고의 장단구조 분석은 다음의 선행연구자가 전개한 일련의 체계음악학 범주에 드는 장단분석론 연구

성과를 따르고 있다. 이보형, ｢한국민속음악 장단의 리듬형에 관한 연구: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푸

리와 같은 3소박 느린 4박자형 장단을 중심으로｣, 동양음악 16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4), 

39~70쪽; 이보형, ｢전통기보론에서 박의 집합론과 분할론의 합리성과 효용성｣, 동양음악 17집(서울

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5a), 19~40쪽;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사설의 율격이 음악의 박자와 결합되는 음악적 통사구조에 기하여｣, 한국음악연구 23권(한국국악학

회, 1995b), 26~131쪽; 이보형, ｢전통음악의 리듬 분석 방법론: 전통기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

구 제66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a), 77~120쪽; 이보형, ｢장단 리듬형의 형태구조 및 사설구조와 

그 변화 연구｣, 동양음악 19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b), 1~47쪽. 
12) 인용기호인 홑따옴표 안에 적은 명칭이 삼정걸립치기 전승단체에서 부르는 가락 구분 용어이다.  
13) 두 겹장단으로 주기가 형성되는 삼채에서의 ‘갠-지’와 ‘개갱-’의 대비, 그리고 판소리 엇모리장단을 상

기하여 이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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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락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자진 속도로 연주한다. 

갱 갠 - 지 갱 갱 개 갱

<악보 2> ‘빠른 길굿’ 쇠가락

이 혼소박형 길굿가락은 걸립치기를 연행할 때에 굿패가 일정한 굿터에서 굿

터로 이동할 때 연주한다고 한다.14)길굿가락은 본디 신을 받아 모시고 당이나 

샘 그리고 각 가정을 순회할 때에 굿과 굿의 거리를 연결하고, 안택고사굿에서

도 각 신위들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치르는 고사의 거리와 거리를 연결하는 것이 

그 구조적 기능이라 하겠다. 현장조사 시연시에는 당산굿을 마치고 샘굿을 치러 

이동할 때와 안택고사굿에서 성주굿을 마치고 다음 굿거리인 조왕굿을 치러 갈 

때 연주하고, 조왕굿 이후로 이어지는 장독굿, 거리굿 등의 굿거리에서는 (보통)

자진모리 가락을 이동을 위해 치는 가락으로 썼다. 

삼정걸립치기에서 연주하는 길굿가락은 주로 소박한 마을 전승 농악에서 많

이 보이는 두겹 층위의 길굿가락으로서 비교적 고형의 양태를 간직하고 있어 보

인다.15) 

(2) ‘보통’ 빠르기의 3소박 4박자 장단형 ‘굿거리’가락

굿거리장단형 가락은 성주굿에서 성주본풀이를 하는 초앞 과정에 소용된다. 

이 가락은 3·3·3·3박 집합형태의 홑장단 구조로 되어 있다. 빠르기는 보통 속도

로 치는 굿거리 장단 정도이다. 성주본풀이 고사에서 상쇠가 노래 한 소절을 홀

로 선창하면 곧 굿패가 이 가락을 연주하는데, 마지막 타점은 쇠 안쪽을 손으로 

짚어 완전히 울림을 막아준다. 

14) 양만근 상쇠 대담(2016).
15) 그런데, 현전하는 삼정걸립치기에서 구성되는 길굿가락은 그 문화적 의미는 물론 효용성 자체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본 마을이 사라지고 시가지로 바뀌면서 마을굿 연행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회나 좁은 공간에서의 재현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자연히 그리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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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 님 본 으- 으은 어 디이 - 멘 가 ←상쇠메김

갱 개 개 개 개 갱 개 개 개 개 갱 개 개 개 개 갱 객 ←악기연주

<악보 3> 성주굿에서 ‘굿거리’ 가락의 용례

또, 마당판굿을 칠 때 이 가락을 한 바탕 치며 춤굿을 벌이는데, 이때는 리듬 

변이형 자진모리 가락을 많이 연주한다. 아래에 그 몇 가지 변이 사례를 제시하

였다. 

갱 개 개 개 개 갱 개 개 개 개 갱 개 개 개 개 갱 객 기본형

갱 읏 갱 갱 개개 개개 갱 객 푸는형

갱 객 객 객 객 당김형

읏 개개 개개 읏 개개 개개 읏 개개 개개 개개 갱 개개 다는형

<악보 4> ‘굿거리’가락의 변주 예시

(3) ‘빠른’ 빠르기의 3소박 4박자형 ‘자진모리’가락

‘자진모리’는 삼정걸립치기에서 가장 많이 구성되며, 역시 가장 자주 리듬변

이형을 낳는 가락이다. 이 가락의 기본형 가락은 3·3·3·3박 집합형태의 홑장단 

구조로 되어 있다. 쓰임새는 노래를 받치는 용도일 때와 기악만 연주할 때로 구

분하여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사소리를 받칠 때는 아래 <악보 5>와 같이 

리듬변형 없이 기본 홑장단형이고, 기악만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리듬 변

이를 일으켜 여러 층위의 장단집을 형성하는 중층적인 겹가락이다. 

앞 집 에 김 대 목 아 ←상쇠메김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갱 ←악기연주

<악보 5> 성주굿에서 ‘자진모리’가락의 용례

기악만 연행할 때 출현하는 자진모리 가락의 리듬변이형들은 대비, 댓구 등의 

구조적 짜임새를 보이며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듯한 완결성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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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 <악보 6>으로 살펴보자.  

갱 갱 개 갠 -지 갱 개 갱 2·2·2·3·3 
← 내는형갱 갱 개 읏 개 개 갱

개 갱 개 개 갠 -지 갱 개 갱

3·3·3·3
← 다는형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갱

갱 개 개 갠 -지 개 갱 갯
3·3·3·3 
← 맺는형

<악보 6> ‘자진모리’가락의 변주 예시

또, ‘득배귀’[덧배기]라고 하는 가락 역시 장단구조면에서는 보통 빠르기의 자

진모리이다. 별도의 명칭이 있는 이유는 약속에 의해 특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16) 약속의 내용은 전체가 동일한 가락과 몸동작을 행하라는 것인

데, 전체가 하나가 되는 절정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가락으로 암시하는 “모

두는” 부분이 약속되어 있다. 모두는 부분은 자진모리 기본형의 장단구조와 같

은 3·3·3·3 양태를 유지하지만 쇠막음 상태로 연주하기 때문에  끊음표

(Staccato) 기법으로 소리가 뚝뚝 끊기면서 무언가를 콕콕 짚어내는 듯 들린다. 

배기는 부분은 박결합 양태도 2·2·2·2·2·2로 셈여림의 기본 자진모리가락과는 달

라지면서 당김음(Syncopation) 효과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역동성이 도드라지

게 된다.17) 

16) 양만근 상쇠는 ‘귀신을 벤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조사일자:2016.06.02, 조사장소: 김해한옥체

험관).
17) 셈여림이 기본 패턴과는 달라지는 당김음은 긴장감, 획기적인 변화, 환기, 정돈, 열정 등을 구현하는 

효과로 이용된다. 특히 농악에서는 이 부분에 북 소리가 도드라지게 들리면서 북 특유의 고취적인 느낌

으로 전반적인 역동성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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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갱
←기본 연주 3·3·3·3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객 객 객 객 객 객 객 객 객 객 객 객 ←모두기 3·3·3·3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갱 ←배김신호

갱 갱 갱 갱 객 ←배기기 2·2·2·2·2·2 

갱 개 갱 갱 객 개 ←배김풀이

3·3·2·2·2갱 읏 갱 갱 객 개

읏 개 갱 갱 객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갱 ←돌아오기 3·3·3·3 

개 갱 개 갱 개 갱 객

갱 개 개 갠 -지 개 갱 객

<악보 7> ‘득배귀/덧배기’쇠가락 연주 

(4) 2소박 4박자형 ‘휘모리’가락

휘모리가락은 2소박 4박자형의 홑장단 가락이다. 삼정걸립치기에서는 자진모

리형 가락을 연주하다 휘모리가락으로 넘겨 치는 음악 구성의 관습이 있는데, 

(빠른)자진모리가락을 끝내고 첫 휘모리가락은 아래와 같은 장단구조의 머릿가

락을 치고 기본형 가락을 반복해서 연주한다. 머릿가락은 앞의 (빠른)자진모리

가락 속도보다 조금 더 자진 속도로 연주하며, 휘모리 기본가락은 머릿가락보다

도 더 자진 속도로 친다. 

갱 갱 개 개 갱

←머릿가락, 1회 연주
갱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개 갱

갱 갱 개 개 갱 ← 기본가락, 반복 연주

<악보 8> ‘휘모리’ 머릿가락과 기본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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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소박 5박자형 ‘인사굿’가락

‘인사굿가락’은 2소박 5박자형 장단꼴로 이와 유사한 패턴의 가락을 경상도 

전역에서 널리 쓰고 있다. 삼정걸립치기에서는 굿패가 안택고사굿의 절차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 연주한다. 

갱 갯 - 지 개갱 갯 - 지 객

<악보 9> ‘인사굿’가락

(6) 무정형의 어르는 가락

박의 길이를 점점 짧게 몰아가며 연주하는 무정형의 어르는 가락은 전국적으

로 쓰인다. 이 가락은 신위에게 절을 올리는 절차에 수반되거나, 하나의 절차를 

시작하거나 맺는 갈무리 기능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개갱 갱 갱 갱 갱 갱갱 갱갱갱개 개개개… ………

<악보 10> 어르는 가락 

어르는 가락을 절굿가락으로 쓰는 양상은 마을굿의 제사굿 양식에서 보편적

으로 나타나며, 판굿양식에서는 어르는가락과 다른 장단구조의 가락을 정해서 

쓰고 있다.18)  

(7) 기능에 따라 리듬꼴이 고정된 가락

리듬꼴과 반복 주기 등이 고정되어 있는 가락은 고사소리에서 선창으로 메기

는 노래를 받으며 쓰는 받침가락, 농사풀이와 같이 동작이 결정 요소로 작용하

18) 호남지역에서 연주하는 인사굿가락과 영남지역의 인사굿가락은 장단형이 다르다. 호남형은 3소박 4박

형태로 행간에 여운을 흘리는 듯한 박부침새의 리듬형 ‘갱갱-/갱갱-/개개갱갱/갱-갯//징~~~’이고, 영
남형은 2소박 4박 형태의 툭툭 털어내는 듯한 한  ‘갱- 갯지 개갱 갯지//갱’ 으로 연주하는 관습의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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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락, 시작과 마감 그리고 연결 등이 약속되어 있는 가락들을 열거할 수 있

다. 앞서 고사소리에 수반되는 굿거리형, 자진모리형 가락은 장단구조로 유형을 

나누어 설명한 편에서 다루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농사풀이 동작

별로 결정되어 있는 가락들과 신호용도의 가락을 악보로 제시하였다.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갱 개 갱 개 개 갱

갱 개 개 갠 - 지 갱 개 개 갱

개 갱 읏 개 개 갱 개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객

<악보 11> 씨뿌리기 동작 반주가락 

씨뿌리기 동작에 수반되는 가락은 보통 빠르기의 3소박 4박자형 자진모리로

서 총 다섯 겹 층위로 한 주기를 형성한다. 

갠 - 지 갯 개

갠 - 지 갯 개

갠 - 지 갯 개

갠 - 지 갯 개

개 갱 개 갱

갱 객

<악보 12> 모심기 동작 반주가락 

모심기 동작에 수반되는 가락은 보통빠르기의 3소박 2박자 단위의 소장단19)

이 총 여섯 단위 모여서 한 주기를 형성한다. 

19) ‘소장단’은 완전한 한 장단을 이루지 못한 반쪽 단위의 장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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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 개 개 개 개 찍

<악보 13> 벼베기 동작 반주가락 

벼베기 동작에 수반되는 가락은 3소박 3박자의 홑장단이며, 마지막 박을 쇠채

로 찍어 막는데, 이때 소고잽이들은 벤 벼를 눕혀 모두는 시늉을 한다.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객 갯 개 갱 개 개 갱

<악보 14> 타작하기 동작 반주가락 

타작하는 모사동작에 수반되는 가락은 보통빠르기의 3소박 4박자 두 겹 층위 

가락이다. 수동식 타작 기기를 발로 밟아가며 벼 알곡을 훑는 동작을 연행한다. 

끝으로, 아래 <악보 15> <악보 16>과 같은 맺이, 연결 또는 전환 등이 필요한 

위치에서 상호 인지를 위한 신호 기능으로 쓰는 가락도 있다. 

개갱 개갱 갱 객

<악보 15> 2소박 4박자로 연주할 때

개 갱 개 갱 갱 객

<악보 16> 3소박 4박자로 연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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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악요소-고사소리의 음조직과 가창방식

삼정걸립치기에서 성악요소는 안택고사굿의 각 거리에 기악 연주와 함께 병

행되는 상쇠의 고사소리이다. 문굿을 치며 들어갈 때 외치는 ‘고사반’을 제외하

고, 성주굿･조왕굿･장독굿･거리굿･고방굿･물림굿 거리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들

은 장단과 선율이 분명한 편이다. 대개의 고사소리는 단순한 음조직과 같은 선

율형을 반복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주굿거리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는 전체 노래들 중에 가장 긴 노래이고, 중간

에 장단이 바뀌는 음악적 변화가 있다. 서사는 성주본풀이로 시작하여 여러 신

위를 모신 가정의 안택을 세세히 기원하는 내용으로 짜여진다. 성주본풀이는 굿

거리 장단구조의 선율로 되어 있고, 집을 건조하기 위해 재목을 구하는 대목 이

하의 사설은 자진모리 장단구조의 선율로 전개된다. 성주굿의 고사소리는 보통 

4음보씩 묶여 한 소절을 이루고 있는데, 선창자인 상쇠가 한 소절을 선창하면 

한 장단 주기의 가락으로 화응한다. “여로호 여로호 성주님아 천년 성주 만년 

성주...”로 시작하여 성주신의 본[시원]을 푸는 가사 부분은 굿거리 가락으로 받

고, “앞집에 김대목아 뒷집에 박대목아~~”로 시작하는 집을 건조(建造)하고 석

가세존, 성황, 성조 등의 신위를 모셔 와 가정의 부귀다남,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의 가사는 자진모리 가락으로 받쳐가며 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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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성주굿 고사 중 ‘성주본풀이’

성주굿 고사소리는 민요문화권역으로 볼 때 메나리 권역에 드는 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기음(基音)인 라에서 음계의 가장 낮은음

인 미로 하행할 때 솔을 거쳐 흘러내리는 ‘라솔미’ 선율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점과, 종지음이 라인 점이 그렇다. 선율의 주요 구성음은 라와 도이며 두 음 사

이를 오가다가 가끔씩 라솔미로 떨어졌다 다시 라로 올라가는 음진행이 반복적

으로 출현한다. 또 특정하기는 그러하나 윗음역대에서 ‘레도라’로  굴려 쳐내리

는 하강 선율도 출현하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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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성주굿 고사 중 ‘재목고르기’

성주굿에서 자진모리로 부르는 대목은 앞의 굿거리 장단형의 성주본풀이보다 

더욱 단순한 음진행을 보이는데 라와 도, 두 음만으로 이뤄진 선율형이 대부분

이며, 미가 실음으로 출현할 때는 두 소절씩 댓구를 이루는 가사부분에서 두 번

째 악구의 후반부에 한정된다. 또, 라와 도 두 음이 시가가 길게 나타날 때는 

쳐올리거나 흘려내리는 전성과 퇴성의 기법을 활용하는 점도 발견된다. 특히 

‘라’를 퇴성하는 기법은 메나리토리의 관습적인 하행 선율형 즉, ‘라솔미’가 속도

가 빠른 음악에서 적절하게 해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20) 메나리토리 권역 일부에서 발견되어 학계에서 어사용 토리로 명명된 선율적 특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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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굿 이하 장독굿, 거리굿, 고방굿 등의 고사소리는 성주굿에 비하면 단편 

가사로 구성된다. 구성음과 선율진행도 성주굿 중 자진모리로 주고받는 대목과 

별다른 차이없이 ‘도’와 ‘라’ 두 음을 주되게 사용하고, 간혹 ‘미’가 출현하는 미·

라·도 3음 중심의 선율형이며, ‘라’음은 확연하게 퇴성하는 관습이 나타난다. 리

듬은 문형(文型)에 따라 음수가 결정되어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장단구조에는 

차이가 없다.  

<악보 19> 조왕굿 고사 중

물림굿의 ‘항마진언’은 다른 굿거리에서의 고사소리와는 박부침새, 연주방식, 

선율형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4·4조의 율격으로 된 가사는 1자 1음씩 

3소박 2박자로 전개되며, 지금까지는 상쇠의 선창과 악기 연주가 메기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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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연행되었지만, 항마진언은 상쇠 혼자 쇠를 한 박씩 짚어가며 독송하듯 

부른다. 미, 라, 도 세 음을 사용하되 거개의 가사는 ‘미-라-도-라’의 균등박 선

율진행을 보이고 있다. 

<악보 20> 물림굿 고사 ‘항마진언’

 

전반적으로 삼정걸립치기에서 구연하는 고사소리는 민요 문화권역에서 메나

리토리권에 속하는 이 지역의 문화지리적 위치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굿거리 

장단구조로 짜여진 성주굿 중 ‘성주본풀이’에서는 하행선율시 관습적으로 나타

나는 ‘라솔미’ 선율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빠른 속도의 장단구조로 짜여진 대

목들에서는 3음이 분명하게 들어나지는 않으나 ‘라’음을 ‘미’에 가깝게 퇴성하는 

관습을 보이고 있어서 메나리토리만의 독특한 시김새를 느낄 수 있다. 종지는 

모두 기음인 ‘라’로 마치는 정격종지형이다. 

이상으로, 삼정걸립치기 고사소리의 음계를 오선보로 옮기면 아래 <악보 21>

과 같다. 

<악보 21> 삼정걸립치기 고사소리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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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삼정걸립치기 고사소리는 율격과 박부침새 간 깊은 상관성을 보인

다.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 연행하는 고사반 혹은 고사소리 역시 가사의 율격이 

리듬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호남 좌도농악 마을굿 중 샘굿

에서 구연하는 샘굿 고사반은 ‘아따 그 물 좋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세’로 되어 있는데, ‘♪♩♪♩♩♪♩.//♪♩♩♪♩♪♩.//♪♩♪♩♩♪

♩.//’로  짜여져서 1자 1음 형식을 보이고 있다. 아래 <악보 22>에 제시한 삼정

걸립치기 장독굿 고사소리의 경우에도 박 길이는 균등하지 않지만 1자 1음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2> 장독굿 고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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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목되는 음악적 현상은 매 고사소리의 최종 종지부에 나타난 관습적 

종지방식이다. 모든 고사굿의 끝 소절은 외침소리로 하는 “여러 여러 00님아 수

만년을 누리소”로 되어있는데, 그 직전인 노래로 된 부분의 최종 종지음(대부분 

‘라’)을 묘하게 흘리는 ‘흘림종지’ 관습이다. 이때의 흘림은 하강 선율형인 ‘라솔

미’ 음형하고는 다른데, 기음인 ‘라’를 아주 조금씩 떨어뜨리며 흘리는 식으로 

평균율의 음높이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4. 삼정걸립치기 보존 전승의 필요성과 그 의미

김해시 삼정동에서 전승되어 온 ‘삼정걸립치기’는 제의-축원형태의 농악과 

세시-놀이 형태의 농악이 융합되어 있는 마을굿 성격이 강한 농악이라고 볼 수 

있다. ‘걸립’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농악을 연행하는 전문 집단의 

걸립농악과 달리 공동 목적으로서의 무사안녕과 기원발복을 추구하는 마을 공

동체에 의한 민속 예능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삼정걸립치기는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잇는 긴 시간적 축적을 보유한 농악으로서, 마

을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역사성이 뚜렷하다. 삼정 마을 공동체에 

의해 결성된 걸립굿패는 당대 사회마다 조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서 유서가 깊

은 마을굿패 계보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삼정걸립치기는 마을공동체의 공동생활양식의 일부이면서, 모든 민속문

화의 관습과 의미가 응집되어 기호적으로 표출, 종합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의 민

속생활양식의 보고이다. 즉, 삼정동이라는 작은 마을공동체의 무형적 정신문화

로서의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문화를 비롯하여 생활 관습과 신앙문화의 

영역까지도 연계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삼정걸립치기는 단지 한정된 지역, 한정

된 학문과 사회적 카테고리에서만 의미있는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 경상도, 나아가 한국인의 우수한 정신, 물질문화의 전통을 증빙하는 존재

로서 그 위상과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비록 현재는 도시화된 지역으

로 탈바꿈되고, 과거와 같은 마을공동체 사회하고는 모든 면에서 크게 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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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 전통사회에서부터의 농악 본연의 존재양상과 역할을 경험한 양만근 상

쇠가 생존해 있고, 예능과 전승지식을 가지고서 고유한 삼정동의 민속문화와 예

능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 하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로한 

양만근 상쇠가 타계하기 전에 탄탄한 보존, 전승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에도 지

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지하다시피 농악은 2014년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보존, 전승되어야 할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와 보존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문화의 다양성 보존’을 세계적 의무로 선언한 유네

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정신과 현재의 문화주의의 주 기조에 비춰봐서도 경

상도 지역과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농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미래에까지 지속

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도를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

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 대부분은 ‘판굿’이라는 공연양식과, 전문걸립

패에 의해 전승, 전파되어 온 전문 걸립양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서 ‘삼정

걸립치기’의 상대적 보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속 예능적 측면에서 삼정걸립치기의 보존 가치는 높다. 특히 고사

소리가 중심이 되는 마을굿이란 점과 전문적인 무속 예능이 아닌 민간의 공통 

지식으로 행해지고 전승되는 의식과 공연양식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삼

정걸립치기는 농악의 ‘기악’과 ‘성악’이라는 농악의 음악적 두 중요 요소 중에서 

성악적 요소를 매우 풍부하고,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농악은 본래 기악[樂], 

노래[歌], 춤[舞], 연극적 놀이[戱], 문학[文] 등의 여러 예술장르적 구성요소로 

이뤄진 종합예능에 속한다. 그런데 현재 전승되고 있는 농악들 대부분은 농악의 

음악 요소 중에서도 타악기로 연주하는 리듬음악에 집중되어 있고, 노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제의-축원형태의 농악이 탈맥락화된 배경이 주 요인이다. 또 노

동-놀이형태의 두레농악의 존립 기반이 사라진 것도 동일한 배경이다. 본디 두

레농악에도 모심기, 김매기 노동에 결부된 여러 노래들이 있었지만 현재 전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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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두레농악은 그 자취가 매우 희미하고, 노래는 학계에서나 사회제도적으

로나 ‘민요’의 범주에서 연구와 정책적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농악의 문화적, 예술적 다양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도 삼정걸립치기는 매우 중

요한 근거자료라 하겠다. 

여기에 경남 지역의 꽤 넓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지신밟기 공연양

식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역보편성을 대표하며 현전하는 마을굿 

양식이란 뜻이다. 김해 삼정걸립치기의 본격적인 지역성 규명은 인근 시군들의 

유사한 공연양식에서 구성되는 음악과 비교하여 그들이 상호 공유하는 점과 변

별적인 점을 헤아려 일정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아울러 논해볼 수 있다.21) 연구

자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사이에 경상도 여러 지역에서 채록되어 보고

된 지신밟기형 의식요들의 음원을 확인해 보니 지신밟기에서 불리는 성주굿 고

사소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할 듯 하다.22) 첫 번째는 선소리꾼의 

독창과 기악이 교대로 한 소절-홑 장단씩 메기고 받는 형이다. 두 번째는 앞소

리와 뒷소리로 나누어 선소리꾼이 독창으로 메기고 나머지가 제창으로 받는 

형23)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선소리꾼이 한 소절을 부르면 기악이 두 겹 장단 층

위의 자진모리 가락으로 받쳐주는 형이다.24) 한 층위 더 하위 구분을 하자면 

21) 단, 지역성은 귀납적인 연구가 필반되어야 하므로, 본격적이고 심화적인 연구는 별도의 과제로 차후 

전개하도록 하겠다. 
22) 아직은 추정단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한국민요

대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yoksa.aks.ac.kr)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신밟기’, ‘성주풀이’, ‘고사

소리’ 등의 검색어를 통해 찾은 11개 정도의 표본을 통해 세운 가설에 가깝다. 차후 경남지역의 의식요

의 지역성을 규명하는 분포와 유형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이번 기회에 과제로 올리고자 한다.  
23) 경북 달성군 화원면 김효조 구연(최정여 외 2인 조사)에서 2음보 한 소절씩 선창자가 홀로 메기고, “에

헤로 지신오~”하고 제창으로 받음. 같은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안동군 일직면의 성주풀이는 2음보씩 한 

소절을 노래로 메기로 홑장단형 자진모리를 받치가락으로 써서 교대로 주고 받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4) 경남 울산시 북정동 1984.08.11. 김달호 상쇠가 구연(정상박, 김현수 채록)한 고사소리는 삼정 것과 유

사하나 4음보를 한 소절로 하는 메김소리와, ‘갱-갱-갱- 갱-개 개갱-/개갱- 개갱- 갠지개 개갱-//’의 

두 겹장단을 한 주기로 하는 받침 가락을 교대로 연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같은날 같은 곳에서 손무선

이 부른 성주고사는 김달호와 유사한 듯하나 홑장단으로 받침 가락을 치고 전체적으로 삼정의 걸립치기

와 더욱 흡사하다. 조사기록을 보니 김달호는 도시에서 반전문인으로 걸립굿 활동을 많이 경험한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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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보씩 한 소절로 된 메김 소리와 4음보씩 한 소절로 된 메김 소리, 2음보 메김

소리와 홑장단 자진모리 받침가락, 2음보 한 소절 메김소리와 두 겹 장단 자진

모리 받침형25), 4음보 한 소절 메김소리와 두 겹 장단 자진모리 받침형26) 등으

로 더 세분해 나갈 수 있다. 이 중에서 김해 삼정걸립치기의 고사는 첫 번째 유

형에 들고 있음은 분명하다.27) 특히 현 상쇠 양만근이 구연한 성주굿 고사소리

는 1967년 이두현이 채록한 정치봉 연행본에서는 볼 수 없는 ‘집터내력’이 삽입

되어 있는데, 이와 거의 흡사한 고사소리를 경남 울주군 온양면에서 채록된 성

주굿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울주군 온양면28)의 지신밟기는 ‘성주풀이-조왕풀

이-장독풀이-샘풀이-고방풀이-구마풀이-방아풀이-끝풀이’로 구성되어 거리

와 의식구성에서 삼정걸립치기와 공통적이랄 수 있다.29) 또한 경남 울주군 강동

면 정자리 마을의 지신밟기는 거리 구성도 “성주풀이-조왕풀이-장독간풀이-마

굿간풀이-샘풀이-마당풀이” 순서로 짜여져 삼정걸립치기와 거의 일치하고, 고

사소리의 가사, 음조직, 장단, 연행방식에서 매우 흡사하다.30) 역시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31) 주민이 구연한 <성주풀이>도 삼정과 가사, 음조직, 연행방식에

서 같고 고사와 주고받는 쇠가락은 똑 같다. 또,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에서 

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5) 경남 의령군 의령읍 지신밟기 중 조왕풀이, 1982.01.10. 김두갑 구연(정상박, 김현수, 성재옥 채록).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6)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촌 마을 차상복 구연(정상박, 김현수, 성재옥 채록).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촌 마을 지신밟기는 조왕풀이로 시작해서-성주풀이-철룡풀이-도장풀이-마구풀이-절구풀이 

순서로 구성된다. 샘풀이는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한다고 한다. 성주굿이 가장 첫 거리로 구성되

는 보편성에서 벗어난 점이 주목되는데, 조사당시 구연자로 배석한 인물들 중 최고령자가 당시 47세인 

박종옥이었던 점도 참고해 볼 지점이다. 성주굿은 4음보씩 한 소절로 하고 갱-개 갠지갱 갱-지개 개갱

-/ 개갱 갠-지갱 개갱- 객--//의 두 겹장단 층위의 받침가락을 쓴다. 
27)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지신밟기, 1982.08.02. 서진철 구연(김승찬, 박기범 채록). 여기에서 구연한 성주

풀이는 독특하게도 엇모리형 가락에 맞추어 부르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
28) 경남 울주군 온양면 박학주 구연(정상박, 김현수 채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역

사정보통합시스템).
29) 정상박,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3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20~206쪽. 
30) 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남정자마을 지신밟기, 1984.07.23. 김봉금 구연(류종목, 신창환 채록).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민요대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31) 경남 거창 남하면 무릉리 원무릉마을 지신밟기, 1980.09.07. 정수진 구연(최정여 외 3인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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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록된 성주풀이는 김해 삼정걸립치기와 거의 같다.32) 

끝으로, 본 연구 대상을 통해 농악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의미있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로서, 안택고사굿에서 악치배들이 고사를 

진행하는 동안 포수, 양반, 화동 등의 잡색들은 집안의 사물들을 쏘아 내려 그것

으로 투전을 벌이고 경매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는데33), 도둑잽이굿

이나 잡색놀음의 통시적 소급 또는 공시적 연구가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뒷치배들이 벌이는 뒷굿에 관하여 호남지역 농악의 그것에 대한 연구는 상당량 

전개되었으나, 아직 영남지역이나 그 외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비한 현황

이다. 이것으로 영남지역 농악의 뒷굿-잡색놀음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의 시발점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2)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지신밟기, 1981.01.24. 박노적 구연(정상박 외 4명 채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요대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33) 양만근 상쇠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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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Transmissinal 
Significance of Gimhae Samjung Gulripchighy

Yang, Ok-Ky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jeong Gulripchighy which is handed down at the Samjeong Gulripchighy 

Preservation Society located in Samjeong - dong, Gimhae city,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tradition of this folk entertainment.

In addition to music, dance, play, and theatrical elements are the major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performing arts of Nongak music. While collectively examining 

their mutual combination forms,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artistic character of 

a specific Nongak music comprehensively, Focused on the preservation value 

perspective. The musical personality of this study was discussed by analyzing 

percussive music and Gosagut song melodies.

It is noted that the Samjeong Gulripchighy is handed down to prototypical shape 

of Antaegosagut, which carries a comparatively local character. The Music Feat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rumgarak is used as a god worship rhythm. It is common thing in the 

form of the village ritual  Nongak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Secondly, they play the Gilgut Garak(a rhythmic pattern) as a Hangak(gonggak), 

which is a mixed irregular length of beats. However, it is not a long rhythm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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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4-ply or 5-ply rhythm such as Gilgunak Chilchae Garak in Gyeonggi province 

or Ohchae Gilgut Garak in Honam Udo area, but rather a rhythm type with a 

relatively short shape. Local Nongak  have been developed their musical aspect 

according to various socio-cultural contexts, Samjung  Gulripchighy can be seen 

that they are handed down the simple village Gut(Nongak). 

Third, Samjeong Gulripchighy show the yard pangut  play form which of as 

an part in whole Antaekgosagut. This form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orm 

commonly known as Daedongpangut or the professional entertainment Pangut.

Fourth, Samjung Gulripchighy ritual songs take the form of music geography 

belonging to the Menari area and shows the custom of progressing the melody. 

In other words, it is a custom to use the Mi-La-Do three sounds as the main 

compositional root sound of La, to fall from the descending melody to the lowest 

sound through the brush with La- Sol-Mi. Here, the aspect of appearance of 

Chuseong and Degradation is also a characteristic aspect and all  'Ra-Mode' of 

which appear in the music is of the volitional structure.  Chusung is seen when 

on the raising road from La to Do' and Degradation is seen on the long length 

of  La sound at the edge of music period.

【Keywords】Folksong, Ritual song, Gosasori, Gosagut, Nongak, Gulrip Nongak, 
Gyeongnam Nongak, Gimhae Nongakak, Samjung Gulripchig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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