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광래 정단의 음악 윤화

손태도(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 들어가는말
보고에 있어

‘광대 집단 이란 신분 제도가 유지된 조선 시대 말까지

광대’

1 - 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관청의 민속 예능의 행사에 공식적으로 동원된 사람
들을 말한다. 이러한 ‘광대 집단 으로는 현재 경기 이남의 세습무 집안의 남자들인

화랑이 집단과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랍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 외에

도 궁궐의 연말 나례회에 임금 앞에서 시정의 여러 일들을 대체로 1 인극 형식으로
꾸며서 하는 話劇을 한 광대들이나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산대 탈놀이를 했던 이른
바 본산대 탈놀이패 등 아직 그 정체가 알려지 있지 않은 집단들에 대한 보다 진전

된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광대 집단을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들이 악

공 집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광대 집단이 악공 집단이기도 하다는
직접적 자료는 조선 시대 현행법 · 보통법으로도 사용된 중국 명나라의 볍전인 『대
명률.! (1374 , 1389) 이다

1

이 법전에는 악공이 광대의 역할도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대명률』 둥에 있는 내용을 따라 악공이 광대

1 ..조션

시대 현행법

· 보통법으로

척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법천

.,.

r대명률』은 고려말에

1374

년의 것이， 조선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으며 태조의 즉위교서에 모든 공사범죄의 판
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적인 활용올 위하여

...

1395년(태조

명률직해 大明律直解』를 간행， 그뒤 500년 동안 현행 형법천으로 활용되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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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도 겸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관에서는 악공은 항상 필요로 하
고 광대는 가끔 필요로 하였기에， 이렇게 악공이 광대의 역할도 겸하게 하는 제도
는 여러 모로 편리하였을 것이다.

무룻 榮A이 짧빼， 빼훌Jt올 만들어 할 때 역대 제왕. I듭姐， 충신， 열사， 先聖， 先
賢의 神像으로 분장하면 장 100에 처 한다 官民의 家에서 용납해 분장하게 한 자
도 죄가 같다. 그 神仙道로 분장하거나 義夫， 節歸， 효자 .11벼孫으로 분장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善하게 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대명률~ . 페律， 雜犯2

이에 대한 조선의 『대명률직해』는 다음과 같다.

무릇 했 I들이 維빼을 만들어 하되 역대 제왕， 팀如， 충선， 열사. 先聖， 先賢의
괴뼈象으로 장식하여 희롱하면 장 100이다. 官民의 家에서 짐짓 금지하지 않고 시
킨 자도 죄가 같다. 그 神仙道의 像이나 義夫， 節歸， 효자 .11없孫으로 장식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善하게 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대명률직해~ . 페律， 雜犯3

이렇게 악공이 광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명률』 외에도 고려 시대 이래 우리
나라의 여 러 문헌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춘정에서 잔치를 하는데 {감官4들로 하여금 옴악올 연주하고 잡회률 하게 하
였다. 고려사， 의종 1 년5

2

凡뺏A홉做 •••홈文 不許裝쩌歷代帝王텀~ê.忠 ê 烈士先聖先賢띠뼈象 違者-셔

•

白 官1':.之家 容令

製f分者- 與[머罪 其神仙道헤及義夫節歸孝子 111용孫 勳 A옆善者 不在禁限 『대명률.1. 삐律， 雜犯， ‘搬

f故￥#劇 .
3 凡훌 I 훌亦

• • ι 造作짧乎횟 歷代帝王}즙姐忠 ê 烈士先聖先賢神像 ζ 혐E용떠敵弄1품在 ιÑ H:

→白齊 官民之家亦 故只禁止不장 힘f師令是在隱 罪同齊 神仙道像及義夫 節Ifrìí孝子川쉽孫如 t혹在 ι
힘t節 勳 Afc송在 ζ良 不在禁限寫乎事 『대명률직해.1. 쩨律， 짧犯， ‘搬做雜劇
4

‘f令官’ 은 음악만을 연주하는 다음 등의 기사로 보아 원래 음악 연주를 담당한 사람에 대한

명칭임을알수있다，

“fil官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輝慣 應뀔과 敎염 孝植을 맞아다가 설법하게 한 연후
에"(使冷官奏樂 避輝價f.íf. ill敎햄孝植說法) 고려사， 권 17 충숙왕 1313년 10월 병자
5 꽃手賞春팎 使{윌햄交奏훌 l훨 고려사 권 17 의종 1 년 3월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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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공을 시켜 북， 피리， 훌覆을 연주하게 하니 노래를 불러 서로 맞추었고， 童子

는 채색 적삽을 입고 마주서서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것이 궁녀와 같았다

음악

연주가 끝나자 여 러 악공들이 북율 치며 훌太홉과 휠톨의 여러 놀옴율 하니 보는
사람들이 즉각 웃으며 總倒하자 소리가 꿀짜기에 메아리쳤다 신유한， <해유록〉

(1 718)6

화창한 아침 , 우리는 유럽식으로 지내는 데 필요한 짐들을 꾸려 하인에게 들리
고， 몇몇 기생들과 악사들， 광대들을 대동하고 몇 펼의 말과 더불어 길을 떠났다

.. 악샤들이 앞에셔 원융 그리고 않아 져마다 악기들울 첨검하기 시작했다. 그들
은 잠시 후연 배우 역활도 겸할 터이다 ... 곧이어 연극이 이어졌다.

조선의 연극은 몇몇 특정을 모아 놓은 장면들로만 이루어진다. 거의 다 한 사
람의 배우가 내뱉는 독백들로 채워지는데， 간혹 한두 명 더 조연으로 나서는 경우
에도 오로지 하나의 별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어둠과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는 조선의 풍속과 습관의 일단을 족집게처럼 집어내어 그 해학적 양

상을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조선 종단기’ (1 888-1889 )7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 『대명률』에 있는 악공이 광대의 역
할도 하는 조항과 같은 내용을 따라 역시 악공이 광대의 역을 겸했던 것으로 여겨
진다 8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광대 집단으로 알려진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이

나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광대 집
단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악공 집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9

이런 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악공 집단이 광대 집단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은 일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악공이 광대의 역할
도 하는 위의 『대명률』에 있는 조항과 같은 것에 따라 ‘광대 집단’ 을 따로 두지 않

6 使樂I 奏鼓짧훌覆 ~，\l調相應 童子華 l~對舞 舞似宮桂態

..

樂且關합 I 훌훌~ l훌훌大홈휩fla홉.

觀者뼈[大笑總倒 響佛岩洞 신유한， <해유록)(1 718) .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4) ， r해행총재 IJ

, p.418 , p.55.
(1 888-1889) ,

7 샤를 바라 저， 성귀수 역 (2001) ， ‘조선종단기’

r조선 기행 J ， 눈빛，

8 졸고 (2001) ， r광대 집단의 가창 문화 연구J ， 서울대 박사 논문，
9 졸고 (2000) ， r광대 집단에 대한 연구
구 제 11 집
손태도

,

판소리학회

pp.168-170

p.51.

1 - 경기 이남의 花郞 .Æ.夫 · 廣大의 관계 J ， 판소리 연

,

이자균 (2001) ， r광대 집단에 대한 연구

전 회곡 연구 제 2집， 한국고전회곡학회.

I I -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과 광대 J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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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 확보된 악공 집단이 광대의 역할도 겸하게 했던 것이다

악공은 관청에서

항상 필요한 집단이지만 광대들은 일정한 행사들이 있을 때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공 집단이 모두 광대 집단인가， 광대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 광대의 역
할을 하는가 등에 대한 보다 확대된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먼저

‘광대 집단 자체에 대한 보다 확대된 논의들을 하도록 한

다. 여기서는 광대 집단의 종류들 외에 악공 집단과 광대 집단의 관계， 광대 집단
이지만 광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19세기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를 19세기의 주요한 변모 사항들을 중
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광대 집단’에 대해
‘광대 집단’ 이란 말은 ‘광대’ 란 말에서 나왔다. 오늘날에는 ‘광대’ 란 말이 연회
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쓰여지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광대’ 는 특

정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쓰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처럼 근대 이후에도 판소리 명

창들에 대한 지칭들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리들은 전에 명 창들을 보아도 상당한 집 자손들입니다. ‘광대’ 라고 천대받기
는 창말 억울한 일입니다

‘명창 이동백전’ (1 937)10

우리는 팡대라 해셔 뭇 샤랍들에게 멸시톨 많이 당해 왔옵니다. ‘10만 관중을
울리던 명 창 오태석’

(1961)

김동욱은 이러한 신분상의 ‘광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대저 「廣大란 무엇이냐?J 라는 常識的 문제부터 고찰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그
語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依하면 廣大는

1. 假面寫敵者(高麗史 列傳)
2. 假面(譯語類解)

10

‘명창 이동백전’

,

악 출판사. pp.111-112

조광 1937년 3월호 통권 17호; 장사훈 편 (1989). w여명의 국악계~ . 세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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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假面을 쓰지 않아도 훌分的 흙홉로

3.

~客

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11

이두현도 이를 따랐다 12

이렇듯 ‘광대’ 라는 말은 전통 사회에서는 특정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
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 근대 무렵에는 판소리 광대에 대한 명칭으로 주로 쓰였
다. 그것은 근대 무렵에 광대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곳은

판소리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의 기능 집단이면서 동시에 신분 집단이기도 했던 13 이러한 광대 집
단의 폰재는 다음과 같은 1836년에 작성된 경기도 지역 광대들의 문서인 .京幾道n읍

才都廳案’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 우리 셰원 4만 언은 어찌 스스로 서로를 멸시하고 규약을 깨뜨릴 수 있겠는
가 ?14

1없6년 당시， 경기도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는 광대들이 있었던 것이다.

선분의 세습은 사회적으로는 계급 내혼의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오랜 계

급 내혼의 결과 조선 후기에는 경기도에만 해도 수 만명에 이를 정도로 수적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광대 집단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15

앞서

‘광대 집단’은 관청의 행사에 공식적으로 동원되는 집단으로 우리 나라에

서는 악공 집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악공 집단은
적어도 고려 중기부터 신분 세습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16 그러므로 이들 악공이 되
며 동시에 광대도 되는 광대 집단은 우리 나라의 경우 적어도 고려 중기부터 하나
11 김 동욱(1 %5). r한국 가요의 연구J. 을유문화사.

pp.18-19

12 “이것은 廣大란 말이 당초에 假面을 뜻하고， 다음으로 가연놀이하는 자를 뜻하다가 排優의

신분척 칭호로서 특히 歌客을 부르기에 이른 것과 대응된다 하겠다

이두현 (1985). r( 개정판).

한국 연극사J. 학연사. p.102.
13 이보형(1 990). r{.昌優 集團의 광대 소리 연구 -

육자백이 토리권의 창우 집단을 중심으로J.

『한국 전통 음악 논구J.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14 :iJF松智城

· 秋葉隆 공저(1 938) . 심우성 역 (1991). r조선 무속의 연구J. 동문선， 하 p.282

15 이러한 계원의 규정은 무부(띤夫) 곧 세습무 집안의 남자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한다. 동서，

p.283
16 졸고 (200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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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분 집단으로 세습되어 내려옹 것이다. 그 결과 앞서 보았듯， ‘京離道唱才都廳
案’ 이 작성된 1836년 경에는 경기도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는 광대 집단의 사람

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에 보듯 신분 제도가 철폐된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와서 비로
소 ‘창우’ 곧 ‘광대’ 신분에서 풀려나게 된다.

1 역졸(繹후)이나 창우(띔톨) . 백정(白 T) 들에게 모두 천인의 신분을 연해 줄
것이다 고종설록 31 년 7월 2일(병자 )17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광대 집단’ 은 바로 이렇게 1894년 이전까지

‘창우’ 곧 ‘광

대’ 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대 집단으로는 우선 앞서도 말했듯이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30년대의 조사 이래로 세습무 집안의 남자들인 파夫이면서 동시에
관청의 악공 노릇도 하고 광대 노릇도 한 사실이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근

래에는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이 관청에서 악공 노릇도 하고 광대 노릇도 하는
이른바 경기 이북의 광대 집단이었음이 조사

연구되었다 19

그런데 이 두 집단 외 궁중의 연말 나례희 때의 화극이나 본산대 탈놀이를 고려
하여 서울에 있었던 광대들 곧 서울에 있었던 악공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보듯 조선 전기 궁중에서 있었던 연말 나례희는 경기도 지역의 광대틀까
지 동원되는 것이 관례였다.

나례는 祖宗朝 때부터 행한 것이니， 경솔히 할 수 없다. 優 A틀은 본래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양식을 구결하여 먹고 살며， 또 먼 곳의 사람들이 아니라 京뿔에
거주하는 이훌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랍들이다 세종실록 13년 6월 25일(정사 )20

그러나 다음에 보듯 어떨 때는 ‘경중에 사는 자’ 들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래 흉년이 들었으므로 나례 때에 띨才하는 사람을 京中에 샤는 자만으로 하
17 __ . 繹 Af昌優皮 I 拉許免曉事 고종실록 31 년 7월 2일(병자l.

18 김동욱(1 961)
19

손태도

20

懶禮 담祖차→， rrill:行之 不可輕改 凡優人本不業뽑 εf뚫而食 R非遠地 A 皆京웰居二 H 홈者 세종

이자균 (2001)

설록 13년 6월 25 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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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올해에는 곡식이 조금 잘되었으니， 祖宗朝의 전례에 따라 경기의 각 고을
과 경중의 물才하는 사람을 아올러서 하라. 중종실록 23년 10월 15 일(계미 )21

이러한 궁중의 나례희는 단순히 연말의 騙離 의식을 하는 것 외에도 광대들의 가
무백희도 동원되는 성대한 공연 행사였기에， 궁중의 나례희에는 임금을 비롯한 궁
중의 사람들 외에도 신하들과 신하들의 부인틀 그리고 그 부인들의 종틀에 이르기
까지 궁중에 모여 그러한 놀음들을 관람했다.깅 또 이 때 광대들이 임금 앞에서 話
劇 등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이나 경기 이남의 세습

무 집안의 남자들인 화랑이 집단 외에도 경중에 광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경

그런데 앞서 악공 집단이 광대 집단의 역할도 겸한다 했으므로 그러한 광대 역할
을 할 만한 사람들로는 우선 서울 안에 살고 있던 악공 집단들을 들 수 있다. 그리
고 서울 안의 악공 집단으로는 우선 궁중 소속의 악공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궁
중 소속의 악공들은 다음에 보듯 원래 고려 이래 무녀의 자질들로 이루어졌다

戶 口를 조사하여 戶籍을 작성하는 것은 재상들이 건의하고 전하가 비준한 것이

며， 이 일은 제가 중국에 가 있었을 때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필堂의
자식을 전부 모아셔 악공율 시키는 것은 훌홉총에셔 천하의 명령율 받들고 질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이 없고 남의 이름을 쓰는 자뜰은 호적이 자기에게 불편

하다고 원망하면서 이것이 제가 한 짓이라고 합니다. 맹인과 무당들은 그 제의가
저에게셔 나용 것으로 간주하고 져훌 져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 정도전24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전기에도 다시 확인된다.
봉상시와 아악서의 악공은

... 2백 98명이 소용되옵는데， 이 앞셔 무녀의 f隆

과 良A의 丁更 둥으로 이에 속하게 하였으나， 원래 정원이 겨우 2백 명으로 오히
려 98명이 부족하오며

... 구례에 의하여 무녀의 자질과 놀고 지내는 양민들로 나

21 近來年歲년l 歡 故蘭훌時뭄才 A 只以京中居者烏之롯 今年則稍뚫 其依jl 움뼈뼈 以京훌各홉及

京中몰才 A:ttS之 중종설록 2.1년 10월 15일(계미)
22 졸고 (2001).

p.46.

깅조선 시대는 기본적으로 도성 안에는 무녀가 거주할 수 없었다.
24 戶 口成籍 堂댄言之 願下可之 其事出於民在中原之時也 h때홉 A~. 之子 ~훌 I 典優놓奉願下

之命而行之者也 無籍冒名之徒 웠戶籍之不便於己者 日道傳之所烏也 둠 AÆ師以此議寫出於昆而誼

之 고려사， 권 119 열전 제 32 정도전.

98
이 13세 이상 20세 이하 되는 자를 선택하되， 셔율에서 30명， 충청도에셔 30명， 천
라도에셔 35명， 정상도에서 40명， 강원도에셔 15명으로 하고 세종실록 11 년 3월
22 일(무진 )25

그런데 이렇게 고려 시대부터 무당 집안의 남자들이 악공이 되는 것은 閔않者 곧
특별한 職짝이 없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논의가 있지만 26 이들은 閔

↑뚱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실
제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경기 이남의 경우는 이들 댄夫들이었기 때문이다.

무속 변에서 무속을 대체로 집안 내림으로 해 오던 세습무권의 경기 이남에 비해
降神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강신무권의 경기 이북에서는 무속 집안의 남자들은

굿판과는 무관하였다. 그래서 경기 이북의 악공들은 송나라사선 손목이 왔을 무렵
인 고려 중기 때만 하더라도 기생의 아들이 악공이 되곤 했다 27 그러므로 세종 때
까지도 무당 집안의 남자들이 궁중의 악기 연주자로 동원된 것은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해서 동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후 궁중
의 장악원의 악공을 관노로서 충원하는 과정에서는 경기 이남과 이북의 구분없이
전국의 관노들이 동원되었된 것 28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조선 시대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경국대

전』이 완성된 성종 때에 와서는 다음처럼 궁중의 악공은 기본적으로 ‘公購’ 곧 관
노비로만 충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雅樂뽑는 左功에 속한다. 樂師 2명과 樂生 297명， 보충 인원 100명으로 구성되

는데 , 모두 良 A으로 충당한다 1i't樂은 右야에 속한다 樂師 2명 樂工 518병

, 매

10명마다에 1 명의 보충 인원 1 명을 두며， 歌童 10 l경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公뽑으

로 충원한다 良 A 으로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 준다 『경국대전 ~. 권 329

25 奉常츄雅樂뿔樂工

八A

‘

-

-

二百九+八 A 前此횡女子풀及良 A 丁更等屬之 元賴僅느百 A 而 t 九十

依舊禮 뽀女-f t￥閔散良民擇取年十三歲以上츠十歲以下 京中즈十名 忠춤道三十名， 깅안羅

i휠프十五名 慶尙道四十名 江原道十五名 세종실록 11년 3월 22일(무진)
26 유송원(1 987). I조선 초기의 잡직

사.

장악원의 잡직 J. W조선 초기 선분제 연구~. 을유문화

p.346.

27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 악공이 되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하나의 제도이기도 했다. 손태도

이자균 (2001).

p.206

않송방송(1 980). r 장악청 등록 연구~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p.194

%雅樂뿔屬左야 樂師二 A 樂生二百九十七 A 補數一百 A 以良 A 充之 íi't樂!뭘右.l:jj 樂師二:.A 樂

I五百十八 A 每十人補數

人 歌환十人뾰以公購充之 良 A願屬者聽 『경국대전~ .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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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공은 천역이고 그러한 천역을 제도적인 면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집
단은 신분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종
이후 궁중의 장악원의 악공들은 대체로 공노비로 채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지

방 관아에서는 장악원처럼 교육 기능을 병행할 수 없었으므로， 고려 이래의 전통을
이어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과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
단이 대체로 여전히 악공 역할을 맡아 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나라의 광대 집단은 악공 집단이기도 하므로 종래의 광대 집단

으로 제시된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과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 외 현재로서는

조선 전기부터 궁중의 악공이 되었던 관노들을 더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
로， 궁중의 나례희가 경중에 거주하는 우인들로만 행해질 때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궁중 나례희 때의 화극이나 이른바 본산대 탈놀이를 할 만한 일차적 집단으로 이들
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관노 계통의 악공은 다음처럼 지방 관아에도 있었다.

購案新增

.. 짧 I官tJl 2명 30 ‘玉川 읍지’

r호남 읍지』

또 광때들이 하던 지방 관아의 구나 의식에도 관노가 참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888년 12월) 29일 병오 ... 이날 초저녁 Æ夫 • 官쨌輩률이 f훌耶뺑怪라고 이르

며 징， 북， 바라等의 악기를 난타하며 들어와 두루돌다外衛를 한 바퀴 돈 후 內
衛를 들어가 한 바퀴 돌고 醒하며 놀이를 했다자인총쇄록~31

현재 캉롱 단오굿에는 또한 관노 가면극도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노와 광대의 관계는 이들이 궁중의 악공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좀더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조선 시대 5군영에는 군악대인 취고수와 세악수들이 있었고. 이를 이은 궁
중의 선전관청에도 내취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

購案 新增

.. ,

훌 I 흠1&二A ‘玉川 읍지’

31 二十九 日 內午

호남 읍지 3권』

'" 是 日 初 횡夫흠1&'" 謂以훌tII뺑풀 以짧鼓羅IJIÎ.等物 홉L打而入 周回 外衝〕

周後入內홈j- 周 醒而戰 오횡묵 저 , 여강출판사 영 인 (1 987). r한국 지 방사 자료 총서 日 錄篇
권 J:

자인 총쇄록J. p.414

2

100
그런데 , 그 악샤의 둥굽은 셰악수가 졸업하여 內吹로 승차하는 것이다.
고로， 세악수는 각기 都家가 있어 실습을 常課하니 이가 즉 세악수 都家라 하

는것이다，
오영문에 따라 五都家가 있는데， 이 五都家가 자치기관이다
營門의 감독을 받지않고 스스로 句管할새 五都家에서는 다시 일인썩 선거하여

都大房이란 특별 감독기관을 배설하고 都牌頭 즉 악장이 총관한다
都大房의 경비는 각 都家가 부당하고 그 외에 전국 무당을 풍솔하니， 천국 무당

의 필籍은 都大房에셔 처치할새， 거기서 수입금이 불소하고， 또한 필A에 관한 政
事률 일체 藉활함으로써 세력이 대단하며 , 그 챙기회는 얼개월 일회로 하여 군악
샤 및 무녀 등에 관한 公事률 처리한다. 조선 14권(1930) 끄

위의 내용은 1928년 舊군악사의 내취였던 이봉기 (당시 73세)와 이원근(당시

세)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이 중 5군영에서의

62

‘都家 의 존재는 이후 김계선이나

임원식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어， 위의 증언 전체의 신뢰성을 주고 있다. 위의 내용
을 따른다면 5군영의 군악대나 궁중의 내취 중 상당수가 무속 집단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이들 5군영의 군악대나 궁중의 내취가 무속 집단과 직접적 관계도 있었다면

이들 중 일부는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 계통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들도 역시 광
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악공 집단이 광대의 역할도 겸한다 했지만 악공 집단이 모두 다 악공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악공으로서 세 아들 또는 네 아들이 었는 자는 그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올
계숭한다. 그밖에는 注勝， 幕士， 麗史에 소속시켰다가 댐찌몹Ij템， 校따에 전직시키
며 H짧武 校템에까지 급을 올려 준다

고려사， 관리 임명상의 제한， 문종 7년

(1053)33

그러나 이들도 모두 악공이 될 수도 있고， 이들 집단에서 일정수의 악공들이 나
와야 하는 것이기에 악공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악공 집단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악공들이 모두 다 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악공 집단에서 일정

32 안확 (1930) ，

‘천년전의 조선군악’

,

조선 14권 1 호 통권 147호， 1930년 1 월

E 훌 I 有三염者 以一 -H톨業 其홉屬注R홉幕士騙史 轉P꼼~움Ij댐校댐 限至B쩔武校짜 고려사， 관리

임명상의 제한， 문종 7년(1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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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광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광대의 입장에서는 광대 집단이라 보아
야하는것이다.
이상으로 광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일단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 경

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 관노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악공집단이
될 수 있고 또 광대이 역할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조선 성종 이후 장악원의 악공이 되어 궁중의 나례희나 중앙의 산대희와
같은 국가적 행상에 화극을 하거나 본산대 탈놀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궁중의

관노게통의 악공들이나 지방관아에서 연말 구나에 참가하거나 강릉의 관노 가면극
동과 같은 날놀이 등은 한 지방관아의 관노들을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이나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과 신분상 동격의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경기 이남이 화랑

이 집단과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이 악공 노룻 등도 했은. 이들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광대로서의 그것이었고， 이에 따라 일반에서도 이들을 .광대’ 혹은 .재인’
이라 불렀다. 말 그대로 이들에게 있어

‘광대 나 ‘재인 은 바로 그들의 사회적 명

칭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악원의 악공이 되기도 했고， 지방 관아에서 악공

이나 광대 역할을 했던 관노들은 그들의 사회적 명칭은 여전히 관노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광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을 것이나 그것이 그들의 가장 주
요한 역할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와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광대 집단을 논하는 데 있어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과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 외 관노도 고려할 숭 있지만광대’ 신분 자체는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과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 있어

‘광대. 는 실제 민속 연회를 하는 사람이고광대 집단’ 은 그

러한 광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실제로 광대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 광대
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광대 집단의 사람들에서 일정 수의
광대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광대’ 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모
두 분명히 광대 집단인 것이 분명하다.

% 이 중 궁중의 장악원의 악공으로 충원된 관노 계통의 악공들에 대해서는 궁중의 연말 나례

회와 중앙의 산대회에게 본산대 탈놀이를 춘 집단과 관련보다 많이 연구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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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세기의 변모와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
현재 광대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집단은 경기 이남의 화랑이 집단， 경기 이북
의 재인촌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19세기에 악공으로서의 활동변에서 보면 궁
중의 장악청의 악공， 선전관청의 내취

5군영의 군악대， 지방 관아의 악공 등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궁중의 장악원 악공들의 향악과 당악， 선전관청의 내취나
5군영 군악대들의 취타， 지방 관아 악공들의 삼현육각 등 전통 사회 관청에서의 기
악 음악은 대체로 전대의 것을 잇는 관례적 성격이 강한 것이기에 19세기에 와서

이들 음악의 변모들을 논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의의가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선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들이 광대로서 활동한 영역들은 중앙의 산대희와 나례희， 지방의 산대희
와 나례희， 과거 급제자의 행사， 민간의 축제， 일반 연회 등이다.
이중 중앙의 산대희는 17세기 인조 때부터 이미 국내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

상 열리지 않게 되었고， 다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산대희 정도가 남아 있었을 뿐
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사선을 맞이하는 대규모 산대회도 1784년 이후로 열리
지 않게 되어 19세기는 산대회 문화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궁궐의 연말 나례회는 인조 즉위 (1 623) 이후 대체로 열리지 않다가 궁중에서의

연말 나례 의식도 숙종 20년(1694) 이후에는 대부분 정지되었기에 이 때에는 이미
이런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지방의 산대희 문화는 중앙의 산대회 문화의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도 중앙의 산대희 문화가 약화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급격히 약화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중앙의 산대회가 이를테면， 중국의 사신이 오면 중국을 높여 산대희를
하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또한 중앙 정부와 관계되는 일， 이를테면 중앙에서 새 감
사가 내려오변 해당 지방 곳곳에서 산대희를 하는 것이기에， 매년 있었던 새 감사
부임과 관련， 산대희 문화가 약화된 조선 후기에도 비록 종래의 대규모 지방 산대

희들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러한 새 감사 맞이의 산대희류의 행사들은 어떤 식으로
든지속되었을것이다.
지방 관아의 연말 나례희는 19세기말까지도 여전히 이뤄졌다. 궁궐의 연말 나례
의식이 원래의 구나적 요소 외에도 외방의 광대들까지 동원되는 가무백회의 성격
이 있었기에 숙종 20년 (1694) 에는 정지된 데 비해， 지방 관아의 연말 나례 의식들

은 대체로 원래의 구나적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에 19세기 말까지도 거의 모든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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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왕성하게 행해진 것이다.
과거 급제자의 행사는 189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일반

의 공연 문화의 성숙으로 이러한 문화는 더욱 발달되어 19세기에는 그 절정을 이룬
것으로여겨진다.
정초의 집돌이， 민간의 세시 놀이， 마을굿 등 민간의 축제는 전대와 별차이 없이
지속되었고， 관아나 민간에서의 일반 연회들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런 변에서 19세기 와서 주목되어야 할 것들은 관에 의해 주도된 광대들의 대표

적인 활동 공간이었던 산대희의 쇠퇴와 18세기에 성립되어 주로 과거 급제자의 집
에서 이뤄지는 문희연과 같은 곳에서 발전한 판소리가 19세기에 와서 고도의 성악
곡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판소리의 음악적 성과로 인해 19세말에는 삼현육각과 같

은 관청에서 연주되는 기능 음악이 아니라 순수 예술 음악인 산조와 같은 기악곡이

성립 된 것들이다. 산대희 문화의 쇠퇴와 판소리의 발전， 이 두 가지 점은 19세기
에 있어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두 가지 점으로 인해 19세기는 18세기는 물론

그 전 시대들과도 큰 차이점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이 두 가지 점들
과 관계되는 것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19세기에도 왕성하게 행해진 지방 관아의 나례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별

다른 연구 성과들이 없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 급격히 약화된 지방의 산대
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 연구 시각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지방 관
아의 나례희에서 행해진 것들이 지방의 산대회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
의 광대 문화가 또한 중앙의 산대희로 올라가는 것이기에. 19세기에 와서 산대희
문화의 약화로 이러한 중앙의 산대희나 지방의 산대희에서 기량을 발휘하던 지방
의 광대들의 민간에서의 활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지방의 산대희와 나

례희에 대한사실들을먼저 확인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지방의 산대희와 나례회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이어 산대

희의 쇠퇴와 판소리의 발전과 관계되는 광대들의 음악 문화를 논의하도록 한다.

1) 지방의 산대희와 나례희
조선 시대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국중에 큰 경사가 있으면 산대희라는 일
종의 축제적 행사를 했다. 이러한 중앙의 산대회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연
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지방의 산대희도 중앙의
산대회에 못지않게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열렸다. 그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
은 세종 때의 기사에 잘 나타나 었다.

104
“이제부터 각 도， 각 고을에서 지시문을 가지고 가는 새 감사롤 맞이합 때 채색

배단올 두르거냐 빼울 썰치하거나 나례회률 하거나 군사률 늘어세우는 의식융 벌
이지 말것이다
하였다

판서 권진과 신상 등이 제의하였다.
“이번에 각 도에서 새 감사를 맞이할 때에 높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나례희를

하거나， 채색 비단을 두르고 군사를 늘어세우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선
등의 생각에는 그 전에는 지시문이 없이 갈 때에도 예식을 갖추어 맞이했는데 더
구나 지금 지시를 받틀고 가는 마당에서 예식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폐가 있다고 하면 산붕과 나례는 없애고 결채와 군위만으로써 맞이하는 것
이 어떠하겠습니까'7"
하므로， 그 말대로 따르니， 지선사 안숭선 등이 제의하기를，

“이 행^t는 고올마다 행하는 것。l 아니고 정상도인 경우에는 상주， 진주， 경주，

성주 동 큰 고을에서만 합니다. 큰나라 사신이 올 때에도 이상의 행사를 벌이는
것은 황제의 지시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폐단 때문에 옛 행샤률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최다 그전대로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둥이 말이 옳다. 그러나 감샤가 갈리는 것은 연례 행사인데 햄l빼로 왕지률
받드는 사신 외에 새 감사에게는 산붕 • 나례 · 컬채 · 군위 동 의식올 없애연 어혈
까?"

하니， 좌대언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예전대로 금하지 말고， 만약 농사 때에나 혹 흉년이 들 적에， 감사가 그때그때

없애도록 하면 어찌 융통성 없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예전대로 두어 왕명을 존중
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설록 13년 5월 26일(무자 )~27일(경인 )35

35 傳답禮 l햄 自今 j쩌道各官迎新톰응司寶去敎홉 mJ해結*훌結빼홉빼單 I홉 세종섣록 13년(1 431) 5월

26 일(무자)

判합權없Efl商等햄 今令各i효迎新옮司 1#得用 ÚJf朋離禮結絲軍威 댄等 以웰배此無王읍之行 尙備
I禮j;)、迎 j兄今奉 王답以行 不可不備禮 若以헬有뺑則除山 f朋離禮 f딘以結採軍威 i댄之何如 從之 쩌1 다3
事安월善等뺨 此빼非每면而行之 훌 t해道則빼홉!톨星훌大州 ffii 딩 뼈廷使c!之來 ~짧 t 項훌빼 所以
尊-.w tartß 以小!￥ ffii 훌훌홉 .. 뭘깨i 며 tßjj홈 n仍홉 t 日 $等之홉是 tß f't.\옮퍼 .M 年例훌 tßlíii 햄H!쩨훌

王탑使c!外 新톰R 司則素山빼톨I빼結*훌'iJ j훌若떼 左代言金宗f밟對티 'fi.íl'J舊꺼禁 若뚫時或if- tx 則뿜cfiJ
臨時除ι 安-有6창柱之뺑 F 請仍쩔以尊 f 命 從之 세종설록 13년(1 431) 5월 27일(경인)

이 자료는 ‘졸고(1 996). r판소리 단가를 통한 광대의 가창 문화 연구J. 서울대 석사논문‘ pp

54-55’

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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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을 높여서 중앙의 산대회를 하듯이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새 감사가 부임하며 중앙 정부를 높여 경상도로 치면 상주， 경주， 성주，
진주 등 큰 고을들에서 산대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감사의 임기는
1 년 단임이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매년 지방에서는 곳곳에서 새 감사 맞이의 산대
희들을한셈이다.
이러한 지방 산대희의 모습은 실제로 1601 년 허균의 맏형 許歲이 전라도 관찰사

가 되었을 때， 허균이 맏형의 가족들을 데라고 전주로 갔을 때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전주로 들어가는데 판관이 f훌훌과 짧훌로 반마장이나 냐와 환영했다. 鼓吹가
하늘 가득 울려 퍼지고 온갖 춤들이 길에 가득했다 天貝(港빼)와 훌홉의 춤이 베

풀어지고， 톨후과 훨九의 놀이들이 있었으며， 大面 가연과 鬼빼 가연의 놀이도 었
었다. 몰려 보는 사람들이 흉爛을 넘 쳤다慢所覆짧劃 . 권 18 문부 ‘j홈官 日 記’ 37

이 당시 허균이 본 것들은 ‘天吳(海神)와 辦麗의 춤， 雙주， 敵九， 大面 가면과 鬼

神 가면의 놀이 둥’ 으로， 이들 중 ‘天吳(海神)와 辦廳의 춤’ 은 우리 나라에서는 산
대라는 것이 동해 바다에 떠 있다는 三神山을 모방한 것이기에 38 이러한 산과 바다
와 관련된 가면춤이고，

‘雙뿜， 敵九， 大面 가면과 鬼神 가면의 놀이’ 는 ‘쌍줄타기

혹은 솟대타기， 농환 혹은 죽방울받기， 가면춤 혹은 가변 놀이’ 등이다. 지방의 산

대희에서도 중앙의 산대희에 못잖은 각종 가면춤들과 쌍줄타기， 농환 퉁의 기예들，
탈놀이 등이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인조 이후 중앙의 산대희 문화가 급격히 쇠퇴하자， 지방에서도 산대를 설
치하고 대규모 산대희를 벌이는 것은 점차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산대회는 궁극적으로 중앙 정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러한 행사는 어떤 식
으로든 행해졌을 것이다. 고수관이

‘대구 감사 도임 初흉席’ 에서 판소리를 불렀다

든지 39 오늘날 3종류나 남아 있는 평양 감사 부임도뜰때이 이와 같은 지방 산대희

%감사의 임기는 1 년 단임이었는데 지역성을 고려하여 평안도와 함경도는 조선 후기에 2년 단
임으로 정착되었다. ‘관찰사’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 入1'i'1 훼홈出 f훌훌훌훌~反훔以迎 鼓吹n울天 萬舞塞途 天홈u영홉톨후 I훌쳐‘大面鬼Il!觀者찮#웠꺾3

『慢所覆1iJj훌J. 권 18 문부 漫官日記’
박사논문.

‘황경숙 (2αlO). I한국 고대 벽사 의례와 나례 연구J. 부산대

p.113’ 에서 재인용.

38 홍미라(1 998). I산대 造設의 의미와 구조에 관한 연구J. 동국대 박사논문.
39 정노식(1 940). w조선 창극사~

. 조선일보사. p.32.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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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사와 관계되는 것들이다 평양 감사 부임도들에는 조선 후기가 되어서 그런지

비록 산대의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서울대 박물관본에는 판소리 명창 모홍갑이 판
소리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본에는 광대들이 춤을 추며
평양 감사 일행을 前導한다든지 줄타기를 한다든지 탈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림
들 등이 그려져 있다 41 전통 사회에서는 중앙의 산대희에 못지않게 지방의 산대희

도 광대들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궁중의 나례희는 가무백회가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였기에 인조 이후 대체로 열
리지 않다가 숙종 20년(1 694) 에 정지되었지만， 원래의 연말 구나적 범위 내에서 행

해진 지방 관아의 나례희는 전국의 지방 관아들에서 대체로 조선 시대말까지 행해

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사정은 고종 연간 지방 수령을 여러 곳 지낸 오횡묵
(1834~ ?)이 자신이 수령으로 지낸 여러 지역에서 지방관으로서 적은 일기인

‘輩

f협錄’ 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는 현재 강원도 정선那， 경북 자인縣， 경남 함안那，
경남 고성府， 전납 智島휠ß 등 5권이 전해진다 42 그런데 자인， 함안， 고성， 智島43

등 4곳 관아에서 모두 연말 구나 의식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1888년 12월) 29 일 병오

... 이날 초저녁 Æ夫 · 협쨌輩들이 援111웰u￥라고 이르

며 징 , 북， 바라 等의 악기를 난타하며 들어와 두루 돌다 外衛를 한 바퀴 돈 후 內

衛를 들어가 한 바퀴 돌고 鍵하며 놀이를 했다 『자인총쇄록~44

(1890년 12월) 30일 을축

..

필짧輩들이 정， 북 등의 악기로 어지럽고 떠들썩하

게 한바탕했다함안총쇄록.ll 45

(1893년 12월) 30일 무인

… 때가 저녁 무렵이 되었을까 離戰輩가 정을 울라고

북을 치며 醒하며 시끄럽게 모두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왔다고성총쇄록.ll 46

찌 서울대 박물관 소장본， 국립 박물관 소장본，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본 등이 있다

41 노동은(1 995) ， W한국 근대 음악사 I~ , 한길사， pp.292 293.
•

사진실 (2002) ， W공연 문화의 전통.ll， 태학사， ‘그림 14 , 18’
잉오횡묵 저， 여강 출판사 영인(1 987) ， W 한국 지방사 자료 총서 H 錄篇 2권』
쩌 智島에서는 연말 구나 의식으로 대포만 쏘고 있다.
44 주

31)

샌프

1‘ H

%

참조

ζ표 .. ‘ 필짧輩 以표鼓等物 級 )場 『함안총쇄록.ll， 동서

三十 H 채寅

778-779

, p.237

“’是 Effi톱少명 훌l훌훌훌 嗚 爭fJt鼓 魔옳 齊入官場 『고성총쇄록~， 동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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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해도 봉산 관아에서도 ‘永燈’ 이란 연말 구나 의식을 했다 한다.
봉산 판아(官뼈)에셔 섣할 그톰발 밤얘 〈팡대〉톨 불러다 〈배귀》톨 한다 각 청
의 청사 마당에서도 하고 《군수) 부인이 있는 집의 마당에서도 한다.(팡대)는 가
창리의 〈째인》들이다

이날 밤 동헌(東뺨) 마당에는 얼음 기둥 두개를 좌 우에

세운다 47

홍석모도 『동국세시기.! (1849) 에서 이러한 빙등 의식을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도
한다했다 48

그래서 김매순은 『例陽歲時즘è.! (1819) 에서 이러한 지방 관아의 구나 의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궐 안 궁전 근처에서는 각각 대포를 놓아 세 번 소리를 낸다.

그리고 지방 官府얘서는 훌A들이 ’휩面올 쓰고 바라훌 율리고 막대기훌 두드리
며 효령율 하고 무엇융 쫓는 시늄융 하면셔 두루 몇 바해톨 톨마가 나간다. 그것

은냐례에처 끼쳐진법이다 r열양세시기~ (1 819). 정월 ‘元日’ 49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대규모 공연들이 이뤄졌던 궁궐의 연말 나례희는 인조 이
후 대체로 폐지되었지만， 대체로 원래의 구나 의식의 범위 안에서 행해졌을 지방

관아의 나례 의식은 조선 시대 말까지 거의 모든 지방의 관아에서 지속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말 구나 의식은 잡귀들이 무서워 할 만한 가면들을 쓰고 타악

기를 두들기는 것이기에， 궁중에서도 그러했듯， 원래 악공들이 맡아하던 것이었다.
한편 섣달 그뭄 지방 관아에서 나례 의식을 한 광대들은 정초가 되면 그러한 나
례 의식의 연장으로 민간을 돌며 집돌이를 했다.
지금부터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정초가 되면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매귀’ 혹

은 ‘지신밟기’ 라는 의식들을 하는 것을 혼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초의 집돌이

는 오늘날에는 대개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이러한 의식

47 김일출(1 957). ['봉산 탕놀이의 옛모습을 찾아서 J. 문화 유산 3권， 평양: 과학원 출판사.

p.

61
뼈 『동국세시기 J. 12월 ‘除?’
49

.

禁中宮嚴近處 各放뼈三響 外몹홈府則톨A훌 a딛뼈面R훌훌，，<一作빼)椰 며빼훌作훌훌狀 I!U훌

IIUlïifii 出 훌슐4l.헤It훌tI!..
김매순 저 (1819) . 이석호 역(1 991). r조선 세시기; 列陽歲時記~ , 동문선.

p.141 ,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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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대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기 바로 하루 전인 섣달 그음날에 지방
관아에서 연말 구나 의식을 한 광대들이 정초에는 민간의 집들을 돌며 이러한 의식

들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초의 이러한 집돌이를 구나적 명칭인
‘理鬼’% 등이라 한 것이다.
섣달 그음날 지방 관아에서의 구나 의식이란 것은 귀신을 쫓기 위해 무서운 가면

들을 쓰고 타악기를 두들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나적 인물인 포수 등의 농악의
잡색들이 나오게 되고， 농악에서의 팽가리， 북， 징 등을 치게 되는 치배들이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매년 섣달 그음날 지방 관아들에서 광대틀이 여러 구나적 가면들을
쓰고 팽가리 등의 타악기를 치는， 말 그대로의

이어지게 되어， 오늘날의 정초 농악대들의

.理鬼’ 의식이 정초가 되면 민간에

‘매구’ 농악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초 집돌이는 원래 광대 집단이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초 집돌이는 대개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들만 남아 있지만， 원래 이

러한 정초 집돌이도 광대 집단이 먼저 하였던 것은 경기 이북의 경우를 보면 분명
해진다. 황해도 연백 평야 이북 쪽에는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의 마을 단위의 두
레 문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두레에 수반되는 두레 농악51도 없었다. 마을 단위의

농악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이북 지역의 정초 집돌이는 근대에 이
르기까지도 경기 이북의 광대 집단인 재인촌 사람들이 도맡아 하였다 52 앞서도 밝

혔듯， 이들 경기 이북의 재인촌 사람들은 전혀 종교적 집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렇게 정초에 민간에서 농악을 치며 종교적 의식인 집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들이 매년 연말이변 지방 관아에 들어가서 구나를 한 집단이라는 이유밖에 없다.
원래 민간의 정초의 집돌이는 지방 관아의 섣달 그음날의 구나 의식의 연장선상에

서 나온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이북의 광대 집단은 판소리나 산
조 등과 같은 근대에도 이어지는 예술 등을 갖지 못해 근대 이후 이러한 예술들을
성립시킨 경기 이남의 광대 집단보다 일찍 민속 예술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

정초의 집돌이 농악과 관련하여 ‘매구’ 혹은 매귀’ 란 말을 하는 것은 현재 황해도， 충청 북

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그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정초의 집돌이

농악과 관계해서 매구’ 혹은 매귀’ 라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해도 좋을 것이다
문화재관리국(l 969~1982). r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 1~13권』
정병호(1 986). r농악~. 열화당
그외 필자의 현지 조사들
51 마을 단위로 김매기나 모섬기 퉁올 할 때 두레를 짜게 되고， 이러한 두레 문화에서는 풍장‘

혹은 ‘풍물’ 。l 라고 하여 농악도 치게 된다
52 졸고 (2001).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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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도 정초 집돌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기 이남의 광대 집단보다 광범위하면서

도 오랫동안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이남에는 그러한 광대 집단의
정초 집돌이를 흉내낼 수 있는 마을 주민 중심의 두레 농악이 있었지만， 경기 이북
에는 그러한 마을 주민 중심의 농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가 되어도 한
동안 경기 이북 쪽에서는 이들 경기 이북의 광대 집단인 재인촌 사람들에 의한 집
돌이가 유지되었고， 경기 이남에는 광대 집단이 하던 집돌이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를 흉내낸 마을 주민들의 집돌이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기 이남에서도 이러한 광대들에 의한 정초 집돌이를
하여 전라도 쪽에서는 아직도 그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53 그리고 전남 영광

에는 이러한 댄夫들에 의한 이 神廳 농악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전라도 지역들에서의 조사를 따르면， 댄夫뜰에 의한 정초 집돌이는 근대

이후에도 그뭄날 관청에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한다.당 그음날 광대들이 관

아에 들어가 구나를 한 전통이 근대 이후에도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
청 농악을 잇고 있는 영광 농악은 오늘날 전승되는 다른 농악들과 달리， 나무로 만
든 가면을 쓴 잡색들의 탈놀이가 독립된 가면극이 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이런 점들로 보면 경기 이남 지역에서도 원래는 무부 계통의 광대 집단에 의해

정초 집돌이가 이뤄졌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경기 이남에는 두
레 농악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 농악을 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광대
집단에 의한 정초의 집돌이를 흉내내어 마을 주민들도 집돌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악의 잡색들도 포수， 양반， 각시， 중 동 구나 의식들에서 발
전되어 나온 인물들로 구색은 갖추었지만， 원래 구나 의식에서 하던 광대들의 탈놀

53 “正初나 特定한 시기에 마을을 돌며 집집이 들려서 걸립하며 告祝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南

部地方 {옵優集團에서는 神廳걸립이라 하여 풍장(農樂)을 치며 돌았고” 이보형(1990) ， p, 86
혀 전남 화순 씻김굿 무부 조도화선생님에 대한 조사
조사자: 본연구자

일시 :2αXJ ，

4 , 10

장소. 전남 화순 자택

조사 내용

굿판에서

‘본향거리’ 는 악사가 단독으로 앉아 한 사실 확인. 그음날 광대들이 가연을 쓰고 관청에서부터
구나를 한 사실

판소리 허두가의 장단

기타: 판소리 허두가의 장단에 대한 부분은 비디오

촬영.
전남 영광 농악 조사， 박용화선생님 (69세， 세습 무가 출신은 아님. 고창 농악 소고 보유자)，

故전경환선생님의 사모님， 최용선생님(세습 무가 출신은 아님， 영광 농악 보존회 회장)， 강진식
선생님(故전경환선생님의 매부- 세습 무가 출신은 아님- 영광 농악 잡색). 李鍾 선생님 (73세， 세
습 무가 출신은 아님. 영광 농악 잡색 中 조리중).
조사자: 본연구자

일시 :2αlα 6 ， 7 ，(영광 단오제 기간)， 2αXJ ， 6. 15~16 ，

장소， 영광 단오굿 현장， 영광 농악 보존회 회관， 강진식선생님 자택， 이종민선생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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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었다. 광대들의 탈놀이를 모방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 이후 화랑이 집단이 급속히 사라지게 되자 오늘날 이들 마을 주민들에
의한 정초 집돌이만 대부분 남게 된 것이다
농악과 광대 집단에 있어 오늘날 경기 이남에서는 일반 마을 사람들에 의한 농악

만 대부분 남아 있지만， 경기 이남에서도 화랑이 집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역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농악들도 대부분

화랑이 집단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을 여러 조사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1991~1992년에 이뤄진 전라도 우도 농악의 중심지인 정읍의 농악 명인들
에 대한 조사에서는， 25명의 명인들 중 쇠꾼과 장고캡이 13명， 새납(태평소) 1 명.
잡색 3명 등 모두 17명의 명인들이 m.系 출신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55 1960년대

까지도 왕성하게 이뤄진 이 지역의 농악에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광대 집단 계통 사
람들에 의해 농악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북 고창 지역 주변에서 무계 출신으로 농악을 치고 있는 사
람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날 전북 고창의 농악 명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언들을 하
고있다.

황·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장 사둔 삼고 결혼을 해버린게 넘하고 양인으로는
안해. 동간들까장 하제 그전에는. 그것이 개화가 되가지고 상놈양반이 없거든. 시

국이 배껴가지고. 그전에는 지그들까장 동간이 라고 해. 동간은 하대받는다 그 말

이여. 예전에는전부동간들이 쳤지. 양인들이 별로안쳤거든 56

황

그들 패들은 다 기맥히게 쳐

,

즈그 패들은 만나면은 모른 것을 물어보면

제대로 갈쳐주고 그랬어. 다 그것(농악)으로 벌어먹는 놈 들이라 우리 일반하고
는훌버

... 57

위 증언을 한 사람은 현재 고창 농악 상쇠로 있는 황규언(1 920~

)이다 오늘날

에는 고창 지역 일대에는 무계 출신으로 농악을 치는 사람이 없지만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농악을 전문적으로 친 사람들은 대부분 광대 집안 사람들이었음을 증언

하고 있는 것이다.

55 김 익 두 외 편
%

(1992).

w정 읍의 민속예 능J ， 전북대 박물관，

pp.41-56

고창 문화원 (2때0) ， W고창의 마을굿1- 면담 자료집~， 도서 출판 기 획 .

57 통서，

p.318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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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농악을 쳤던 광대 집단의 농악 가락이 일반 마을 사람
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다음의 증언이 잘 말해 준다.

명: 이 동네 상죄는 누구였어요? 옛날에.

중: 그 옛날에는 저그， 그때는 당골이라고도 하고 째인이라고도 허고 그런 양
반이 었짧아. 이 마을에 살았거든， 성대씨여， 김성대.
명. 그분이 팽가리 잘 치셨어요?
중: 참 기맥히게 쳤어. 방성근씨도 여그와서 다 배와갔고 갔네. 그 양반 한테.
굿이 여가 억셨어 58

명

.

이명훈(고창 동리국악당 농악 강사)

중: 이중섭(l935~

,

고창군 공음면 두암 거주 농악 명인)

마을마다 당골네가 있었고 그러한 당골네 집안의 남자들인 무부들이 있었기에

한 마을의 농악도 이들 무부들의 주도와 교육 속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북 고창의 농악인들을 전반적으로 만나 면담 조사한 이명훈도，

‘고창 농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란 필자의 물음에， ‘재인들에게서 나왔다 고 단언했다 59 검매기
동에서 이뤄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한 두레 농악이 아닌 정초 집돌이 농악은 전북

고창의 경우는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단연 무부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이러한 전북 정읍이나 고창 지역의 농악인들에 대한 조사로 볼 때， 다소 지역차

는 있겠지만.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초 집돌이 농악이 경기 이남 지역
에서도 이들 광대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광대 집단이
점차 없어지게 되자， 두레 농악 정도는 쳤고， 이들에게 농악 가락을 배우기도 했던

일반 마을 사람들에 의한 정초 집돌이만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전국 농악 경연 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둥 농악을 크게 장려했기에
일반 사람들도 농악을 많이 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며 농악을 치는 광대 집단
이 거의 사라졌기에 오늘날에는 일반 마을 사람들이 치는 농악만 남게 된 것이다 .ω

그러므로 오늘날 매구패에 의한 정초 집돌이를 바탕으로 1890년대까지도 광범위하

58 상동，

p, 272.

59 동리 국악당 농악 강사 이명훈씨(여)와의 만남.

조사자: (서울대 국문과 구비 문학 답사반) 서대석(교수)， 본연구자， 김경회(대학원)， 김성

준(학부)， 홍아주(좌동)

일시 :2αlO. 5 , 1.

장소; 전북 고창 동리 국악당.

%신청 농악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전남 영광 농악도 현지에 실제 농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광
대 집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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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었던 광대 집단의 섣달 그음날의 관아에서의 나례 의식과 이의 연장에서 이뤄

진 이들의 정초 민간의 집돌이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산대희의 쇠퇴
광대 집단은 관청의 여러 행사들 이를테면 중앙의 산대희와 나례희， 지방의 산대
희와 나례희， 과거 급제자의 행사 등의 펼요에 의해 성립된 집단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광대들의 행사가 중앙의 산대희였다. 중앙의 산대회는 산대희

문화가 급격히 약화된 인조 연간에도 600명 정도의 광대들이 중앙에 동원될 정도
로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동원된 광대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광대들의 대표적인 활동 공간이었던 이러한 중앙의 산대회가 1784
년 이후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1784년 이후 중앙에서의 대규모 산대희가 이뤄지
지 않았던 것은 현재 남아 있는 문서들에 거듭 확인된다

지난 갑진 이후 좌우 산대가 설행되지 않았으나 .갑선완문’

(1 824)61

갑진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무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
기도창재도청안’

‘경

(1836)62

1784년 이후에도 중국의 사신들을 비롯한 외국의 사신들이 왔기에 소규모적 산
대희적 행사들은 이뤄졌지만， 중앙의 대규모 산대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중국 사선이 오던 경로지였던 평양， 황주， 개성 등지의 산대희들도 더 이
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중앙 산대희의 약화는 새 감사의 부임 등 중

앙 정부와 관계해서 매년 열렸던 지방 산대희들의 약화도 가져 왔다
이렇게 광대와 관련된 관청의 대표적 행사인 중앙과 지방의 산대희가 더 이상 제

대로 열리지 않게 되자， 종래 이러한 산대희들에서 기량을 발휘했던 광대들은 점차
민간에서 그들의 활동 공간들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산대 탈놀이패는 종래 궁중의 연말 나례희나 중앙의 산대희에서 놀았는데， 궁

61 完文等狀八道才 A

...

甲辰年以後 左右山不薦設行是乎乃

..

박헌봉 (1966). r 창악대강~. 국악예술학교 출판부.

p.53.

62 甲辰以後 많罷造山之規HIJ 폼輩便同閔散롯 ‘京짧道n옵才都廳案’
적 송지 성 ‘ 추엽 륭 공저 (1 938 ), 섬 우성 역 (1 99 1) ‘ 하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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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연말 나례회는， 앞서 말한 대로， 인조 이후 대체로 열리지 않게 되었고， 중앙
의 산대회도 1784년 이후 열리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궁중에서는 탈놀이를 할 수 없

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 민간의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며 공연도 하게 되고，
당시 새롭게 부상해 있던 상인들과 관계를 맺어 시장 등에서도 공연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 오늘날 양주 별산대 놀이와 송파 산대 놀이 등이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방의 광대들은 거의 매

년 있었던 감사 부임시의 지방의 산대희 등에 참가하였고， 임란 이후에는 중앙의

산대희에도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관청의 산대회 문화가 급격히 약화되어 가
자 이들도 서울 지역의 본산대 탈놀이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관청이 아니
라 민간에서도 그들이 산대회에서 해 왔던 놀이들을 공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
을 찾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가 당시 낙동강을 끼고 상업이 발달하고 있

던 경남 지역의 합천 밤마리나 의령 신반에 있었던 대광대패들이었다.
이들 대광대패들은 그 동안 고성 오광대나 통영 오광대， 수영 야류나 동래 야류
등 경남 지역의 오광대류의 탈놀이를 성립시킨 집단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대광대

패의 성격이나 유래 등 이들 자체에 대한 연구나 연구 시각은 거의 없었다.
이들 대광대패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사실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五廣大를直接뼈服하여分廳한것은， 草漢밤마리 (現|옛川那德삼面票답市場)의
「대광대 J (Dekwangde) 임은事實이라고할수잇다. 左水營(東菜那)

金海

옳山

·

東乘 ·

· 昌原(馬山) . 統營의， 五廣大及野遊(야류라고稱) 移入系統이모다草漢에셔.

源流를 始作하앗다 ... 中略

... 팝州만은約五十年前에， 宜寧컵ß富林面新反里대광

대에依하야 創設하앗다고傳해온다 ... 中略

…

「대팡대」라는 것은， 一홈의曲훌훌帥

로써，눔혼竹후t에셔才홉훌하는것율指웰하는것인대，그曲훌에附톰하야假面빼도
하여옹것이라한다 63

演敵하기 數日 前에 草漢 대廣大 一 l團이 神主 같이 모시는 ‘節山 서낭당 각시’
라는 A形을 대廣大一員이 右手에 안고 演敵할 마을로 들어 와서 家家戶戶 다니
며 門前에서 “草찢 대廣大 들어 왔소 하여 葉錢을 몇푼씩 주는데 이 돈이 또한 적
지 않다고 한다. … 時刻은 저녁이며， 장작불을 피워 훤하게 하여 놓으면 먼져 훌
I들이 고깔올 쓰고 훌짧률 쳐율리연서 i옳歐 마당 (M 舞臺)을 몇 바퀴 돌고는

•

般 觀聚들을 자리에 安定시켜 놓는다 그런 뒤에 맨 먼저 .，童이 나와셔 어깨 위

%송석하 (1933) ， í오광대 小考J ， 조선 민속 1 집， 조선 민속학회，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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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î동까지 하여 놀고 들어 가고， 다음은 廣大 」名이 나와셔 죽방옳 받기를 하다가
들어 가면 그 다음은 높이 한 넉질 가량되는 긴 장대(대 위에는 十字形으로 되어
있다)를 세우고 ... 廣大 한 사랍이 냐와서 ... 十字形 꼭대기 위에서 才媒톨 한 二

十分 동안 하다가 내려오면 그 다옴에 個面빼올 演出하는 것이다. 먼저 五 }J神將
탈을 쓴 다섯 1黃大가 나와 춤을 추고 들어 가면 중이 나와 춤을 춘다. 또 다섯 廣
大가 나와 兩班 · 말뚝이 科場을 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영노 科場， 할미 , 영
감 科場， 獅子舞 科場을 하고 마치는 것이다

M

五廣大놀이를시작하기 전에 ε罷패처럼 理鬼률치고， 먼저 「중(죽)방울」올받
는다고 하였다

죽방울놀이 하는 才 A이 탈놀음꾼과 함께 다니며 죽방울놀음을

하였는데 「세중방울J (三弄九) 노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

말하는 것 같았다

아마 죽방울의 갯수를

때로는 솔(솟)대팡대놀옴과 줄광대놀옴도 함째 놀았다고 한

다. 죽방울놀이가 진행되고 구경꾼들이 어지간히 모이게 되면 말뚝이와 다섯 兩

J1(이 나와 兩班llU홉을 놀고， 다음에 중과 각시가 나와 중춤(엽舞)이 있고， 훗이불
같은 것을 쓰고 비비새가 나와 영노科場이 시작되었다. 다음 할미(큰어마이)와
영감가 지대각시(작은어마이)가 나와 할미 · 영감科場을 놀고 마지막으로 獅子과
장을 놀았으며 죽방울놀음으로 놀이마당을 끝내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65

이러한 조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단순히 탈놀이만 한 집단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한 놀이 종목은 농악 및 무동타기， 죽방울받기， 솟대타기， 탈놀이

등이었다. 이들의 놀이 종목은 산대회에서의 놀이 종목들인 것이다.
종래 경남 지역의 오광대류의 탈놀이에 대해 이두현은， 인조 이후 궁궐의 나례희

가 혁파된 이후 지방에 정착한 중앙의 산대도감극 탈놀이패들에 의해 성립된 것으
로 보았다

@

그래서 이러한 오광대류의 탈놀이도 모두 산대도감극 계통으로 편입시

키고， 당시 전승되고 있던 오광대류의 탈놀이들도 모두 밤마리의 대광대패 등 전문
놀이꾼들의 놀이에 의해 나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른바 대광대패 놀이와 현재 전

승되는 오광대류의 탈놀이틀과는 직접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광대패 놀
이와 오광대류 탈놀이는 직접적 관계에 었다는 것은 이두현의 1960년대의 조사에서

%최상수(1 964) . ‘야류

· 오광대 가면극’

경상 남도지 하권 J. 경상남도.

pp.101-102.

동래의 尹在昊 BÇ 와 마산의 金f헤좋 BÇ의 구술을 기록한 것이다
65 이두현 (1969). r한국 가면극J. 문화재관리국.

p.78

1880년대 당시 오광대를 놀았다는 밤마리 출신 尹化益 BÇ(1960년 당시 81 세)와 李正洪 (83
세). 鄭性합j(70세)5: 등의 구술을 기록한 것이다
이상 3개 인용문은 ‘박상박 (1986). r오광대와 들놀음 연구J. 집문당.
@

이 두현

(1 985). p.134.

pp.40-4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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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된 것이지만 .1930년대에 조사했던 송석하의 견해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이 일대 둥을 다시 조사한 정상박과 서연호는 이러한 대광대패의 오광대 탈

놀이 이전에 닥동강 일대에는 이미 토착적인 탈놀이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대광대패의 오광대 탈놀이는 이러한 탈놀이들을 보다 세련시켰다고 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67

그러나 경남 지역의 오광대류의 탈놀이를 산대도감극의 한 일파로 설정하여 중

부 지역의 산대 탈놀이나 해서 지역의 탈놀이와 같은 계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
다. 양반 과장， 영감 · 할미 과장 퉁이 그 주제상 이뜰에게 다소 공통되기는 하지
만，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통점들 중 영감 · 할미 과장과 같은 것은 꼭두각시극에도 있는데，
이러한 꼭두각시극은 1930년대에도 전국에서 삼십여 곳에서 전승되고 있었으므
로잭 이 과장은 산대도감극 탈놀이꾼에 의해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꼭두각
시극을 통해서도 쉽게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남의 오광대류의 탈놀이는 중부 지방의 산대도감극 계통의 탈놀이와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또한 이러한 오광대류의 탈놀이와 직 ·
간접적 관계에 있었던 밤마리， 신반 등의 대광대패들도 단순한 탈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보았듯 농악 및 무동타기， 죽방울받기， 솟대타기， 탈놀이 동 산대희적

놀이를한집단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한 지방의 산대회에 대한 시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조의 즉위 (1 623) 이전까지는 경상도에서는 상주， 경주， 성주， 진주
동 전국의 큰 고을들에서 거의 매년 새 감사 맞이 산대회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安服時나 실록 봉행시 풍에도 산대회틀을 했었다. 인조 무렵까지도 지방에서의 산
대희 문화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조 이후 산대회 문화가
급격히 약화되고. 1784년 이후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광대
들까지 동원하여 이루어지던 중앙의 중국 사신맞이의 대규모 산대희도 더 이상 열
리지 않게 되자， 이러한 산대희 문화를 전승하고 있던 지방의 광대들도 종래와 다
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날 알려진 것이 당시 상
업의 중심지였던 밤마리나 신반에서의 대광대패와 진주에 있었다는 쌍줄타기의 이
우문이패 등이다. 이 중 밤마리 대광대패는 앞서 보았듯 울산 서낭 각시를 모시고
67 정 상박 (1986) .

서연호 (1989). r야류 · 오광대 탈놀이 J. 열화당.
%조선총독부 면(1 941). r朝蘇 O)~土 媒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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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들이 주로 근거한 지역도 경남 지역들이었던 만큼 이들 밤마리나 신반의
대광대패는 경상도계의 광대들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도 충청도와 전라도 광대들

은 조선 후기에 새로운 광대 소리인 판소리쪽에 두각을 나타내며 판소리에 주력한
데 비해， 경상도 등의 광대들은 이러한 새로운 공연물로 나아가지 못해 전래의 예

능들을 여전히 잇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소리를 주로 한 충청도， 전라도 광대들의
주요 공연 종목은 판소리， 줄타기， 땅재주 등이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과거 급제

자 집의 문희연이나 일반 회갑 잔치 같은 곳에서의 공연 종목들이었다， 반면 대광
대패의 공연 종목인 농악 및 무동타기， 죽방울받기， 솟대타기， 쌍줄타기， 탈놀이 등

이나 경남 진주로 거점으로 했던 이우문이패의 공연 종목인 농악， 요술(얼른) . 병선
굿， 대접 돌리기， 쌍줄타기， 외발타기(개꼬) . 포수탈 놀이， 사자탈 놀이 등%은 일반
민가의 공연 종목이기보다 전통적인 산대희의 공연 종목들인 것이다.

종래 밤마리나 신반에 있으며 , 현재도 전숭되고 있는 경남의 오광대류 탈놀이와

일정한 관계와 있었던 대광대패에 대해 서울의 산대도감극 탈놀이꾼에서 나왔다는
다소 무리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설명 방법이 없어 이러한 시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의 산대희 외에도 지방에서도 거의
전국에 걸친 오랜 산대회 문화가 있었다는 본고의 논의에 의해 이러한 밤마리나 신

반의 대광대패에 대해서 분명한 논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중앙의 산대
회는 물론 지방의 산대희도 점차 열리지 않게 되자， 조선 후기에는 당시 상업이 번

창하던 밤마리나 신반 등과 같은 민간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 지방에 있었던 산대희
예능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승한 여러 산대회 놀이들 중 일반인들도 쉽게

전승할 수 있는 탈놀이만 그들의 놀이를 본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러한 탈놀
이 문화가 오늘날에도 경남 일대의 오광대류의 탈놀이에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된

것이다이 외에도 민간에서의 활동 공간들을 찾던 광대들이 남사당패로도 많이 들어갔

69 서연호(1 997). w한국 전숭 연회의 현장 연구j. 집문당 .290면

경기도 안성 농악 상쇠 김기복선생님에 대한 조사
조사자

이보형， 본연구자， 이자균， 노재명， 장희주， 성기련

일시: 1999. 8. 18.

장소: 경기도 ‘안성 농악 전수관’ 조사 내용 남사당에 관한 사설틀 안성에서 백중 놀이 때

의 여러 연회 집단의 연행 사설‘
이우문이패에 한때 있었던 송순갑선생님(1 913~2002) 에 대한 조사
조사자

상동

일시

장소: 대전 대덕구 자택

타기 모습을 그림 으로 확인

1999. 8. 20
조사 내용

쌍줄타기 등 이우문이패의 연회 내용

기타

쌍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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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남사당패에 들어갔던 광대들은 대체로 기량이 떨어졌던 광대들이고， 남사당
패는 사당패가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곧 1930년 무렵 정도에야 성립된 집단으로 여

겨지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3) 판소리의 발전
판소리의 초기 명칭은 ‘타령’ 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타령’ 으로 일컬어진 판소

리가 이를테면 띔歌’ 처럼 하나의 노래 갈래로서 그 고유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

세기， 더 정확히는 『교방가요』가 나용 1872년 무렵이었다.깨
이렇게 타령 계통의 하나로 불린 판소리가 하나의 노래 갈래로 그 독자적 성격을
확보한 데에는 음악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판소리에서의 중심 장단인 중모리의 성립이나 음악적으로 타령 계통의
노래와 많이 구분되는 진양조의 활용， 이러한 중모리나 진양조와 같이 느린 장단들
을 활용한 고도의 성음 구사 둥과 같은 음악적 요소블이 이 때에는 갖추어졌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판소리에서 타령 장단 계통과는 다른 중모리와 진양 장단의 성립은， 타령과는 다
른 노래로， 판소리 이전에도 광대들이 즐겨 불렀던

靈山 이란 노래에서 중모리와

진양조가 발전되어 나온 것을 말한다. 영산은 3분박 4박 계통의 타령 장단과는 달
리 6박 계통으로 불린 노래인데， 이러한 영산의 6박 계통이 늘어나면 진양조가 성
립되기 때문이다.

[1工II!I1J각 I:]
[!]Il]I[’工iEI;=1I칸]
또한 영산은 때로는 엇중모리와 같은 세련된 장단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러

한 엇중모리 장단이 2개 합쳐지면 중모리 장단이 될 수 있다.

70 f昌歌 春香歌 沈淸歌 親打令 梅花打令 打令 華容道 『樂學軟範

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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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에서 친양조와 중모리의 성립은 단순히 장단 종류들의 확대에 머무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진양조와 중모리와 같은 느린 장단에는 고도의 성음이 요구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소리는 성음을 중시하는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성악곡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판소리의 중섬 장단이 타령 계통에서 중모리 장단이
된 것을 뜻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판소리에 앞서 부르는 판소리 허두가를 반드시

중모리 장단으로 부르게 되고， 종래 타령， 굿거리， 삼공캡이， 당악 등 여러 이름으
로 불련 장단 명칭들도 중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중
모리 등으로 재명명되며 체계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양조나 중모리 장단
의 성립은 판소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양조나 중모
리 장단의 성립은 적어도 다음처럼 권삼득(1 771 ~ 1881) , 송홍록， 염계달， 모홍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등등71 과 같은 판소리 8명창이 성립된 19세기 전기에는 이
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월 3일에 늙은 광대 고수관이 홍성에서 왔기에 술을 내 놓고 소리를 들었다.

지난 을유년(1825) 봄을 돌이켜 보니 총샤(뿔使) 이기원(李把遺)과 함께 고수관
을 붙잡아서는 한 달이나 즐겁게 지냈고， 나는 관극시 열 수를 지었었다

3수

高宋嚴후塞海 高宋嚴후(고수관， 송홍록， 염계달， 모홍갑)는 호남의 이름난 광
대 『신위 전집』 η

기 이보형 (1974). '판소리 8명창 음악론J. 문화재 제 8호， 문화재관리국

η 三月三 B 老f슴高壽寬來自洪椰 故 i뿔酒劇 回f훌 ζ멜春 同李æ遺뿔使 拉흉{월作一月之~~有觀
짧IJ詩十總句 『산위 전집 4권~. r신위 전집 2~ . 태학사. p.1871
김종철(1993). '19세기 ~20세기초 판소리 변모 양상 연구J. 서울대 박사 논문.
서 재인용.

p.95. p.9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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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버리고 ‘창가’ 란 분명한 고유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판소리의 음악적 발전은 한편으로 12마당이었던 판소리가 5마당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가져 왔다. 1843년 〈관우희〉 때만 하더라도 〈춘향가)， <적벽가)， <홍부가)，

〈강릉 매화 타령)， <변강쇠 타령)， <무숙이 타령)， <심청가)， <배비장 타령)， <옹고
집전)， <가짜 신선 타령)， <수궁가)， <장끼 타령〉 둥 판소리 12마당이 성창되고 있
었다. 그런데 근대 무렵에는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둥과 같은 전승 5가만 남고 〈배비장 타령)， <강롱 매화 타령)， <장끼 타령〉 등 실
전 7가들은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 전반기의 판소리의 음악
적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광대들은 고려 광종 9년 (958) 에 과거제가 실시된 이래 며칠씩 걸려 밤을 새우기

도 하는 과거 급제자 집에서 이뤄지는 문회연과 같은 곳에서 재담극， 재담 소리 둥

재담 위주의 공연을 오랫동안 해 왔다. 특히 재담 소리는 비록 ‘재치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지만 서사적 성격이 있고 공연적 성격이 강해서， 역시 서사적이고
공연적 성격이 강한 판소리로 발전할 여지가 있었다.
판소리가 재담 소리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란 것은 오늘날 창이 전승되지 않는

판소리인 〈배비장 타령)， <강릉매화 타령)， <무숙이 타령)， <옹고집 타령)， <장끼
타령)， <가루지기 타령)， <가짜신선 타령〉 등 실전 7가의 작품 모두가 그 자체 우스
운 줄거리를 하고 있어

‘재담 소리’ 로 지칭될 만한 것들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재담 소리들에서 12마당이 성립되고， 12마당에서도 재담 소리적 성격이

강한 앞의 7가들을 탈락시키며 판소리는 오늘날에 이뜸 것이다.
그리고 재담 소리를 바탕으로 판소리는 성립되었지만， 판소리가 음악적으로 발

전해 나가자 판소리는 재담을 통한 흥행보다는 소리를 통한 흥행 쪽으로 나아가 재

담 일변도의 소리들은 점차 불려지지 않게 되고， 재담에만 그치지 않고 한 사회 집
단의 공동 가치관을 담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소리들은 더욱 더 발전한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회 집단의 세계관을 노래와 같은 공동의 방식으로 공
동으로 전숭되는 문학 형태는 서사시이다 재담 소리에서 출발된 판소리는 문학적

인 면에서 서사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판소리가 성립되면서 이러한 재담 소리는 점차 쇠퇴하여 판소리 문화권인
경기 이남의 광대들은 재담 소리보다 판소리라는 새로운 소래 갈래의 발전에 기여
하게 되지만， 재담 소리 이후 서사시적 판소리와 같은 새로운 소리 갈래로 나아가
지 못한 경기 이북의 광대들은 이러한 재담 소리들을 여전히 계속 불러 왔다. 경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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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기 이남의 광대들은 기본적으로 무속 집단으로 무당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서사 무가를 무녀와 오랫동안 공유해 왔기에， 조선 후기 공연 문화의 성숙으
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이러한 재담 소리나 재담극 같은 재담 위주의 공연을 넘어
보다 의미심장한 공연물들을 요구하게 되자， 이러한 무당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서사 무가의 방식을 활용하여 광대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전승 5 가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직접적 선행 예술은 같은 광대 소리인 재담
소리이지만， 판소리가 오늘날의 전승 5가와 같은 광대 서사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서 서사 무가는 특히 문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판소리의 이러한 문학적， 음악적 발전은 문학 쪽에서는 19세기 중반 무렵 〈춘향
전〉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들을 유행사키고， 음악적인 변에서는 19세기 후
반에 김창조(l 856~ 1919) 등에 의한 산조 음악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경기 이남의
광대틀에 의한 산조 음악의 성립도 역시 이들이 무속 집단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

다. 이들은 굿판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나위 음악을 연주해 왔기에 19세기 후반 판
소리가 중모리나 진양조 같은 새로운 장단들도 만들고 성악적인 변에서도 새로운
음악 세계를 전개해 나가자， 이러한 판소리의 음악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순수 예술
음악인 산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4.19세기에 있어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샤적 의의
광대 집단은 관청의 행사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민속 예능들을 오랫
동안 공식적으로 유지 · 발전시켜 온 집단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나라 민속 예능
사의 중섬 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광대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공간이었던 산대희 문화가 쇠퇴하

는 과정에서 광대들은 민간에서도 그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 했고， 이러한 과정
에서 광대들의 탈놀이 같은 것이 전파되어 오늘날 중부 지역의 양주 별산대， 송파
산대 놀이， 경남 지역의 오광대류 탈놀이들을 성립시켰다.겨
73 졸고 (2001).

p. 2l1

겨 이 외에도 경북 예천의 ‘청단 놀음’ 도 더 들 수 있을 것이다 경북 예천의 청단 놀음은 無듬
劇으로 진행되는 탈놀이언데， 현지민의 말로는 외부에서 온 광대들이 노는 것을 배워서 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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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청의 민속 예능 행사에 공식적으로 동원된 이들이었던 만큼， 민간의 민속

예능의 공간에서도 이들은 대표적인 민속 예능 집단이었는데， 이러한 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는 이들의 지속적 민속 예능 활동은 마침대 18세기에 와서는 판소리라
는 수준 높은 성악곡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이후 판소리는 문학적으로나 음악적， 혹은 연극적으로도 우리 나라 민속 예능사에

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물이 되었다. 이러한 판소리가 가능했던 것은 이를 부른
광대들이 적어도 고려 중기부터 세습되어 토지도 가칠 수 없이 오직 악기 연주나

광대의 역할과 같은 민속 예능만을 하면서 내려왔던， 말 그대로 ‘광대’ 신분의 집
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 광종 때 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광대의 여
러 놀이가 행해지는 과거제와 같은 것이 천 년 가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 고대 신앙인 무속이 조선 시대의 띤布鏡 제도로 존속되어 75 조선 후기까지도 서

사 무가 구연과 같은 무속 문화의 존속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여건들 속에

서 광대들은 19세기에 광대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뛰어
난 전승 5가와 같은 오늘날의 판소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척

된 판소리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받아들이며 종래 시나위 연주 음악도 산조라는 새
로운 예술 음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광대들은 관청에 예속되어 전래적인 예능들을 고수한 면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민간의 공연 문화의 성장에 따라 이들에 필요한 공연 예술의

제공에도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이들은 악기 연주나 광대의 역할 등
민속 예술을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전문적으로 맡아해 온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라한다.
펼자의 현지 조사에 의하변 경북 예천은 전통 사회에서 교통의 요지로 지금도 ‘京 i事’ (서울 나
루터)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닥동강을 따라 올라와서 이 ‘서울 나루터’ 에
서 내려 문경 새재를 넘어 서울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 변에서 낙동강을 따라 놀던 광대패들이

이 예천에도 자주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천읍에 있는 愚類洞은 옛날 명칭이

‘광대院’

이었는데， 현지 주민에 따르면， 광대들이 예천에 놀음을 놀 때는 이곳에서 숙식을 했다고 한다
이 우계동은 옛날 비교적 신분이 낮은 옹기 굽는 사람들이 모여 살 던 곳이었기에 천민인 광대들
이 예천에 오면 이곳에서 축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변에서 현재 전숭되고 있는 이 예천의

‘청단 놀음 도 경남 지역의 오광대 탈놀이들처럽

조선 후기 관청의 산대희 문화의 약화로 광대 집단들이 민간에서 더욱 왕성하게 놀던 것에서 성
립 ·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림학성(1 993) ， I조선 시대 띤規制度와 그 실태 J ， 역사민속학 제 3호， 한국 역사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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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고는 그 동안 연구된 것들을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쓰여질 글이다. 그러나 현재
로서는 19세기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는 물론 먼저 광대 집단이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 그 자체에 대한 것들도 어느 것 하나 일반화할 수 없는 단계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19세기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에 대한 직접적 논의 외에，

먼저 광대 집단이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
했다 또한 많은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19세기의 광대 집단의 음악 문화에 대해서
도 극히 제한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제한된 역량

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수준들에 기인한
것도 있다. 일반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본고가 곳곳에서 본고를 통해

서라도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논의들을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사정들
때문이었다.
본고가 이 분야의 연구에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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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ical Culture of the Nineteenth-Century
Kwangdae Groups
Son T'ae-do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nslated by Kim Ji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1. About the 'Kwangdae chipttan' OJijdflll entertainer group)
In this paper, the 'kwangdae chipttan'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was recruited
for government events, with the social status as a kwangdae until the late ChosOn fJj~
period when the class system existed.
When discussing the kwangdae groups, the fact that they were musical group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the Daminglu :;klljjW (1374, 1389), a code of the
Chinese Ming Iljj Dynasty used in the ChosOn period as a practical and a normal law,
it is written that the musician played the role of a kwangdae as well. Thus, according to
this code, the musician was also a kwangdae in the ChosOn period. In the government
offices musicians were always needed whereas kwangdae 1 were only needed
occasionally.
As for the kwangdae groups, there were the hwarangi ~t.&~ol group south of Kyonggi

*

jJJ. and the chaeinch'on

TAft people north of Kyonggi. The hwarangi group South of

Kyonggi was systemized as musicians, when the men from the shamanist families
were recorded as musicians in the census registration in the late Kor!f5 j@j,K period; the
people of chaeinch'on became musicians when the sons of the concubines in the rnidKoryO period became musicians.
Besides the examples above, during the period of Ky.'Jngguktaeftn *~II:;k$ of King
Songjong

nIt* of the Choron period, complementing the court musicians of

Changagwon 1t~~ft by the government salves was systemized. Thus, the
1 Depending on

the syntax, Korean terms may be either singular or pl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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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laves also became a kind of kwangdae group.
Thus, the kwangdae groups comprise the hwarangi group south of Kyonggi, the

chaeinch'on people north of KyOnggi, and the government slaves.

2. The Changes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Musical Culture of the
Kwangdae Groups
Examining the culture of the kwangdae groups of the nineteenth century, one should
note the decline of sandaehUi

LlJ-I:!8x culture -

one of the representative cultures of the

kwangdae, administrated by the government - and the musical development of
p'ansori JttS: Cl.
Even though the local sandaehUi and naryehUi .~I!8x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iscuss the culture of the local kwangdae resulted from the decline of sandaehUi, until
now research on this aspect was scarce. Thus, the author will discuss the local

sandaehUi and the naryehUi first, and then discuss the decline of sandaehUi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p'ansori.
1) The Local SandaehUi and NaryehUi
In the ChosOn period, when Chinese delegates visited the country or there was a big

celebr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a festival took place. The local sandaehUi were
held as often and regularly as those held in the court. This fact is revealed in the
written records of Sejong

i!t*

13. The record st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the sandaehUi to show respect to China; likewise, the local government holds the

sandaehUi at larger towns such as the K!ifngsang 11Mi' province, Sangju f{,]1+1, Ky6ngju

11+1'1, 5:mgju £1+1, and Chinju 1lt1+1 to show resp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when a
newly appointed supervis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comes. Since the term
of a supervisor was one year, in local regions sandaehUi took place annually in many
places to welcome the new supervisor.
Although the court's naryehUi became wide-spread in 1694, the naryehUi of the local
government was held through the 1890s at many government offices nation-wide.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narye rituals include wearing masks to chase awa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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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s and striking percussive instruments, like the occasions of the narye rituals of the
court, the musician groups or the kwangdae groups were also in charge of the narye
ritual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Wearing masks at the rituals developed to
mask plays, and striking percussive instruments developed to nongak

Jl~

(farmers'

band music) performance, in which the players visit each house at the beginning of a
new year.
When the sandaehUi took place in the local regions, the mask plays and the nongak
carried out at the naryehUi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must have been included as
part of the local sandaehUi.
2) The Decline of the SandaehUi
The kwangdae groups were formed to perform at the sandae1i1i and naryehUi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event for those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However, the sandaehUi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no longer held
after 1784. The decline of the central government's sandaeh1i influenced the weakening
of the local sandaehui. Thus, because the representative events of the government the central and local sandaehUi - were no longer held, the kwangdae, who used to
perform in the sandaehui, began to search for opportunities to perform in public.
The original sandae mask play group of Seoul which used to perform in the central

sandaehUi began to be active in public and also began to perform at marketplaces by
the connection with merchants, who emerged as a major social class. Today's mask
plays such as Yangju PyOlsandae Nori i%HI5JULlJ-I ~ol and Songp'a Sandae Nori ~
t~

LlJ-I ~ol emerged in this process.
Meanwhile the situation in the local region may have been the same as well. The

local kwangdae participated at the local sandaehUi for welcoming the inauguration of
the supervisor; they also participated at the central sandaehUi. However, as the

sandaeh1i culture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began to weaken, the local kwangdae,
like the Ponsandae

~{}-tl1

mask play group of the Seoul area, started to perform in

public as well. Among the local kwangdae, the Taegwangdae

tl1 *tl1 group was active

in Hapch'on ~~, Pammari ~ptc1,OiryOng.9J '1:1, and Sinban {l~ of the KyOngnam

7cl \t area where commerce developed because of the Nakttong ~1}"* river.
Yi Tu-hyOn considered mask plays such as the Ogwangdae of the K)6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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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been developed by the central Sandaedogam LlJ ..t~~ mask play groups that
began to settle down in the local regions after the naryehUi of the court were abolished
after the Injo LWtli period. Therefore, mask plays, such as the Ogwangdae lilJtk,
began to be included in the Sandaedogam line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mask play of the Ogwangdae of the
Ky6ngnam area as the same lineage as the 5andae mask play of the central region or
the mask play of the Haese i>~ A1 region. Despite commonalities such as the inclusion
of the upper-class scene or the old man and the old woman scene, there are far more
differences. Furth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aegwangdae group of the Pammari
and 5inban did not only performed mask plays but also performed farmers' band
music and sandaehUi-type plays such as mudongt'agi -,¥-%Ej-71, chukpangulbatkki

li!-71, and sotttaet'agi

*"tl1 Ej-71.

~tlJ%

In this aspect, the local sandaehUi and the naryeJi1i are important.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 large towns of the nation held the sandaehui nearly every year,
welcoming the new official. However, after 1784 when the central sandaehUi were no
longer held, the local kwangdae who carried on the sandaehui culture began to take a
different path. The Taegwangdae groups of Pammari or 5inban emerged in such
situation. Their mask plays had been developed in the naryehUi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they had been performed in the local sandaehUi.
Today, among the sandaehUi plays of the Taegwangdae groups, mask plays such as
the Ogwangdae of the Kyongnam region, which the commoners can also perform, are
transmitted.
3) The Development of P'ansori Jtl-~ cj
The earlier denomination of p'ansori was t'aryJng
the Kyobanggayo

~:I:jj;fk~~ appeared,

:n%. It was around 1872, when

when p'ansori,like ch'angga

~~;fk

(song), began to

be called in the current unique name.
The reason that the p'ansori, which was a type of t'aryong,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vocal music was because of its musical characteristics -

the

employment of the chungmori ~ S'- cj rhythmic pattern, a crucial pattern in today's

p'ansori, and the chinyangjo

~ oJ3'=.

rhythmic pattern, an aspect that differentiates the

p'ansori and the songs of t'aryJng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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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of the chungmori and chinyangjo seems to be related to the song
"YOngsan,"

ilLlJ which was often sung by the kwangdae. "YOngsan" is a six-beat type

song, which becomes chinyangjo when expanded. Also, since "Yongsan" was
sometimes sung in refined rhythmic patterns such as otchungmori <3! 'F £ ~, chungmori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two otchungmori.
In p'ansori, the formation of chinyangjo and chungmori is not limited to the expansion
of meter. In these slow rhythmic patterns, a highly skillful vocal technique is needed,
thus, p'ansori developed to value vocal techniques. Moreover, chungmori became a
major rhythmic pattern in p'ansori, and the p'ansori "Hoduga" ~¥7} sung before the
main p'ansori song began to be always performed in chungmori. The names of various

X 7j ~, samgongjaebi {fifAJ 01, and tangak
~~ were also renamed to denominations such as chungjungmori 'F'F .£ ~, chajinmori

rhythmic patterns, such as t'aryJng, kutkOri
A}~.£ ~,

hwimori

~.£ ~, and

otchungmori, and the rhythmic patterns became

systemized. Chungmori and chinyangjo were formed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when the 'eight great singers' appeared. Thus, in approximately 1870, p'ansori
adopted the name 'ch'angga,' discarding the name 't'aryJng.'
The musical development of p'ansori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sanjo f{w.!! music
that was formed by Kim Ch'ang-jo i:~WUi (1856-1919) and other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s new rhythmic patterns such as chungmori and chinyangjo were
created and new musical style began to be established in p'ansori, the samhyonyukkak

= *!'t\~ of the local office or the sinawi Al1..f~

performed in shamanistic rituals were

influenced by p'ansori, and they began to develop from functional to art music.

3. Conclusion
The kwangdae groups officially maintained and developed traditional folk
performing arts for a long time by performing at events of government office. Their
continuous activities gave birth to a sophisticated musical style, p'ansori, in the
eighteenth centur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hey kept developing p'ansori,
which eventually became a major musical and literary genre. P' ansari, in turn,
contributed to the birth of sanjo, a major art musical genr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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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ineteenth century, as the sandaehiii culture declined the kwangdae began to
expand their activity boundary to the general public and in this process, the mask
plays of the kwangdae were developed to the Yangju PyOlsandae of the central region,
the Songp'a Sandae play, and the Ogwangdae-type mask plays of the K}\')ngnam
region. The musical and cultural performances of the kwangdae group of the
nineteenth century have been continued until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