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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ong;;k (funners' m",;e). pungmuJ I!1If (perc.'U>Sion rilll.1l) and punfjmU! nOli 

(pen::U>hlon pby), though diffcrCTI! in Mmes and rneaning:;. refer (0 one and the 

same performance genre - folk music played with four percussion instruments. 

frequently .cCOIllponymg:rnd/or acromporued by ritual. boor. c:lance. droma and 

procc»ion. H=~er. I ",11 ,,>c punjpnuJ gut ;L< a repre><-TIlatiye term. It ,hall 

not indu.± (he .'19m,,' f)Ofi (fuur·ln;(rumcm play). which is conSidered .0 

independeot ge= <lcrived from the pungmu! gut. deri"'t;,..,. Although. tOC lCrm 

refers. lnos! frequently. only (0 the m\os;cal (including danced) elemenl< hy the 



eine grund'<iitzliche Motivation-man karm diose :mch als Liebe ft1r Land und 

Leme, fUr K\II1Sl UlId Knlrur des fremden Volkcs bereichnon_wic:hrig. Und wiehtig 

is! .nch die Bereitschaft, &leh emslhafi auf das Andere cinzulass<m, indem man 

sich sclbst erst eilUIl.1 zuliicknimmt und zum Rest der Welt in eine sinnvoUe 

lklation setzr. Demenlsprechend soUte man &lch seincn cigencn Standpunkt 

bev.'llSSt machen, sich tiber seine Bcgrcnzt_ und Bcdingtll0iten KlaIheit 

verscbaffen und &lch mil hiSlorisch.lailischcm Blick Methoden, Wissen unci 

Erfahrungen aueh ancignen, ohnc soglcich dcnm Ve<wertbarl<eit im A~ge zu 

,""= 

Darin tiegt vielleieht auch mein Hauptargument gegen die mcistcn Arlen zum 

Beispiel de, weS!lieh-koreanisehcn Musikhybride, die mi, bislang bcgcgnct sind: 

<lass dur<h die Foirus;;ierung auf Aspekte dcr Vcrwertbarl<.eit die Dignitat der 

indigencn Kulltn'TI cmpfindlich gcsilirt win:l, ohIle <lass dieses Problem cine Rolle 

spielen odcr ins Bcwus:;tscin dringen wiirde. Die Instrumente Koreas sind eben 

nieht dazu geschaffen, sich mit elektroniscben K1~en ode, westlicher 

Instrumeotalnmsik zu vermiscllen-und wenn man dies dennoch rut, soll!e man 

gute Gl!Inde dafUr, ode! noch besser: cine gulC Intui!ion fUr die Ric:htigkei! des 

UnlCrnehmcns und cine starke Motivation, die nieht nur pekuniarer Art is\, habeo. 

Htlb,eh bunlC Obcrflachen zur UntelTm,uerung VO!\ Ideologien und zur Befolgung 

\'on Moden machen. ft1r mieh nicht Sinn UIld Zweck \'00 Kunst aus. Diese An 

von KilSCh lass! in mir nur AJanuglocken schrillen, so schr ich mich auch 

bemllhe, det SO ver:standc1\CI'l "Wcltmusik" i'llendctw.os abzugewinnen. Diese 

Musil: Idingl niehl weniger tlbcrfliis<Og al. die endl"""" Imitationen westlicber 

Slile, die an de'" Univ"",;taten mehr oder weniger schlecht geleM werden. 

Insbesondere in der Ausbildung von KornponiSlen liegJ in mcil\CI'l Augen ein 

greBes, noch wei!gehend unbekanmes und erst recht nieht bewallij,otes Defizit. In 



apply throughout tk counlr)' before it came to be caUed, a,,,uod the beginning 

of ~\C twentieth century, nong;ll<, which "''''-< obviously an alienated Imme in that 

i1 had 'Je'."" heen so catlC<! by it,; parti<:ipa"" thermclvcs, Dut =rche", and 

admini"rato" preferred the term, partly I=",usc dlC Sino-Korean terminology 

W;l.< con,ide!L><l more proper for .cademic and bureaucratic use, National or 

local cultur:al "sset system also .oopted the mthogruphy, It "'as only in the 

late-twentieth century that the genre began to be widely e.lIed the putJ,<lmu'I!'!{ 

(often «bbrevi.ted to just pungmul or glH) ~mon8 peoformer>. and ~,nthusias~c 

=",1",1'$, But schooltext" ami<.l the term, rmhably 'gui mort; frc<.juenIly ref"'" 

to " >ha"",niSI rirual (muguiJ than pYDgmu/ Bur, In everyday life, howc~TI, it is 

called nong'.dc as wcll as pllf),l?fl1ll/ DOli, an<! even samuf non, 

3, The Process of Becoming-Music and 
Institutionalization 

(a) The origin of the pungmul gut 

The origin of the p1)nllf""/ gut L, wldely :!SCribed to the primitive !nhal rituals, 

mjlitary signalS "nd "git:ltioos, shamanist and Buddhi>l ri<uals, and SO fOlth, A, 

fur "s one considel'$ lhe sam,,1 rhythm as nea.=ry and =ential for its 

perforrn<-><.l lL'xt, however, one naturally hesitate. to accep! me above ascription, 

'Ihe following, from the Joseon w:mfifo ,<II/ok and the x'UngrhlIJgWOrl lip; is, by 

far, one of the earli"" documents to t~U the =ce of pere'lL'»;i,,, ph\ying 

simibt (0 the current pl.lngmu/ lJUl, 



'n Ill"," wU"'y, 1"" ,hey ,1\0,,1<1 oc mOO '" WC>POOS in fic<s. Former _ had <he 

,ne<aI ;n""''''''''-, _",,"-,1=1 ""0 r"=""> ,,,,1 ",,,,pod ,hem. The next year (17,m, !<am 

ThCIJo=ll. fO),,) insp:dOI '0 the same regton. revealed the f,'" aro accused me f""",,< 

rrngillr.,e. In" jun,"",1 """"ing ht:Id "' ,I><; Supre"", Dcl= Committee. the King ,sJroj: 

\l'~y ,)-",,,Id ",,,,,,,,, "sc rrrtal l1'~" Soog ~. lli,$< VICe-Premier. =~: 

'People ~'e worl=; with tho;e 1f1Strun>ffits.,,;,en tillins and ~'; ""', ,;;,], 1iliI" 

.[, i, difHcul!!O ban. llecl.u""," ha' l=n 'be '-"-"'" "" hun"",r, of I'''''' (5", = 119&l]: 

547-49. "-"-<:;;'00; ,,*,,,,,,,,'km is minel. 

11\€ bolM=. ",,,,,,,,,I ;n ... u,"""" •• 00 "8'''''''-'''' "ce "]1 cl:Mous/y ""50rutcd 10 the d1lre 

/(UI ."J 'k-y '<'Sl'",-",y 10., ,he OOfl"""ion "'" hundreds of years old by then! More 

histoocru cIooJmcnts are 10 be foond 10 tet! ""lier instanre-; of !his kind. 

(b) De-/re<:ontextualinl.tion and reduction 

lhe proto--rontexts - ritu.,ls, bbot, fundraising and emeru\inrnent - in which 

~1e pwwrw! BUI was performed have mpi<Uy disappeared Ihrough tOC em" of 

the Japanese coloni>:ation and the subsequent indu>lrialization, Tmditional 

CO!llIlllJfIal riruals and dun:: Jabot dedincxl, and lrnveiing performance tmupes 

such as sadang JX1<-' a!>d tteu"soe di&o;olved, modem forms of [X>pular/mass 

entertainment talong their pla=. The extant texts of !he pungmu! gut. 

paradoxically, owe dleir survival '0 the colonial Japane.e' introdu<tion to Korea 

of Slage COn""''' of .,...moos folk performance genre< including the pun.gmu! gill, 

which the KDrc.= b'OVemmen' inherited after her mdependence. The imangible 

cultural a'>l>e! system ,,;nce 1%(.1<; also cont,;buted much {o the pungmu/ gul s 

''''!Viva!, 

lIIthough the contest pung111u! B"I for conrests is similar to the tr<iditional 

pwl-gul in appearance, the two are dis'ingui'hed in that {he former is under 



",vere restnctlon em runtime and pI'ce, and lack> the audience' rarticipation 

"""'-'Iltial of (he latter. In the cont""", what mattered arc only texts (m,,'<lc, 

<.lance, costumes e!C,), not their JIlCaIllIl>;S and con=, '!hi> kind of p"ngmul 

8m is actually one demn!Cxtualized from !IS pmto·contC'xIS and rerontextualized 

into • new milieu. Dt'signatittg it as '0 int,l.Ogihle eul(w-JJ asset means (hat it has 

reduced into only mu,k:-only. deprived of aU the .,ignillcance behind i(. All the 

pung7ml/ guts from si~ regions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ntlrurol assets 

con~'lin 'nOI!pk (fanne",' mll.'<lc)' in their official naroes, and are cI"""ifted into 

Music S<X1ion.l) o:mdition< in local rultum] asse( systems are not lOtaUy 

drlferent,'1 StridJy speoking, ~"'''' a_t., "'" invented t",diMns, not trnditiom 

proper. Thus . Pu"gmul gui has been depro .. ed of (he 'b",f to cxisI only as (he 

'pung"",1: ;l< musical dC'IIIellIS. 

Sud, de-ireconte=li7..ation is nO recent phenomenon, widely observed 

throughou, tl\e tradi(ion.l perfOrmaIK" genres includmg mu,,;c, dance, 

entertainment>, play, rimlls. martial arts, '-'!c. In IllliSic from (he royal and kx.."l 

courts and liwmli, for insmnce, the pmt<>CO!lWXlli themselves (court, and 

yt/tiJlb;m cla~,) have disappeared}) This cie-/re<:ornc,ualiz..tion p~~< i, 

ongomg, Perm""Uy I rc'IIlCmbcr the late Lee ]-fye.ku', func",l in Febnlary 2010. 

Local (Choonan, Sooth Chungcl>eong) bierbeare.,; were hirc'<l, who swung the 

funeml bell and ",'ng durge, ranging frum 'he slowesl }"",WIGf1 through the 

11 1'", "" J''l" """ ~ _~k (_!1"'0<I t<;(;i); 11" p)=ngt>ek """"'" (lIeS); Hc, 

T" """gal< (lIeS); lld, """""'""8 """gal< (I%); 11c, ""Ixx>s: """""', _~ (l9SS); 11[, J'fi~' 
oong>k, C"~", (2010), 

2) A"",,!, the (ew ooL<ble ~ ,re ScOO d,,", r=$ns ill Sooth Chm,!:,h"""g (PI>y ='<>0) 

""" CoOOndori J<'.'Ollip of !lu<1rt (RituOl _on), "'" onry the """,k,,] leX\> but ;ill Ihe ~ 
""""Uti",, mu,;c ,"",~ "..,.., ,,,,,_,0<1 '" ,,,'t=l .o;ct< m tI=e =, ihcic _I "''''''' 
(du,," f"Ul'3""/t.w<i g:01hfij ""m1>;""'" "d d.,,'fiOO "'to Play and ",rmel =6on>. ""'peaiVE'l\', 

3) 'n • ,oru)", ''''"', y, = ,00"" ,1'0< the V(X>"gs.n 1>="" for wmd>, for~, OOIY"'\)'S 

..- a' stw p;d<mnaaces only, ",'hid\ """ tctally "h= ;n ~oaI sroct;' ~ '""''' ~"" 

.1WOJ'> io< certa;n """'" 00"" ""," ,,<elf (= p_ 456). 



fastest dmmon during the procession 0Il!0 {he hill where Lee's grave was (0 be 

mounted, \'(.1,0 imagine.< ,,;mib, durges would be sung in h;s or lIer own funeral 

after decades' In tlus relpe<1, {he Korean Catholic purgatorial proyers (yeondo) 

"nd lluddhist chanrings serve os pr0lninCn! exttpuons, in !hat (hey are changing 

if cxtn=cly s1ovdy, through time but are expected (0 sound much like whal 

they are now even after C€nturies! "at surpri,;ng that field researchers and folk 

manias, who make much of {he 'aulhenticity' in texts OS well as =exts. worry 

:ond lament {he decline of such proto-contexts in ,nos, of trodiliona! performing 

~~. 

(c) Fossilizalion 

n,e pungmlli gill in Its proto-contexrs existed as mo±rn an"ork created from 

ony ."dlOrShip behind iI. I( j~\S lx-en formed and gradually changed through a 

long time span. It didn't I""" its s<:if-tr"""forming inner vitality "''en in m:xIem 

milieu, as demonstrated by liesselink (1m), who suggests {hat the jrwdds Ueft 

Hon.m) and lIdOs (ngl" Honam) p1mpmrl 8m" l~,ve a <common roor, and by 

Girn Wonho om' 257-64, 4Wff.), "ho mainmins 'hm the scoljangu (>1anding 

solo ftwgu) and <Kh gut were beth inventions frum the early_ and mitJ.twenlieth 

""n'ury, "-"f<-'-tivcly. 

One of the ITlO6l outsWoding threat to PUfJ8J1lU! guis lll1ler \Otallty, again 

parndoximlly, is 'preserving the ""Ulentic form' as a umdition for a geme to be 

dcsigrultcd as a eul,u",! """'-'I.. 'Ihe amseCfuenl fOSSm7.:llion is observed 

throughout tr'«ditionaJ performing genres. In shamanist ntl",ls in G'''JS1IeUlig 

Danoje (May 5 Festival), !lauo",,1 intangible cultural asset: as well as Unesco's 

intangiole cultural henrage, for jnstance, fefllille shamans ClJStOIl'larily SWlg 

contemporary poPII!" songs to entertmrl the audience ru'e, tOC CTId of c'ach unit 

(gcon) of =uv~ b"" ritual by a, late .s the early-2C()(};, Alter it became " 



Unesco heritage in 2005, however, {his k;nd of audicnce-onen{edne;.. almost 

>u<klenly d;:;"ppeared, pmhably beatuse popula' songs w'-~c not aUlhenllc raft' 

of [he riruaL" 1he Ycongs;Ul h=ng ensemble and g;1{IOk son&cycle, which 

nndelWen! hundred,; of Y""" of gradwl forming into {heir present cornposi<e 

forms, would gain or lose no movementvnuml= 111 the fi.!lUre,41 Currem 

conven{;"" of sanjo ft-iu unisons is one of {he rno>l lypical ruse:; of ~,jJiz:aticm, 

in which mnl~ple players perfOIIll one and the same sanjo melody in unison, 

which ,.:<-= [otaliy incomf"'tlble "ilh lh~ semi-improv;satioml naturt; of the 

gcnn;! 11", comple~on in 1997 of H"""",I; Byung-k;', B"pgeum =jOaftcr J<-""8 

Nambufs "'yk is likely to he remember<.xl tI", lost prominent inslarK" of 

""(li{;",,.1 manner of construction by adding to s,-,ctions (deonew1J) to C<lmple", 

a ,,11ole pi""" (ha&!. Curren! constnlClions of any new pungInl1/ gllr framework<; 

are, unlike Hwang', case, nO more tlmn bo"""ings and rearrangements of 

1'R,,-'XisUng deonwn.< from various regiOns and schools, 

(d) Derivative genres 

As ;s well known, the ",mu/ nod rume out of the pungmuJ flU' - elimmaMg 

subsidiaIY 1IlS1romenWchanK'lCrs, Jca\'ing olle player for each of til<: four m1in 

pm::ussiOll instnlments, and performing in semed forrruot (,.njew>ban) C<lntrar)l to 

the original swnding (seOllMn), Of the exlf"kmusiaJ dements of the authentic 

pungmuJ gut, mili"ry unifonns, (hree C<l1Ol":> of bclt/,lripes, oonners, and some 

prop.' were rnain~lined" TIle ",mIll percussive rhythm pa~= and spoken him,'
"-ere all burrowed, mther than cre",ed, fmm Hon:un's uth, JinJ" .nd 

4) 1h< """"""'"' G'l"' P)~ l\<)c,;ong "I' gcomun"" phj~, J= D""",,",', """r>e",.,,-ruered 

Ln My 2<)11 " '" be ~ , oovcl, i_,,,,no! axwuClioo of, 5e( of ~~ for .""!l" 
pc<fom=cc, ~'U~heJ m nao"" ''''''' <he "tat ><if_""",,"=- ""hill ;" pmto-<'O= 



Samcheopo, C1JUngchroni:; Ul/;1fl, etc, 

Is the SitmUf nun to be considered an extenSLon or variant, therd"ore a 

'l.lb-b",me, of th€ pungmuJ gut proper, or • derived, therefore mdependent, 

novel genre' AldlOl.')lfJ its founding fatl= ""re all from lhe IlcuflSO<" trouF<'>, 

the ""mul rhytlun p<L~C'TIl> and biniui spoken tC'xts all came from the trad.Jtional 

pmgmuf gul, and ~ maintain, ;orne ca.turnes and proP' of its tra<il1ional 

counterpart, there are at least two ream", to take it as independent, 

First, there " no prot()-C(lntext for the :>;,,,,wl non- to retum to Or 

commemorate, It was intentionally created for sroge perforrmnces from !he 

ootse(, and dislributed tl\OIOUghly as music for futeni"ll_ Although th€ seonhan 

fonru( was rcintrtxlllccd aftc-rwdId" and samuf noli, f1()fJpk and pungmul /!1if 

are taken as "IIlonyrn' in ,,,,eryday language, ,here's no denying that the samuf 

noli belongs 10 music-only, 

Semnd, the 1;o"", COllSlructional principles of me ""muf non' are mu,ic:illy 

autonomous, temlly independent from any extrrunusiad consddc'I'~tions, SJnre 

til"", is no panicipanHllldiena: any ITKJre, it has to pmvide l1self 'IS own 

alltonom:JU' mechanisms for lioea, tension-release structure, 'Gradu.<tl 

acreler:>tion' (Glm Heonseon 200') [19')1]) is lust 0,." example of sllCh 

memo"is"-,,,. 

The samuf nOli, once ('"t:lblished, h"" be"n apt ro fuse with othe, indJgenou.', 

IKwly-cre'&'-,", frmgn or fu.\ion gen"", (indudinlllOd< and jazz), or to cItssol<." into 

elements to be =nged into aoothet genre such as iVmJm or Dudeumk, 11", 

results could be termed =ond-dcrivalive gem<," from tOC original pungmuJ gu( 

4 Conclusion 

Mosic is born, undergoes change<, and clisapp"'dJ' accorJing to extemal 



>-urroundings .nd its own internal logic. In the case of the (JImgmuJ gut. iIs 

proto-.:.==s exisI no more. Should !he ""rrent pungmu!·b'Ut-{O;.music-ooly then 

be d[.,earocd as inauthentic' 

So"", rrru:;iaJ texts survive ~"Vcn aflCI" mey 1= their protcrcootexts. 1be 

pUDgIDU/ gut su,",wed in a new milict) of modern stage' and listenifl.<: fadlities 

and gavc birth [0 the derivative "'muJ nod .nd the ",x-ond·<ieriv:ujve fu.,ion 

genres. hen yoongsters and foreigner.;. tomlly .lien to the pungmu/ guis 

premodern lillR-an pro<o-oontexts learn and play plmgmuv.<amu! mu>ic. In tbeir 

consaOUSlle«<. the tWO are flO more d,"'nb'lJi>hed. On July 7. Wll. UlC 

Imemat;OIl.l Olypic Comrnillce gene",l meeting held m Durban. South Africa 

anflOUflC€d Py,}(mgmll11g os the hosting: d[y for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A perccw,ion troupe CO!lS1Sting mainly of Saud, AfnGffi young: """'lClit players 

_long outhldc the Committee venue appbllded together with Korean 

supJX1I1=. playing UIC Korean pungmuJ/.=nuJ rhythm (PhOlo). In Korean 

newspaper and tei""S1on rcpurtings. me troupe wa" called in all the th"'" 

norru."TIt]mu","" PlIngtnll' Pile; .=nul non; and nongl'k dim! 



Thus the pungmul/smllJlJ= become one and me same thing - music-only_ 

11", authentic pungmul cut sterred Lnto histoly. Remaining: is tile pungmul 

·non: with ITl()re musical poIentialities and a larger audience instead of its 

proto--context. 



응3굿인 응 각m 재흐'" 1S5 

풍물굿의 읍악화와 제도화 

(" 킥O 

1 서영 , .잉고 
3 응의아 ’에오야의 거(써샤 
4 영응양굿。서 양이호 

1 서언 

김세종· 

농악 풍유굿 용용응‘” 등은일릇파힘의가조금썩 다르씨안 성각한소웅장 

애용 잉 o ’ X 는 양는 이용득。 다 이 글에서는잔갱적으포 양유굿융 대rr명영으" 

i고자 한다 λf융놀이는 명오의 와생 강해(장으.)5'. ι아 일단 용g굿에 포힘λ 키지 

않기료 한다 이러한 웅융굿온 제의 두해， 연 용의 과갱 웅 악우 성운， 융세는 응악 

성훈안H응 가려키는 정우가 강응 것이나 때료는 파갱 천채용 가리기기도 한다 

악우 오는응양으효시 흥융굿이 갱영한고 촌잉영 진써가 되는 이 파정 또는 "팍 

은근대 이진씨는제의 노용 갱영 유흥중이 :\l4. 그러나근대 초잉얀 잉셰기 초 

한.’터 풍운굿은 이러한 액악용 치용 잃으버 융약에}의 강용 꾸준에 경어 이재는 기 

’i영여얘 



•% 용않잉‘.잉 

'1 악우 또는 응악 성운-'1!응 가랴키는 안오 정착였대 겨우 한 세기 앙꺼에 걸친 긍 
칙한 연와속 연하지 양응 양응굿 팩스드의 액성이자 영요 생훈온 사을 7t~， 즉 쟁 

파리 장구j 홉j 갱으궁 .는 "듭가략이다 즉 역j!.)걱으호 다양정 성훈으효 이우껴 

져 온 킹.，에에서 '~q-E' 까학 생용인이 용영성의 영요 성운= 냥」ι" 쩌스트의 냐 

U 지 성윈뒤i에강에 안 정용충 창여와 B얀끽 엑스Eμ1 응사 원애에(찌의 }ι 

용， 깅경 유흥 응)응 선에격 성}으호 .썩하거나 소거왜 온 것이 근대 ξ잉 이애 

용응굿 연천의 증요한 옥언이 다 。 "1장 、O 잉여 '1갱에는사회 ‘셔야앉 아」라 정연 

대희아 푼.~쩌 지정 용 제오꺼 요인도 한응 ”고 끼도，"는 '1디아 더능의 갱삭 사 

용간구성의 언화동자7 연이을잉으키는내쩍 생영력을풍용궁얘”서 앗아가시도 

했다 

이 긍응풍응i 섹스트/쩍팍의 현'1경칙 안용대신 응약'1 재도화리R는 일종의 

기대서사호서 풍E굿의 거샤액 연갱응 응'1하허는 것이다 'il"'i]의 진숙~I나 가시영 

7덤 3 대한 희야하E 연장파 연구자의 진응옹 당운Ül;ß)응 띠f"l 7]보다성해(캉.， 

응 우-{ji3 는 기승주의걱('"=꺼이~， 예도를 견지하려 한다 

2 명챙고 

이 글에서 중응굿으호 부E는 중'"연앵종욕끼 는 용얘 진국각으5' 동용외는 일얘 

영갱이 없다 

'"씨기 초 어느 사정푸라 이 종욕응 농약으호 용"'1 λ껴영"i. 옹R댄 

tαrrectn=) 운세 그걷고 져6으호이 영*융 사2-~이가영용인 환<1냐조션인 

。 1 히는운게는 자치하고 농-Ç:t~ 인@와 C 용어 예g걱 긴 약지화원 이응。1다 현 

장의 연얘”상f 당딩증이 이 이응응 &지 않기 예운φ B.l) 희슐"갱(에얻대 국익깨 

” 갇기용용용등조언으!i. !I.연사상용링에，언에ι'1"-ι 새"싹’lJt .. 'iSl'!~ 1l! 
승용조뾰 옷 gπ-1.;..< !I.연 사쌍 용용갖‘] 이셔아 어느 잉%는 λ냉 가각 었。 는 싼정@ 

응~l 옷 ，.는 애b 이킹이 잉응 을 앙에 

잉 잉해증?굿’ 셔 ~.<'t'。야표 용온'1응 ζ엔에컨얘 。써함， '얘써i 잉갱 t 푸족얘E 



웅5굿넬빽빽 얘? 

흔서응이 연장영)파앵갱용어(어건얘 육가잊 "l"};에 X 정운화재 영갱)도농악임섹 

。마” 

잉애'1 후싼우터 연구λ딩사이에서는농악대싱 뚱증굿(중잉갈응 Z'")이 디 옹 

에든 총갱으호 "흥 자려응 잡아 예블 을아 흥원농악 X작농악 경경농악 연애 응 

익t 대신 "1융굿 우에삿 경영굿 잉굿， ,,'!!-.<;i Mlc'-영우가 않아X고 았다” 

초 중등학교를재외한전수와경승현장에서도 용올γT 아니연 1유의 극기쩌 영 

양응 용대보지 웃디리 풍용， [호낸찌/우도 굿) 재도두에 용주n 초 증용 응'l 

A ，ii!，유껴갱에서는 웅웅을<1J응 션호한다 농익F익 용야으지 옷양용 경。 내에， 우 

?과 용't~ 소X 가 있이 풋용 꺼연 듯하Lι 

딩상 언이에서는 농악 굿 뽕용{>，toll 더려는 λ녕총커까? 가 껴섞이 Z얀다 

다유응 옹'"간으효 껴곤기F능한 몇 가지 시천과 용어장의 용용굿 싼현 g개어 를 , 

a 해 용 것。1다 

국생갱 녁악써 C엽영갱 농아 M야오 염 용H 썽 이생 았옹 

"Hf ~의 갱어 서 사용까 새올농이를 호용 첫껴 g 영영 

국잉국익앤 재생 피유.g."<，，↑용어 JJ:~'l!κ∞αψ 얘.'영갱 용웅응이 이갱J으g 농아 닷 

얘F 얘r 흥것r '.ff J，껴 ‘" 요셰이 g 새응능이 잉음 

셰이매 액*↓? 에0 어 지식 견 얘요영깅 농약 。1갱.，'?..;;;. 풍%'，'~-'.l:농.[ 요거 어 중 

시얘i이을 6에9 강<f ~f:서 'K에Flλ}센 샤웅응 지껴 "는 농촌의 씬응(자얘댄)이해υ 

쳐지효성갱 

에치역과 ~，어* 디"영잉 -l:-l'갱이 아 깅2_>'， 용-!>"X" 충는V 용이 8져어< 농악 " 

l 영도표4생 λ힘있응 

‘ .mq. 
31 ~Io}"'-'이와써생외응 w*’‘m)""4긍껴KJi1~N)".k '1-，，<:::깨 이적에ó< 어긴 시경이 

끼우 안이시 앙짓 진잉응 9기에까 
" 에ξ 드，깅양(쩌 잉1야]’X앤 딩갱애오의상연 j써삭J 강격 여승 

J쩌오용촌어 응셔써깅찌녕인 농각}이없용*야에1 인!'l!써동애서 앙 
대성으호 1뺑개 ~m" 깨안 용응'X'= 예생 ì!cf]' 션，센 



•@ 용않익~， 

’Hl.영 때잉잉 이갱 "l >=l- iH! 
"1고 

효〉 야 

(영극”샤강에갱 옹악 사을 
지￥ '*1 사융까 
λ}블올-01* 상영시 

깨;성 교육용 국악용어 
농악， 잣， 깨우".굿1 왕땅1 

효운앤@ 흥행이 
양은 

얘농이 

(극R잉생) 

니1이버 쩍'1혜’μ사}정정， 
이'"1버 

용.， 용용， 뽕용농。l o~능이 
ι용옹g잉촌f시의i익↑ε 인1슨μ 놓g싹Rι 
소찌(져식λ}갱} 

외키액. 한국어연 쯤응융이 풍응굿 흥용 용짜 /쌀] 

WH년 7굉 닝。L뜨혀카 더안에셔 영련 국게을영영위원회a~ 에 사 ∞내년 용깨 

융링쩍 개최 X 가 평양으포 최중 경정g융 " 희"l"J 익에에 연.안 영시 용용왜릉 

소깨한궁대 언5익 사산성영을도얘i에에 여아 용용다 λ댐농이1얘 ￥악대 g 깨 

각각f이잉디'""" 사진파 성영 장조) 



용을굿의 §입외2f '''''if '"" 

3 응악화 제도화의 거대서사 

" 기완S의 재옹이 

4‘굉R굿외 기원파 g연애용히상고쩌낀외식 축원찌의 군λ'h 우굿，율교풍퉁~， 

거용딩q 쩍스트얻 이니라 액약끼지 고려씬아언 중용굿의 연원5 ‘깅리 욕야걱으호 

이것을야 잇당아 있아고 안 수 었다 그혀내 사응 가야옹 풍융굿 헥스도의 영수 성 

용ξ효보는 ~，샤닝증"킥의 흔애률。느 갱도재연성 있게증언하지 옷，-"8드기~ 

설응 도상 션언 며아 자S응용 영석 용융" 기원외 션시호 상끼는 조성스영q 지 

공자냥사한풍융굿 딩스트의 종1 릉 이호소 1}i등9애 아는유효한자.j;ii써 1}'앙 이 

용 것옹 g선 F기인 영조 ß，“년"깅&-17.찌의 다용 r조션앙aε실흑1미， "승)영훤 

잉7]J 7].1증 정노71 o~닐끼까 한"1. 

영죠 ]써1어 9월 행정。 원깅하가 "J"'!l% Ji-앤이 1쩌의 옹짜@ν까안헨 

군용ε'" 수있"야에으수~것응 O 틀 전현;>0'"영효우수어 횡 깅잉다 이δ애(영죠 

1써 η찌 호잉잉~"I-'l- "혜영에 。]흔거§셔건.'상용 ‘δ6찍었'1 에~l싸” 영현 외의에 

서 잉아 왜 뺀I ~-q.야 징용사.~.νr “고S가쐐 f잉영응 익Þ'II(J\\fll7) 

￥、냉고수여영 예 R우이익끼5εR 잉 q' 는져응용고용"'"한” 녕얘용응 o!!l\'!'<!;!)o에 

서 긍지석기가 이영다 는 취껴흐 킥각 'ilM:g.. 신용하 mnw이 ’474.에 익 요약 재'll-용 

훈껴의 농지 악기 고농갱와는 용융굿 중 두f 굿과 양현g 것영응 힌바꺼 양 수 

있q 이서영 "λ 7 에 이"1 쩍년얀속。 었아냐 더 영찍양되 흥을 갖혔응용용굿ε1 

엌λ，.，인증꺼걱 연구는응악역'"'"아l냐 ’인족학 사회악 연극"응디 너든 용 

까의 용이었q， 

" 탕/채찍릭화와 측소 

은대 오잉껴지 용증굿은 치의 노용7 건링 유용동의 역역에써 연앵젝'q 이흩 



,9<1 1'f~lrIf ~이잉 

원엑"f。라하 q 

8 경 "1 경위야아꺼밍은 "ò--lε굿의 견이W~ 일쳐FJ-;성7191 임이응산업i등 거시 

어서 ，，-<1]5약 "f융씨의의 4μ-1. 뜬껴 깅언의 얘에 긍때걱 요학파대중얘체 등장둥 

의 영형으ζ 융거히 스영얘 강~. 경f%굿의 장영 해하 단l객여h아(dc'U"，ι""'"잉 zation) 

가 이우어친 것언에 그 속에 셔도 흥응굿 예스드가 상야냥온 것옹 역션격으오 잉제 

가 도잉아고 대한민국이 셰숭한 각종 농악 또는 안욕정연대회약 .，‘인얘 이얘의 

우영동i아재 께도 억 5이다 

농악경연대회의 ε→￡컨 얘펴굿1의 의양응 연웃에 기'"지안」 대펴굿응 연갱 시간 

과 용간의 재익응 깃상τM 영고 안"의 온경 증 하L언 갱안중인 잉썩 또는 여앵자아 

갱완녕의 쌍영양 쇼웅이 잉아는 정에1 연굿파운 액악융 연벼안다 용을굿융 포"" 

，에 "'갱융 연앵해 겨루는민속경연 융적도껑데기안}으x 꺼투71~ nJ..:안7 지 cf. 농 

익씨는 안용‘ 은 경연대회의 -N한긍응 원액약어 꺼 이당~l{녕액약뼈H 멕스트안 없응 

의"1의 근]얘익 우1새각는 λ 효운 쩍익으-"'. 응꺼 놓은(채역역~rocon!{"Xlualiι…~I 것 

이라양수있다 

우영운피채 지상응원쩍~3l]-;의 관셰 옥에서 용악악우 。1싱의 의"1릉갖언용웅 

굿이 용익 악~안으호 용소.(rcψα_tion)의었，"c용 옷인다 싱셰 욱가 중요우영운약재 

호 지갱딩 6층익 증융굿 응 융악 용욕으-< 운유S 에 있고 영갱도 오우 웅익f이다 

자X씨 수준에서 지갱왼 운희쩌응도 0냉가지이다씨 그 "'에 유에스긍 인류우영유 

산{2010년 연쩌까지 n긴 X 정 으효등저잉 종욕 7}:t-，~ 용웅굿.，옥링시키 지정한 

것응 &고J 다안강용연오찌 닝시-1:1\ε이 재주성어허영영꽁굿 웅애 자성의 중요한 

성용으호풍S굿이 쪼함되이 있4. 용용굿용 g한 'll~꺼‘i 지갱헤어 1응/흑원 맞 

전?되는 연앵종」윤않 건까걱 .. ，ξ 영일히 영얘 안딪혀진 갱풍{inventeι νι"αml 

에 해영한다고 R이야 한다 용.H에서 굿은 없어지끄 몽유안 냥3 다고도 잉양 

”져"까호깅원뾰써옛져성 당시논꺼"회 ’'1ll 나흐잉흑엽에"얘。l "i')f"--t， 
져" 없 강;a-o~얘 뺏 지갱져"ιι호 잉싣얀용f애없 기% 에j야 구에한 
~~2<}，O，;시* “ 정용~경싼[ 정우 스l 상셔 성상요 -" ~1"A정표 단지생엉아 세도우Q빼 힌 
，챔l‘도i 깅잉추스l 으서 추:I-~ -'f용n "，요성등요호인싼i써갱깨은 .ι애효끼 

정.，이사 영"'1'4 연용이~능 ι} 엉갱으 ，이l 



~굿의 S뼈뻐회 에 

수있다 

영쩌 η~"벼는용응굿-!l' <>}니라션용영앵(용의f 우용 연회 농깅] 의식 우예)으효 

용류ζ 는 우형유잔 션R꺼1 경셔 우우 판&되는 。， 는 새상스러a 것도 없는 현상 

이다 인간 갱잉}과 강아 궁중의 웅의f이 킹우 전용4억 연앵의 쩍약 자재가 。}에 소 

어해어려지잉"는가"' 년 2찢안앙산생닝의장헤에 칙안현지 상두강을아 

요령용흔을여 주g중증오이셰당응 인이 을각광댄지갱오려 상여숫리§ 한것" 

7 억 한다 언생가 내 1써。l 친[생g에 'r41-응 에 전훈 소ι1꾼웅 후으지 않는 한 그 

언 소리등 응으마 얄 시각코 기에얘기 는 힌등다 장1쥬한 예의약연 을피유악상당수 

그띠고 시올릭의 준(if)의식읍익써 연도~tt:.) 껑R유 i응 수 있융 앤이다 

현장에 잉각한 연구4와 tι니아등은 원때킥↓용 중λltl깨 ‘ F 이 ., 여ξ써 이전 

연구'''H를 λ씨에서 캉깨 섞인 우라아 옥소ι'1 중중 L↓9는것은자연스엄다 

31 고역며 

용융굿응 작가의 옹쩌(.，싸"""，hip 가 정제깅은예서 시~2'{，ν"，k)O) 얘딩초 아니어 

새 꽤 오헨기간애 경껴 서서히 연회냐P이 형성해 왔나 호낭씌 우도농삭용근성 

(Hesselink η9'))， 성냉구와"도굿이 각각 W'I기 ;1'，'인q 충‘}에 기긍외 형"~ 갱 

작인 것이라는 증언(경연~ 19':’ 257-θ -, 웅응 용유굿이 근얘 을어서도 자 
가언이 능혁을 이주 없지 앙I 있었옹용 시사한'''!-. 

그러나 푼" 씨 자g의 s건으호서 원형 ~존용 ;<1'주 연생껴F생의 생영혁 상설응 

초얘힌다 이러한 고칙아 역사 전용 연앵종용 갱써M서 안일잉다 개앙객으호 부정 

기적으호 강안하는 강용단오제의 경유 2α@년대 초인1안 '1뎌라P 굿 영 씨리의 둬 

종이 효 〈소양장 거녀〉 강용 인기'1요을 우내들이 우르는 것。1 싱헤었으나 "'"녕 

" 애쩍 야호잉(뺏깅썩여엠 용얘 이쩌 생 영얘깐영각 정이 @아J‘5얘익 
우 껴} 잉엉잉 '"써 ι는냥 우t씨꺼 순우 기아”수"，，) 섣추앤는 것요 쟁입 
~l갱까다 ’생션뉘희씨 }으생여상익운껴잉@연대8썩연，，-5~ 것'1엉지 용끼 

잉에서 ‘g앵써응을 ’중옹 얘상。‘ 히셔 이” 숫수응약으-"- 'd'è익었다는 깃&야느갱에 
도 3ε끼지 k셔% 



'", ~잇영 

유너 스긍 인휴’F영유신으표 지갱원 후료 。1언 잉어씬회%이 사각지고 있응응 씩인 

할수았었다 여러세기에 흥셔 언재의 기명으호잉영되고션승굉 영산펴상과기F유 

이 장사 구성 약곤응 칭삭f에는 일은 더 아상 인이" 것 견지 &다~ 트경}유트 

(미，""야 생검의 우애어써 연주의온 "iiH느산:ε 져주는 ”용정응 표기한 고서아의 단 

격인 시헤이다 정냥희쩌 앙 @가류 {]-:ξ，(1m\'! 바다 ι/영) 강은 극소:수 예외를 재 

의하연 악우응포인안 전용 연앵종옥진!'L1<1아 지역’유-lifi음녕냐드는바디의 〉여 

구생용 져속용지언갱 새로웅 아디"1능이 훌연항 깅은 λ냉상 영영다고 힐 수 % 다 

4l 파갱 강래을 

1978년초김턱수얘에 의8얘 것션 ￥~.인사응흩「이은중응굿에서 뒤치애응 없· 고 

앙‘애 ’ 깅 얀생。 효안연생"겨 양은.'1):으」ζ 연주하는 상~"i)l 팅l'얘액학회영우대 

용 응"0이다 풍경굿 엑스프의 시각걱 요소 7J-.&'~λR는 전힘과 {/<ij띠， 농7ν영기 

용 욕삭파 소g 영우안 잊야냥았다 시융 가익과 사경온 우도굿 진주음잉쪼 12"'\ 

웃니J-aH영 에니꾀 퉁애써 을라옹 것이다 

시응농ι 는 중용굿의 연장 또는 연중 띠라셔 흥융굿의 에위강얘엔가 아냐연 용 

융굿에서 '"잉한 영깨의 강얘인기? 초상사 λ탱놀이의 대g걱 연주가R등이 천흥정 

뜬~ 입단중신 고L 시옹 ，)꽉까 에나픽가고스강히 중융굿에서 나강고 흔척 으효 

서 유삭파 소용융 인우 암 유고 있다고 하디각도 시융놓이는 용응굿끽뜯 영재의 

것이라I 보찌 할。1유기}혀어E 률이대그형안도허다흔것운이「에 이 안계에서 

λ댄능이가 영재 용얘각고 양성τ는 것은 이ι-lt=F 

것쩌 사융쓸이에는 이뀌/산Sν추억한 원액짝이 없다 λ냉농이는 저응쭈혀 근대 

적 우얘 9 의 응악으로서 의도척으호 구성~n 응아으효셔 션파，었다 λ}응을아의 

연층으호 선엔" 디씨 동강9’하고 영녕 언어생용어 서 "W총:이아 농iν용용궁이 용 

이 경t껴 잉예외 1생회?용원(2011. 7 24 흑잉전에 ‘2용 것연 우얘용 허샌외노씹8 

.한 ""~l"_ 원찍억커 여 자% ’P어.，얀 구'!l<:l\f_ ” 성안 샤응핸 여없는 임쩨 성는 명이 응용찍 다 •• ι 었용 깃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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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되고 았다 하더라도 사응을-<>]71 처응」용'1 유악「잉 이 듀L갱익τ 것응 아니다 

을얘 샤댄가악의 션조석(ι ffi') 구성원리는 정셔히 유악으호서 7'l-'쪽척인 것이 

디k 근얘혀 무대약 갱중 외에 앤‘olI4파 장여'/;~크 갱생중 >0)<>1 얘당효 종예하시 앙 

으으후 지쪽저으3 션1ξ걱 긴!상:>>1 이양'"용 구띤;;8늠틀융 "1연에야 @다 정종씌 

，"'의 를(예컨얘 갱힌선 2()O$:{199!])은 그 대3조직얀 경우‘ 다 

일단확링딩 샤용4잉에는 디R른 징츠ν유-1l7，<'-f 강얘 또는 록， 쩌즈 둥까 이용야기도 

하고]2) 7FH늑이 요소}해 ι1어 디룬 장으의 쩌P나효션용의기도한대보기 난다 

투드웨 이 야 ”악 경 N요소"해→ 갱용)， 징용잉 그 g땀가9 요소가 샤나증i→이의 

것이냐 용용뭇익 것이니t 아갱 싱넥아 그리 드U시 앙아 "얀다 

4 맺음말 ‘굿’에서 놀이 로 

이옥j 유악경}얘는 이" 액녁아라는 외객 쓰잉파 응이의 내칙 논혀에 "'라 생겨 

나고 앤화"ð}고 어띤 것옥 없이써기도 한나 용응이의 완액학온 미 。R 종깨ε!지 

않는나 펴혹의 기}앙이 거외 없는〈그이고 회욕이 앙드시 아강이하지오 앙용) 웬애학 

에 갱칙버끼L 써익억에서 응허어지언 g→한굿안이 장다f!:' 것이'1고 찬다연 지긍 성。} 

냥응 용용굿은 가싹고 지기기안깅1>1， 그허나 어연 섹스드는 원얘라올 상상@아고 

해서 녕"'" 엉이ψ샤 앙고 씨효운 역역에서 살아낭는다 g동R의 이스트는 g대 

직 무대ιR는 새표;ε 8경 어 에 응약으료 살아냥았" 처응」염 e↑ 유악얀 샤닝증늘헤아 

이자 여f'! 견h껴음응 냥았다 

오늘닌의 두.쳐튿은 용을융 에피고 노얘앙파 아와 증호어에씨 논셔 용;능의 

]이 용S굿이 정양 갱에는 쥬잉셔아혀져셔 <j;:;'응 써 !’애 }잉셔 정원웅강의 깅， 허응기 
껴지 l뺏 쩨 시*""，l 'li인 우@의 정샤 잉써，~ ，애이 나으아 

ll) A~。 껴 특깅。 ζ 갱끼이양 응껴양의 쩍등엔거용이ψJ 영강에 얀쩌 。 il 'J!llol 사 
안이 킥유여.."아，，"，쨌애용냐꽤있는긴강ιl-tl. &'lt증의씬 가연히 

이써전양1/."-"，구띤8 ‘이작요‘"ι따 ‘~~ll'-역 2빼"Kl~ 최고，，'.g，. <lHI 
아등7f~7t<>응 fOJ"'--"- '!I얀이 에응 연인끼 온씹 디.'익 %',1''& 기§지 잉는9개 

12) :< o*tI야 아으l 에 염 ;앤 능은2똥 ‘a끼의 .깨야다 。}칙 사앤 갱센 @나끼 잉용 

‘으'Il!<~"';ò- 수준이 H'I야영 수얘 잉에 



'"‘ 용양g익 씨@잉 

후얘는 우대 외의 션생 'J'''l ε 아 대신 g의 정션1이영 것이 었다앤 아외는 양 

"오 없‘는 어윈 세대와 외국엔등까지 r，의으R서 웅풍응 애운다 이영께 용흥굿은 

역샤가 띄었다 낭~?;!~ ~→읍농。「죄L 영 즈 것응 더 큰 음악적 7뜸정A 더 양응 

경증이다 

.. ，운연 

g뾰 ',," 연구-，. 1009, ‘… 
깅양 잉응 'm:: :c잉구， 없 "1"Itm'-f. =. 
경연싱~。이1Wl~， ι딩융 떠 셰씨r 깅의투 역1"'- =. 127_43, 

션흉"'"찌에 「얻공응얘 농잊경 씨새 ζ낀우 잉응 =~ 잉 

째 1커상잉쐐""깅뺑왜 응꿔생잉뻐" '1인%꿔새'OIYè !l;:::;>:;I" <UI6. 

~.욕 

↑-，κ~에쩌''''' _ of a srn ... ec.", A ~ c.;，g.，~， ~ _ Re(JC<l 

---없’에호닝끽 두"농약응근양 f응장.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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