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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조직된 소리’라는 민족음악학적 견지에서 금산농악 전

승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굿 구조 분석 및 해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금산농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한시적으로 전승이 끊겼다가 1980년대 초반 경 금산

농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전승체를 조직하여 한 차례 복원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로 금산농고 농악단을 경험한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금산농악 보존회를 결성하

고, 현재까지도 금산농악의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전승맥락을 가진 금산농악 전승 주체들의 인식과 선택은 두 갈래의 주된 방향

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갈래는 좌도농악 판굿의 보편성을 갖추려는 방향이고, 

또 다른 갈래는 현재의 농악단체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전문적인 기량 확보의 방향이

다. 전자의 근거는 금산농악 판굿의 구성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뒷굿

이 절차 구성도 많아지고 공연 내용도 확대되는 구조적 변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후

자의 근거는 본고에서 충분히 조명하지는 않았지만 판굿 연행에서 선보이고 있는 금산농

악 공연자들의 다양한 기교를 활용한 음악 연주와 윗놀음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금산농악 판굿이 뒷굿을 확대하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이

고 있는 것은 본래 좌도농악의 큰 특징이 뒷굿이 잘 발달한 점과 공연자 전체가 채상모를 

쓰고서 다양한 신체 기교를 보여주는 윗놀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좌도농악의 보편적 

특징을 더욱 전문적으로 강화해서 좌도농악의 지역성 갖추기와 공연성을 위주로 한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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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농악 공연 흐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인식과 선택의 결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산농악 판굿은 전승주체들의 선택과 인식에 따라 부단히 변화, 

발전해 온 공연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제어】 농악, 금산농악, 호남 좌도농악, 판굿, 금산농고

1. 서언

한국농악의 지역적 분류로 볼 때, ‘호남 좌도’는 전라도의 동북지역과 동남지역을 

가리키고, 이에 속하는 중․소 지역은 무주, 장수, 진안, 전주, 완주, 임실, 순창, 남

원, 곡성, 구례, 순천, 화순, 여수가 포함된다. 좌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좌도 동북부’와 ‘좌도 남서부’로 구분되는 문화적, 예술적 특징이 있다. 

호남좌도풍물굿에서는 좌도 동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금산, 무주, 장수, 진안, 

전주, 완주, 남원 일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예술적 특징은 남서부 지역의 농악에 비

해 ‘역동적이고 집단적인 활기가 강렬하며,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 하며, ‘밑
놀음’보다 ‘윗놀음’에 더 치중함으로써 상 적으로 굿가락은 담박(淡泊)한 편이라고 

한다.1) 좌도남서부 지역은 임실, 순창, 남원 일부, 곡성, 구례, 화순, 순천 지역이 해

당하는데, “굿가락의 배열이 더 복잡하고 길며, 전반적으로 신체동작이 동북부에 비

해 더 작고 좁으며, 여성적인 섬세한 맛이 있다.”고 했으며, 윗놀음보다 밑놀음에 비

교적으로 더 치중하는 편이며, 경상도 농악보다 호남우도농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 다.2) 이러한 농악의 지역성은 곧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형

성된 집단적 사고체계와 접한 연관이 있다. 

본고는 금산농악의 전승맥락에 한 개관과 판굿 공연구조 분석 결과를 가지고

 1) 밑놀음과 윗놀음은 칭적 의미로 쓰이는 농악 용어이다. 윗놀음이 머리 위에 쓰는 상모, 채상 등을 

이용해 전조시, 양사, 사사 등의 신체에서 어깨 위의 기교를 선보이는 것을 뜻하고, 밑놀음은 어깨 

아래 즉, 팔을 이용한 악기 연주를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호남 좌도농악 권역과 경상도 지역의 농악

이 윗놀음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 김익두 외, 호남좌도풍물굿(전북 박물관, 1994), 10~13쪽 참조. 



금산농악 판굿에 대한 민족음악학적 해석   141

서, 농악 판굿 구조에 내재된 금산농악 공연자의 선택과 지향을 해석을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금산농악은 1960년  이후로 한때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1980년 초반에 이르러 다시 복원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

유는 좌도 농악 일반3)이 마을농악에서 출발했거나, 마을공동체 위주로 농악 공연자 

집단이 꾸려졌던 것과는 달리, 현전하는 금산농악이 ‘금산농고’라는 특수한 공간에

서 집중적인 ‘지도’를 받은 공연자들을 통해 복원된 농악이란 점에서 좌도 권역에서

는 특수한 사례에 들기 때문이다.4) 이 사실은 금산농악의 예술 양식적 구조에 해 

사람의 행동과 그에 내재된 집단적 사고를 해석해보려는 본 연구에서 사람의 사고

와 행동에 직접적 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은 빠트릴 수 없는 전제

의 구실을 한다. 또, ‘복원’ 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술 외

적 환경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예술적 ‘현상’과 긴 한 향관계에 있으며, 특히 

‘복원’이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선택’은 구조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형

성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해석의 기점일 수밖에 없다. 

본고의 해석적 입장은 다음 소개하는 음악학자들의 음악에 한 견지에 기 고 

있다. 민족음악학자 앨런 메리엄(Alan P. Merriam)은 음악의 구조는 그것을 창조하

는 인간의 행위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행동의 근정에 있는 개념을 함께 이해

해야한다고 하 다.5) 존 블래킹(John Blacking)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조

직화된 소리’로 음악을 정의하면서, ‘우리의 문화 및 사회와 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3) 진안 증평농악, 임실 필봉농악, 남원 독우물(금지)농악, 곡성 농악, 구례 잔수농악을 말한다. 

 4) 물론 좌도농악 중에도 전문집단과 유사한 걸립 연예활동을 펼친 사례도 있다. 지금 남원 지역의 농

악을 표하는 금지 독우물굿이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한준이라는 걸출한 능력의 상쇠가 

회를 통해 인지도를 얻고서, 이후 ‘포장걸립’이란 새로운 공연 형태의 농악 연행을 전개하면서 이

른바 ‘뜬쇠’라고 불리는 전문 농악 공연자와 유사한 활동을 전개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독우물굿 

공연집단 역시 ‘독우물’이란 마을집단 공연자들이 위주가 되어 공연단을 꾸렸다는 점에서, 금산농악

과는 차이가 있다.

 5) “음악은 인간의 산물이며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음악의 구조는 그것을 창조하는 행위로부터 떨어진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음악의 구조가 왜 그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 구조를 만드는 행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러한가와, 그 행동의 근저에 있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조직된 음을 특별히 원하는 형식으로 만드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 A. 

P. Merriam 지음․이기우 옮김, 음악인류학Ⅰ(서울: 한국문화사, 2001), 19~20쪽.



142   동양음악 제35집

우리의 인간성을 소리로 반 하는 것’이라 하 다.6) 오용록은 전통 음악, 특히 집단

에 의해 연주되고 완성된 음악일수록 그 양식 안에 내재된 ‘집단적 사고체계’를 주

목해야 한다고 하 다.7) 

이 세 학자들의 견해는 ‘악음(樂音)’이란 것이 별도의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그 안

에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해 선택된 구조란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 

2. 금산농악의 전승과정

금산농악에 해서는 금산군에서 발행한 금산군지 수 편을 비롯해서, 금산문화

원에서 발행한 금산의 풍악소리(1992)등 내부적 관점에서의 기록물들이 있고, 외

부 조사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이 호남좌도풍물굿(1994)에 실려 있다. 그리고 

2012년에 금산농악 전승자인 전인근이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금산농악 판굿의 공연

방법과 진법 등을 상세히 정리한 바 있고, 그의 연구가 2013년 현재 금산농악 홈페

이지를 통해 자료 공개되고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서 금산농악의 유래와 전승

의 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8)

현재 금산 지역은 비록 행정지리적 구분으로는 충청남도에 속하고 있으나, 농악 

문화권역 구분에 의하면 호남좌도농악 계통으로 인식, 분류되고 있다.9) 금산농악의 

전승 배경에는 두레풍장, 송계놀이, 천내 배걸립굿과 같은 농경 사회 조직문화와 농

악 인접 문화양식 및 문화적 관습들이 깊숙이 연계되어 있음이 공통적으로 조명되

 6) John Blacking 지음․이기우 옮김, ｢인간은 어떻게 음악적인가｣, 민속음악(전북:신아출판사, 1994), 

161~264쪽.

 7) 오용록, ｢농악 판굿의 음악적 이야기｣, 만당이혜구박사백수송축논문집(서울 : 민속원, 2008), 395~409

쪽, 참조.

 8)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208쪽~210쪽; 금산군지편찬위원회, 금산군지 2 중 제2편 제2장 ‘금산농

악’(금산: 금산군지편찬위원회, 2011), 252~262쪽.

 9) 익히 잘 알려져 있는바 로, 금산은 1963년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게 되면서 관할지가 

바뀌게 되었다. 어떤 자료에서는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된 이후로 충청권 농악의 향을 받았다고 말

하기도 하나 구조적 측면에서 충청권 농악의 향은 아직까지 구명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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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로 볼 때, 근현  이전에도 금산 지역의 토착농악이 어떤 형태 든 간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현  이전의 금산농악의 실체를 파악

하기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몇 편 안 되는 신문기사와, 기존 조

사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면적인 사실 확인과 정황에 한 유추가 가능하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만 해도 금산농악이 여타 다른 좌도농악 공연집단 중

에서 비교적 활발한 외적 공연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공연 

형태는 ‘ 회굿’10)이었다. 당시 활동인자들을 보면, 최상근(1908년생, 진안 출생)․

박래원․이승호 같은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인물들 중 특히 최상근은 1960년 

이후 금산농악 전승에 가장 지 한 향을 미친 인물로 조명되어야 할 것 같다. 최

상근은 장두만과 함께 좌도농악 명인 중에 당 에 가장 유명세를 얻은 장구잽이

는데, 본래 고향은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11) 1967년 문화재관

리국 조사보고서인 호남농악 자료에 좌도농악 명인부에 오른 최상근의 지역 소속

이 금산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67년 이전에 이미 그가 금산을 거주지로 삼고 

있었던 듯하다.12) 1969년에 발행된 금산군지에서도 “우리 고장 금산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 있는 표 금산읍 상리 최상근”이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어 최상근이 금

산을 근거지로 생활과 농악 공연 등을 활동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최근 

발간된 2011년도 금산군지 ‘금산농악’편을 참고하면, “천내리 이노양 옹에 따르면 

최상근은 동향 출신의 이맹춘으로부터 풍물을 전수받았으며, 그 역시 쇠와 북에 달

통하여 1920년~30년  금산․진안 등에서는 알아주는 치배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상근이 금산과 인연을 맥게 된 것은 이맹춘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해 이노양옹은 이맹춘이 일제강점기 금산읍 ‘큰다리’ 
걸립에 참여하여 상쇠를 맡았으며, 그를 따라온 최상근이 꼬리북수(법고)를 담당했

음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군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하간 

10) 농악경연 회에 참가해서 연행하는 굿을 ‘ 회굿’으로 명명함 진안농악 고 김봉열 상쇠는 회굿 역

시 ‘걸궁굿’으로 표현한 바 있다.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228쪽.

11) 좌도농악 권역은 상쇠 중심의 마을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공연 성격의 농악 공연문화가 주목받는 지

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상근, 장두만 등은 직업적인 농악 공연자에 버금가는 걸립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이다.

12) 홍현식 외, 호남농악(문화재관리국, 1967), 170쪽.



144   동양음악 제35집

<신문기사 1> 동아일보 1961.9.30. 문화면 기사

최상근은 그의 스승인 이맹춘에 의해 금산

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천내리 배걸립굿

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

어 천내리에 거주하며 천내리 마을 주민들

을 상으로 자신의 판제를 가르치게 되었

다고 하겠다. 이후 최상근이 금성면과 금

산읍 상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만 금산

을 생활 거점으로 삼아 교육을 하는 한편

으로 김수동, 박오복, 손판돌, 정오동, 주기

환 등과 함께 ‘금산농악단 최상근일행’이
란 명칭의 단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걸립 연예활동을 전개해 간다. 이때가 1959년 

가을 무렵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최상근일행’ 금산농악단 구성 인물은 쇠잽이에 

김수동․박오복․유명철외 금산출신 1인이 더 있었고, 장구는 최상근과 손판돌이, 

법고잽이로는 정오동․한판옥․주기환․홍유봉․김양수 외 남원 출신의 3명의 소년

이 더 있었다고 한다. 이외 징잽이나, 잡색 중 포수를 맡은 인물들은 애석하게 그 

이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13)

당시 최상근일행 중 금산 출신은 사업부장과 화주, 기타 심부름을 담당하던 인물 

4~5명과 징잽이 그리고, 소고잽이인 주기환이 유일하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1960년 이전만 해도 순수한 금산 출신의 공연자로만은 전문 

공연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환경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최상근이 이끄는 금산농악단이 1961년 전국민속경연 회를 앞두고 전북

에서 열린 농악경연 회에서 전북 표로 선정되게 되면서 이후 활동상에 변화가 

전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61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참조하면, 당

시의 금산농악이 16명의 단원으로 매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명인예(名人藝)’로 이를만 하다는 평을 얻어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몸의 조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평을 얻는 결정적인 심사요

13) 금산군지편찬위원회, 위의 책(2011), 260~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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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2> 경향신문 1961.09.28. 기사

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주목된

다. 밑놀음보다 윗놀음에 치중하는 것이 

좌도농악, 좌도지역에서도 동북부 지역에

서 더욱 우세하다는 것은 기존 농악 연구

의 의견14)에서 일치되고 있는 지점인데, 

소략한 내용이지만 이 신문기사로 얼마간

은 입증에 힘이 실린다. 

<경향신문> 1961년 9월 28일자에도 금

산농악에 한 기사를 싣고 있다. 공보부 

주최로 열리는 ‘전국민속예술경연 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관성(金寬成)을 단장으로 

하는 금산농악단과 강백두(姜白斗)가 단장인 ‘남원춘향여성농악단’ 일행 28명이 회

를 앞두고, 본사(발표자주:경향신문사)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서 금산농악단 일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은 모두 머리위에 전립을 착용하고 있

는 점이 눈에 띤다. 여하간 서울 덕수궁에서 개최된 이 회에서 ‘내각수반상’을 차

지하면서 최상근이 이끄는 금산농악단은 ‘전국흥행허가증’을 국가로부터 발행받아 

이른바 전국을 상으로 전문 연예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곧 1960년 

중반 즈음 이 단체는 해산하게 되고, 이후 금산농악은 1980년 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동안 침체기에 들게 된다.15)

1980년 , 구체적으로 1982년은 금산농악 전승사에서 매우 특수한 그리고 전환기

적 시점이다. 1960년 까지만 하여도 맹성했던 금산농악이 침체기에 들어 거의 소

멸 직전에 이른 상태에서, 손용달(남, 현재 금산거주, 00세, 당시 금산공고 교사로 

재직)이 재건의 뜻을 가지고, 정인삼(남, 한국민속촌 농악단장, 00세)의 도움을 받아 

이전 금산농악과 가장 유사한 판제와 가락을 여러 해 수소문 한 끝에 진안농악의 

14)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12쪽.

15) 최상근이 이끄는 금산농악단의 해체에는 1960년  들어 여성 농악단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일정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경쟁 구도’에서 ‘여성성’과 ‘참신

성’을 내세운 여성농악단이 중의 흥미를 가져간 탓일 것이다. 권은 , 여성농악단연구(전북: 신

아출판사, 2004).



<그림 1> 동아일보 1983.10.24. 제24회 안동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산농악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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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열 상쇠가 최상근 일행이 연행했던 금산농악과 가장 흡사하다고 보아 그를 금산

농고에 초빙하여 금산농고 농악 를 지도하게 하 고, 그 결과를 발표회 형식을 빌

어 공개했던 해이기 때문이다.16) 이렇게 새로운 전승 보금자리를 마련한 금산농악은 

실력 향상에 매진하여 이듬해인 1983년에는 안동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 회에서 국

무총리상을 수상한다. 당시를 취재한 <동아일보> 1983년 10월 24일 기사에는 “국무

총리상을 탄 금산농악의 뛰어난 팀워크와 전체적인 기량의 평준화 다이내믹한 열연

은 청중들의 호응이 커 이번 회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고 적고 있다. 그 다

음 날의 <매일경제>의 한 지면에는 ‘이 회에 참가한 금산농악단원들이 20 의 젊

은 청년들로 구성되었다’고 적고 있어 역시 금산농고 농악부 출신 청년들이 회에 

참가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17)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기사와 함께 첨부된 사진

16) 당시 공개 발표회에서 연주되었던 판제를 녹음한 것이 연구자가 이번에 김익두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녹음물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용달 옹은 노환으로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한 

정황을 1990년  초반 현장 조사를 통해 상세히 들었던 김익두 교수로부터 재확인 하 다. 김익두 

교수와의 면담 일자 및 장소 : 2013.08.27. 전북 학교 국문과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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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흥미롭다. 사진 밑에 첨부된 ‘국무총리상을 탄 충남 금산농악’이란 설명으로 

볼 때, 금산농악 를 촬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 속에서 무동을 태운 인물 좌측에 

소고잽이들이 머리 위에 ‘고깔’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유봉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 는 걸립 공연을 하는 좌도농악 공연자들은 징수만 제외하고는 모두 전립을 

착용했었다고 한다.18) 또, 최상근은 윗놀음이 더 뛰어나서 동시  활동을 전개했던 

손판돌이 장구 가락은 더 잘 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상근이 수장고를 맡아했다는 기

존 조사보고서의 현장 증언도 있다.19) 이로 볼 때, 신문기사에 첨부된 사진에 무언가 

오류가 있었거나, 당시 회에 참가한 금산농악단 일부가 고깔을 쓰고 회에 참가

했을 가능성 등, 두 갈래의 예상이 가능해지는데, 연구자는 후자일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산농악이 거의 전승 단절의 위기에서 겨우 금산농고라는 특수하면

서 인위적인 환경에 이식되어 복원에 이어 재활되고, 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

상하기 까지 소요시간이 3~4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참여자 전체가 

채상모 돌리는 윗놀음에 능숙해지기에는 비교적 힘든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지금까지 나열한 금산농악의 전승과정을 사건들을 시간 순서 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  말에서 1960년 초중반 까지는 최상근이란 주요인물과 

그와 함께 공연활동을 전개해 오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금산농악단’이란 이름으

로 회 참가나 걸립굿 등의 연행을 전개해왔다. 특히 1961년에는 전국민속예술경

연 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둘째, 최상근 

이끄는 금산농악단이 해체된 이후, 금산농악의 전승 고리마저 희미해졌다. 셋째, 

1981년 손용달 선생이 주축이 되어 ‘금산농고’ 학생들을 조직하여 금산농악을 복원

하는데, 당시 농악 교육을 전담하고 있던 정인삼과 함께 진안농악 상쇠 김봉열을 모

셔와 집중적으로 좌도농악을 익히게 하 다. 넷째, 1982년 금산인삼축제 행사와 결

합하여 축제장에서 ‘금산농악복원발표회’를 가졌다. 다섯째, 1983년 안동에서 열린 

17) <매일경제> 1983.10.25. 기사 : “양양 패다리놓기와 금산농악이 20 의 새마을청소년회원들로 주축을 

이루어…”
18)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231쪽.

19)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231쪽. 홍유봉, 김익두 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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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 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 다. 당시 참가한 

공연단은 금산농고에서 농악을 전수한 이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1960년 부터 1980년 까지의 전승과정 정리를 통해 우리는 금산농악

의 예술 양식적 정의에 필요한 몇 가지 규정력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는 금산농악의 시초는 최상근을 필두로 한 윗놀음이 매우 발

달한 좌도농악이었다. 근 시기 금산농악의 실제라고 볼 수 있는 최상근의 판제에 

해서는 이 외에는 더 이상 실체적 접근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예술 양

식적 특성을 가졌는지에 해서는 결론을 얻기 힘들다. 다만, 홍유봉의 담 속에서 

최상근일행이 연주하는 판굿 가락이 다른 좌도지역 농악 연주보다 빠른 속도로 연

주되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20) 

다음으로, 최상근 일행의 단체 해산 이후 전승 공백기가 발생하 다가, 1982년 복

원 발표된 금산농악은 ‘최상근 판제’에 ‘김봉열 판제’가 결합한 일종의 새로운 변이

형으로 볼 수 있다. 손용달이 ‘옛날 최상근 일행이 치던 금산농악과 가장 유사한 형

태’로 삼은 것이 김봉열 상쇠가 치는 가락이었지, 그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특히 상쇠라는 존재에 따라 공연 짜임새가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좌도농악

의 특성21)상 최상근일행이 치던 금산농악과 김봉열 상쇠의 지도를 받은 ‘금산농고

생’에 의해 복원, 전승되기 시작한 금산농악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

서 무엇이 현재의 금산농악의 실질적인 원형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논외로 

한다. 단, 분명히 밝혀두어야 하는 사실은 금산농악이란 한 예술양식을 공시적 행위

를 통해 공연예술로 구현하는 인물들의 구성이 지연, 혈연을 비롯해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닌 ‘금산농고’ 라는 특수하게 선택된 집단이란 점과, 1982년 김

봉열 상쇠라는 외부 전도체를 써서 복원된 형태로 재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는 점, 이 두 가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산농악의 실질적인 전승 공간은 

20) 김익두 외, 위의 책(1994), 233쪽.

21) 양진성, ｢호남좌도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양상－좌도풍물굿 쇠잽이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4

집(국어문학회, 2007), 325~3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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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고이고, 전승 주체 역시 금산농고 출신의 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한 예술양식의 구조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이 곧 구성 인물들의 사고체계 그리

고 그들의 선택과 지향이란 견지에서 금산농악 구조에 한 해석을 위한 가장 중요

한 컨텍스트라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먼저 금산농악의 전승주체에 한 성격을 분

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2003년 금산좌도풍물보존회(이칭 ‘금맥회’)에서 만든 ‘도문

화재 지정 신청자료’를 참고하여 당시 보존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금산농고 졸업생

인 임형섭(남, 1963년생, 금산농고 졸) 이 회장을, 문근성(남, 1966년생, 금산농고 

졸) 과 김병곤(남, 1966년생, 금산농고 졸), 천필 (남, 1965년생, 금산농고 졸)이 함

께 부회장을 맡았고, 이들 외 총 36인이 보존회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단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산농고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금산농고를 졸업한 후 국악과와 무용과 등으로 진학하여 전문적인 예술 교

육을 수학하고, 전문공연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원이 되어 전문 연예 농악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이 주축이 되어 금산농악을 잇고 있다.22)

다른 보편적인 농악 공연자들이 지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공연문화를 공유하는 인자들로 조직을 꾸려왔다

면, 금산농악 전승주체는 혈연과 지연에 상관없이 인위적인 환경 조성에 의해 관계

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금산농악에 한정된 사회문화적 관습을 공유한 집단이란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공연집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 적으로 실체를 중심으

로 집단적 사고 체계가 형성되며, 공연에 한 가치평가 역시 문화적 의미 재현 보

다는 실체의 공연미학적 완성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컨 , 현 금

산농악은 전승 공간과 전승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변화가 있었고, 공연정보 면에

서도 1982년 이전 내용은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금산농악 구조에 

한 문화적 해석은 이러한 ‘공간’, ‘사람’, ‘공연정보’의 인과 및 과정들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하며, 가치해석 역시 같은 기조에서 이뤄져야 한다.

22) ｢금산좌도풍물－도문화재 지정신청자료｣(금산농악 무형문화재지정 신청 준비위원회, 2003), 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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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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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금산군지
2013년 

금산농악보존회 
제공

내드림굿 내드림굿(어르기－두마치) 내드림굿

외마치 풍년질굿 길굿,인사굿,열
두마치굿

질굿 외마치 풍년질굿 외마치질굿

문굿(인사굿) 문굿/인사굿 문굿(인사굿)

외마치

외마치,세마치,
네마치,다섯마
치, 여섯마치굿

외마치 외마치 갖은열두마치

두마치 두마치 두마치

세마치－여섯마치
세마치

세마치－여섯마치 세마치~여섯마치
사오육마치

일곱마치 일곱마치굿 일곱마치 일곱마치 일곱마치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굿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

아홉마치굿 아홉마치

오방진굿 오방진굿/돌굿 오방진굿 오방진굿 오방진

품앗이굿 품앗이굿 품앗이굿 품앗이굿 품앗이굿

호호굿 호호굿 호호굿 호호굿

호호굿
(갈림굿)
(각정굿)갈림굿 갈림굿 갈림굿 갈림굿

각정굿 각정굿 각정굿 각정굿

풍류굿

<표 1> 금산농악 판굿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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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산농악 판굿의 구성과 내용

1) 판굿 구성

금산농악의 판굿이 어떻게 짜여서, 어떤 순서로 연행되는가에 해 알아볼 수 있

는 자료는 1987년과 2011년의 금산군지 두 편, 1992년 정인삼이 정리한 판제, 

2003년 무형문화재지정 신청자료 속의 판제, 그리고 현 금산농악보존회가 연행하고 

있는 판제, 이상 다섯 종을 정리, 비교해서 같고 다름을 살펴볼 수 있다.



산굿(홑 산/겹 산) 산굿 산굿 홑 산․겹 산 산굿

개인놀이

개인놀이

개인놀이 개인놀이

추자받이

소리굿

탈복굿

몰이굿
파송굿

몰이굿

밧삭굿(돌굿)

소리굿 도독잡이굿

소리굿

탈복굿(재넘기
굿 포함)

파송굿
파송굿(흥억이

타령 포함)
파송굿/파장굿 파송굿 파송굿

흥억이타령

재넘기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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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로 정리한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1987년과 2011년 금산군지의 판제는 

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의 판굿은 총 15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1992년 자료는 전체를 17개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열두마치질굿’을 마

치굿에 앞서 연주하는 점과 뒷굿에서 개인놀이 이후 ‘몰이굿’, ‘소리굿’이 추가되어 

있는 점, ‘파송굿’을 치기 전에 재넘기라는 의식 행위를 포함한 ‘탈복굿’을 행하는 점

이 앞선 해인 1987년의 자료와 비교되는 차이점이다. 

2003년 자료에서는 전체를 총 14개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있다. 2003년의 자료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해 금산농악보존회에서 작성한 자료로, 1987년과 1992년 

자료의 판제와 비교했을 때 ‘내드림굿’이 추가되어 있는 점, 마치굿의 단락 나눔이 

‘세마치~여섯마치’의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 구조에서 ‘두,세마치’와 ‘사오육마치’
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2013년 현재 금산농악보존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판굿 짜임새는 전체

를 17개 단락으로 나누고, <내드림굿 →외마치질굿 →갖은열두마치 →세마치, 네마

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일곱마치 →여덟마치 →아홉마치→오방진굿→품앗이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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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굿 →느진마치 → 산굿 →추자받이>까지를 앞굿, <춤굿 →밧삭굿 →소리

굿 →파송굿>의 순서로 진행되는 부분을 ‘뒷굿’이라 부른다. 앞서의 자료들과 위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판굿을 앞굿과 뒷굿으로 크게 두 

단락 짓고 있는 점, 뒷굿 부분이 이전 자료들보다 상당히 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상세하게 자료 간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87년․2003

년․2011년 자료들에서는 ‘외마치질굿’에 이어 바로 일련의 순서로 진행되는 ‘마치

굿’으로 연결되는 반면에, 1992년과 2013년 자료에서는 외마치질굿에 이어 ‘갖은열두

마치굿’(갖은열두마치가락 →외마치 →재넘이두마치 →두마치가락 순서로 구성)을 

치고 ‘세마치~여섯마치’ 단락으로 넘어간다.

다음은 1987년․1992년․2003년․2011년, 이상 네 자료까지만 하여도 ‘호호굿’에 

이어 ‘갈림굿’과 ‘각정굿’이 각각 단락이 구분된 채로 절차를 구성하고 있지만, 2013

년도 자료에서는 ‘호호굿’에 이어 ‘풍류굿’을 구성하고 있고, ‘갈림굿’과 ‘각정굿’은 

별도의 단락 구분없이 ‘호호굿’ 연행에 진법의 한 과정으로 포괄되어 있다.

1987년․2003년․2011년 자료들의 판제에서는 뒷굿 부분이 진법․음악 연주․개

인기 등의 표출로 흘러가는 ‘오방진굿’과 ‘호호굿’, ‘ 산굿’, ‘개인놀이’로 구성이 된

다면, 1992년 자료의 판제에서는 ‘개인놀이’ 이후에 ‘몰이굿’, ‘소리굿’, ‘탈복굿’ 등

이 추가되면서 놀이와 의식을 행하는 단락들이 추가되었다. 2013년의 자료에서는 

‘등지기굿’, ‘추자받이’, ‘고사리꺾기’ 등과 ‘도둑잽이굿’, ‘소리굿’ 등 1992년보다 훨

씬 더 많은 단락들이 추가되면서 놀이, 의식, 연극 등 다양한 예술요소들이 종합적

으로 표출되는 판제이다. 

마지막으로, 판굿의 마감 부분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써 1987년․1992년․2003

년․2011년 자료들은 ‘파송굿’을 치며 최종 마무리를 하는 구조인데 비해, 2013년 

자료는 ‘파송굿’ 이후에도 ‘흥억이타령’, ‘재넘기굿’ 등으로 전개되어 마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여기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1992년 자료에서는 ‘파송굿’ 전 

단락인 ‘탈복굿’에 ‘흥억이타령’, ‘재넘기’가 포괄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 2013년 자료

에서는 ‘파송굿’ 이후의 별도의 단락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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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보면, 1987년과 2003년, 2011년 자료는 정리된 시간의 간극이 있지

만 내용상의 큰 차이 없이 같은 유형의 판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형’이라고 하자. 

다음, 1992년 자료의 판제는 ‘마치굿’에 앞서 ‘열두마치굿’을 본격적인 판굿의 첫 단

락으로 연주하는 점과, 뒷굿에 ‘몰이굿’, ‘소리굿’, ‘탈복굿’ 등이 구성되는 점에서 

‘가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판제로 볼 수 있어 ‘나형’으로 구분한다.23) 

2013년 자료의 판제는 비교적 ‘나형’과 유사하지만, 뒷굿에 많은 단락이 추가되어 

있는 점과, 전체 마무리 부분의 구조가 나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를 새로운 

변이형인 ‘다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2) 판굿의 유형별 내용

판굿의 단락 짜임을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을 더 미세한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이번에는 각 단락의 가락 구성 양태를 공연 순서 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굿 초앞이라고 볼 수 있는 ‘내드림굿’, ‘질굿’, ‘문굿/인사굿’은 세 유형이 가락 

구성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음 ‘열두마치굿’ 단락은 가형에서는 없고, 나형과 

다형은 별도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열두마치굿가락을 수회 반복한 뒤 외마치가락으

로 연결되어 역시 임의 로 반복 연주한 뒤, 두마치로 넘어가는 가락을 1회 치고, 

이어서 두마치가락을 반복해서 치고 맺는다. 

이어서 진행되는 ‘마치굿’ 단락은 가형의 경우 외마치굿과 두마치굿을 한 단락에 

묶은 형태로 별도 구성하는 반면, 나형은 외마치가락을 수회 반복해서 친 뒤, 세마

치가락에서 여섯마치가락까지 연이어 친 뒤, 두마치가락으로 정리하는 단락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형은 외마치가락 연주없이 세마치가락에서 여섯마치까지를 연결해

서 치고, 두마치가락으로 정리하는 형태이다. 세 유형의 ‘마치굿’의 가락구성과 연주

방식을 보면 단락을 조금씩 다르게 나누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23) 혹 ‘가형’ 판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내드림굿’이 있는 것도 지적할 수 있으나, ‘내드림굿’은 하나

의 단락을 의미하는 ‘굿’단위로 인식하느냐, 단락이 아닌 ‘가락’ 연주 단위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일 뿐 

‘다스름가락’을 연주하며 ‘굿을 낸다’는 의미의 다스림 ‘굿’ 혹은 다스림 ‘가락’으로 판굿을 시작하는 

관습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관습이다.



가형－1987․2003․2011 나형－1992 다형－2013

절차 가락구성 절차 가락구성 절차 가락구성

내드림
굿

어르기－두마치 내드림굿
내드림가락→맺이가
락→두마치

내드림굿
내드림굿→두마치→
인사굿

질굿 질굿가락
길굿,

인사굿, 
열두마치굿

길굿가락→두마치→

인사굿
외마치질

굿
외마치질굿→문굿→재넘이두
마치→두마치

문굿/
인사굿

문굿가락→

넘는가락→

인사굿가락

열두마치가락→외마
치→두마치 
넘김채→두마치

갖은
열두마치

갖은열두마치→외마치→재넘
이두마치→두마치

외마치
두마치

외마치→
외마치에서 두마치 
넘기는가락→

두마치

외마치,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굿

외마치→세마치내는
가락→세마치+네마
치→다섯마치+여섯
마치24)→두마치

세마치~
여섯마치

세마치내는가락→세마치→네
마치→다섯마치→여섯마치→
재넘이두마치→두마치

세마치
세마치내는가락 →

세마치
일곱마치굿

일곱마치가락→일곱
마치→두마치 
넘김채→두마치

일곱마치
일곱마치→잉어걸이→재넘기
두마치→두마치

사오육
마치

사․오․육마치가
락→넘기는가락
→두마치

여덟마치굿
여덟마치가락→
두마치 넘김채
→두마치

여덟마치
여덟마치→잉어걸이→재넘기
두마치→두마치

일곱
마치

일곱마치가락→넘
기는가락→두마치

아홉마치굿
아홉마치가락→
두마치 넘김채
→두마치

아홉마치
아홉마치→잉어걸이→재넘기
두마치→두마치

오방
진굿

두마치가락
오방진굿/

돌굿
[돌굿가락→허튼채→
두마치]반복

오방진굿 짝드름→두마치

품앗이
굿

어르기→

품앗이굿가락
품앗이굿

품앗이굿가락→

두마치
품앗이굿 허튼채→품앗이굿→두마치

<표 2> 공연 순서에 따른 가락 구성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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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즉, 세마치굿에서 여섯마치굿까지는 한 단락 안에서 각 마치가락을 

쭉 연결해서 치고 두마치로 정리하며, 일곱마치굿은 일곱마치가락을 연주하고 두마

치로 정리한다. 또, 여덟마치굿과 아홉마치굿도 주제가락을 바로 연달아 연주한 뒤, 

두마치로 맺는 방식이다. 차이라고 한다면 가형의 마치굿은 일곱마치굿까지 있고, 

나형과 다형은 여덟마치굿과 아홉마치굿까지 구성된다는 점이다.

24) 세마치와 네마치는 한 짝을 이뤄 연주하고, 다섯마치와 여섯마치도 한 짝을 이뤄 연주한다. 그러니까 

리듬구조상으로 본 다면 세마치와 네마치, 다섯마치와 여섯마치는 모두 각각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악구 비형 / 음양 비형의 가락으로서 세마치의 변이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호호굿
호호굿가락→도드
래미→자진호호굿
(긴호호굿)

호호굿 호호굿→긴호호굿 호호굿

호호굿초다듬이→호호굿
→긴호호굿→갈림굿→각
진굿→각진굿다드래기→

두마치→짝드름

갈림굿 각정굿앞가락 갈림굿 갈림굿가락 풍류굿
풍류굿내는가락→풍류굿
→반풍류굿→외마치→두
마치→짝드름

각정굿
각정굿가락→각정
굿몰아치기→넘기
는가락→두마치

각정굿
각정굿가락→두마치 
넘김채→두마치

산굿
어르기→홑 산→

접 산→넘기는가
락→두마치

산굿
홑 산굿→겹 산굿
→두마치 
넘김채→→두마치

산굿
허튼채→홑 산→겹 산
→ 산다드래기→두마치

개인놀이

세마치세마치→자
진마치→두마치
(소고→설장고→열
두발상모 등)

개인놀이
산가락(상쇠→소고

→장구→열두발 상모 
순서로 진행)

추자받이
허튼채→세마치→자진마
치→두마치

몰이굿 몰이굿가락

춤굿
춤굿→자진마치→외마치
→수박치기→두마치

미지기굿
허튼채→미지기내는가락
→미지기굿→두마치

삼진굿
허튼채→삼진굿→외마치
→두마치

등지기굿
허튼채→등지기내는가락
→등지기굿→두마치

고사리꺾기 세마치→두마치

몰이굿 허튼채→몰이굿→두마치

돌굿
/밧삭굿

허튼채→박삿굿가락→보
통열두마치→외마치→두
마치

도둑잽이굿
허튼채→반풍류→도둑잡
이→두마치

소리굿 소리굿
허튼채→소리초다듬이→
두마치→소리굿→보통열
두마치→두마치

탈복굿

암도깨비 
숫도깨비/콩꺾자/별
따자/갈리소 
사설+가락→재넘기굿

파송굿
/파장굿

입장단+파송굿가락
→두마치→인사굿
가락

파송굿 흥억이타령+세마치
파송굿
/파장굿

입장단+파송굿가락→두
마치→인사굿가락

흥억이타령 세마치

재넘기굿
재넘기굿→막음굿→두마
치→인사굿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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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오방진굿’ 단락은 두마치가락과 어르기/허튼채가락을 번갈아서 연주하

며, 진을 쌓았다가 풀기를 반복한다. 진(달팽이진)을 쌓으러 이동하는 동안은 ‘♪♩/

♪♩/♪♩/♪♩’과 같은 3소박 4박 한 악구의 가락을 진을 쌓을 지점에 도착해서 진 

구축이 끝날 때까지 치고, 진이 다 만들어지면 어르기/허튼채가락을 한 차례 친 뒤, 

빠른 속도의 두마치가락을 내어 한참 연주한다. 이것을 다섯 방위로 옮겨 다니며 다

섯 차례 반복한다. 세 유형 모두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음의 ‘품앗이굿’ 단락의 ‘품앗이’란 명칭의 의미는 쇠가락을 교 로 연주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즉, 가락은 두마치가락을 치되, 이 가락을 상쇠와 부쇠이하 쇠잽이

들이 한 박씩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것이다. 보통은 ‘짝드름가락’25)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산과 진안농악에서 ‘품앗이가락’이라고 부른다. 이 품앗이굿을 연주할 때

는 주로 공연자들이 두 줄로 나누어 열을 지은 다음 고 당기는 ‘미지기진’을 선보

인다. 이 점은 세 유형이 동일하다. 

이어지는 ‘호호굿’ 단락은 가형과 나형의 경우 ‘호호굿본가락’․‘되드래미호호굿

가락’․‘자진/긴호호굿’ 연주까지를 한 단락으로 삼고 ‘각정굿’과 ‘갈림굿’은 각각 다

른 단락으로 구분하는 반면에 다형은 이 모두를 포괄해서 ‘호호굿’ 한 단락으로 삼

고 있다. 단락의 마무리는 역시 다른 이전 단락들과 마찬가지로 두마치가락을 반복

해서 연주하고, 마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세 유형의 ‘호호굿’ 단락은 가락의 리듬구

조나 구성되는 가락의 종류는 다르지 않은데, 부분적인 짜임새에서 차이가 난다.

뒷굿의 ‘ 산굿’ 이하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형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가형의 판제에서는 산굿에 이어 ‘개인놀이’를 연행하고, 바로 ‘파송굿’으로 

마치고 있는데 비해 나형과 다형은 ‘춤굿’․‘미지기굿’․‘삼진굿’ 등의 진법 중심의 

과정을 거쳐, ‘등지기굿’, ‘고사리꺾기’, ‘몰이굿’ 등 놀이적 요소 혹은 농경 문화의 

모의굿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행된다. 여기서 ‘몰이굿’은 모의 매사

냥을 연출한다고 하는데,26) 무주 설천지역의 ‘호랭이몰이굿’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

25) 본래 짝드름가락은 좌도농악 권역에서만 연주되었었으나 1970년  사물놀이에 수용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전 필봉농악 상쇠, 고 양순용에 의하면 1970년 후반쯤 김용배가 필봉으

로 찾아와 짝드름 가락을 사물놀이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현 

필봉농악 양진성 상쇠에게 연구자가 직접 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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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굿으로 동북부 산간지역에 자리 잡은 지역적 특색

이 반 된 과정으로 생각된다.27) 특히 다형은 나형 보다도 더 많은 단락으로 뒷굿을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신체를 활용한 놀이적 행위를 중심 요소로 삼고 있는 단락과, 

농경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 의식적으로 표출된 단락들이 집중되고 있다. 음악적 구

성은 어르기/허튼채가락으로 단락을 시작하여 해당단락의 주제를 담은 본가락을 연

주하고, 주제 구현이 종료되면 외마치가락이나 넘기는가락을 연주한 뒤, 역시 다른 

단락과 일관되게 두마치가락을 반복 연주해서 맺는다.

다음의 굿을 마감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 ‘파송굿’은 가형과 다형의 경우 ① “암
도깨비 숫도깨비 아들 낳고 딸 낳고”, ② “콩 꺾자 콩 꺾자 두  넘어 콩 꺾자”, ③
“별 따자 별 따자 하늘 잡고 별 따자”, ④ “갈리소 갈리소 구경꾼들 갈리소”의 ①

②③④ 사설을 가락과 번갈아 가며 외치고, 연주한다. 가형과 다형은 동일한 반면, 

나형은 파송굿에서 지역 산물을 나열하는 가사 내용의 ‘흥억이타령’을 부르고, 세마

치가락으로 마치는 형태이다. 신 나형은 ‘탈복굿’에서 동일한 사설의 입장단과 가

락을 연주하고, ‘재넘기’라는 제액초복의 의식행위를 진행한다. 또, 다형은 ‘파송굿’
을 마치고 난 후, 토속민요 ‘흥억이타령’과 ‘재넘기’ 행위를 진행한 뒤 두마치가락으

로 몰아서 인사굿가락으로 마친다. 

이상 세 유형을 조하면서 살펴본 결과, 음악적 면모에서 규정되는 금산농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제로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내는가락/

머릿가락’으로 치는 ‘세마치 들어가는가락’ 외에는 부분의 단락을 ‘어룸굿가락’으
로 시작한다. 둘째, ‘연결’과 ‘부분종지’의 기능을 가지는 가락으로는 ‘넘어가는가락/

넘는가락/넘김채’28)이라고 부르는 가락이 있는데, 모든 단락의 본가락/주제가락 이

후에는 넘기는 가락을 1회 친 후, 두마치가락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셋째, ‘두마

26) 전인근, ｢금산농악 판굿 연구 : 진법을 중심으로｣(단국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7~98쪽. 

27) 금산농악을 기록한 이전 자료들에서는 이 ‘몰이굿’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한 확인이 필요

하다.

28) 진안 증평농악 전 상쇠, 김봉렬은 이 가락의 기능에 해 “넘는 가락을 배워야 굿이 딱딱 끊어져. 

이걸 안하면 어물버물하니 당초 뒷손들이 알아듣덜 못혀 …(중간생략)… 이 가락이 들어가야 톡톡톡 

떨어져”라고 말한 바 있다.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韓國의 農

樂 : 湖南編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4), 124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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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락은 가장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어떤 단락에서는 ‘본가락/주제

가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부분 각 단락의 마무리 가락으로 쓰이면서, 판굿 

전체의 구성 체계를 ‘같고 다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통일성 부여 요소로 기능

한다. 이 두마치가락의 연주 시간은 상쇠 임의 로 결정되지만, 비율적인 면에서 가

장 장시간 연주한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목이다. 

지금껏 살펴본 로 금산농악은 시간적으로 유형이 구분되는 변이적 측면들이 있

으나, 체로 어름굿/어르기가락으로 시작하여 주제가락 연주에 이어 ‘넘어가는가락

(외마치가락 변형) →두마치가락’으로 맺는 방식은 시 적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
되고 음악 연주원리로 볼 수 있다. 

4. 금산농악 판굿 구조에 대한 해석

지금까지 금산농악 판굿의 구조적 형태와 가락 구성양태를 분석해 본 결과, 1980

년 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적 양상과 그 시간적 지평에서 발생한 ‘변이’적 양상 

몇 가지를 추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서 전개한 금산농악의 

전승맥락 속에서 해석을 시도해 볼 차례다. 

먼저, 판굿의 전체 구조가 크게 앞굿과 뒷굿으로 구별되는 구조는 호남 좌도농악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본래 ‘앞굿’의 의미는 ‘앞잽이’ 즉, 풍물굿 공연

자 중에 악기를 손에 들고 연주하는 공연자들의 공연 행위를 가리키고, ‘뒷굿’은 ‘뒷
잽이:뒷치배:잡색’로 공연자 행렬에서 주로 악기 치배 뒤를 따르며 연극적 인물로 가

장한 공연자들의 공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이 판굿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

분될 수 있을 만큼 전반부는 앞치배들이 중심이 되어 공연을 이끌어가고, 후반부는 

뒷치배들의 연극적 행위, 놀이, 재담 등이 중심이 되어 공연을 이어가는 비적 특

성이 나타나므로, 이를 판굿 공연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듯하다. 

여하간, 앞굿은 농악을 구성하는 예술요소 중에 ‘음악적 요소’와 ‘무용적 요소’가 중

심을 이루어 공연화 되고, 뒷굿은 잡색들이 펼치는 ‘연극적 요소’와 ‘놀이적 요소’가 

중심 공연이 되기 때문에 판굿의 구조를 앞굿과 뒷굿으로 양분해서 보는 시각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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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리가 없다. 판굿의 흐름구조를 예술구성요소 중심으로 볼 때, 좌도농악은 <음

악 →춤 → (놀이) →연극> 순서로 전개된다. 여기서 앞굿은 체로 음악과 춤요소

가 핵심 예술요소로 작용하며 공연 흐름을 형성하고, 뒷굿은 놀이와 연극 등의 요소

를 중심으로 음악이 반주적 기능을 맡으며 전개된다.29) 

판굿의 구조면에서 금산농악은 다른 좌도농악－진안, 임실, 남원－과 공통적으로 

앞굿과 뒷굿으로 양분한다. 앞굿은 체로 음악과 춤요소가 중심이 되는 절차굿들

이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연자 중에서도 앞치배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며, 

공연 구조의 성격면에서도 본다면 공연자 위주의 문법이 강화된 구조여서, 청관중이 

함께 공연을 채우는 공간이 뒷굿에 비해 상 적으로 드문 다소 공연자 중심적이고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폐쇄적 구조이다. 이에 비해 뒷굿은 춤요소, 놀이요소, 연극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절차굿에서 청관중이 판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연텍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적, 열린 구조이다. 이러한 공연구조는 무엇보

다 공연단의 공연 목적과 지향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 다고 본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금산농악 판굿 구조는 1980년 에서 2013년까지 이후로 올수록 뒷굿에 새

로운 단락들을 추가하며 복원 초기에 비해 훨씬 확 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특별

히 놀이와 의식을 행하는 단락이 과정에 추가되면서, ‘놀이성’과 ‘의식성’을 추구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렇게 추가, 확 된 뒷굿의 단락들이 본연의 

문화적 의미들을 그 로 수용했다고는 보기 힘들지라도, 최근의 복원과정에서 뒷굿

이 확 되었다는 것은 ‘함께하는 신명’ 구조로 환원해보고자 하는 공연집단의 의도

가 많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30) 

또한 판굿의 마무리 구조도 주목해 볼 만 하다. 판굿의 마감굿이라고 할 수 있는 

파장굿/파송굿은 입장단이라고 부르는 구호와 가락을 번갈아 연주한 뒤 두마치가락

29) 이러한 점은 호남 우도농악도 마찬가지다. 

30) 좌도농악의 뒷굿이 공연자에게 있어 우도농악에 비해 ‘어렵다’고 느껴질 만큼 공유하고 있어야 할 

문법이나 구조적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 경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읍은 질굿, 좌질굿 해갖고 늦은 삼채, 동살풀이 해갖고 오방진 쌓잖여?(연구자주 : 남원굿, 진안굿

과) 확실히 틀리제. 그러고 정읍굿은 같이 쳐봤는디 훨신 수월혀 뒷굿들이 수월허고 글고 좌도굿은 

뒷굿이 되고.” 김익두․김정헌, 남원농악(남원시청, 2006), 인용. 홍유봉은 전주 출신의 소고잽이

로 정읍농악단과 함께 많은 공연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최상근 일행같은 좌도농악 포장걸립패와

도 공연한 바 있어 좌우도 농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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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해 치면서 마지막 흥을 돋우어 낸 뒤, 인사굿가락을 치고 관객과 마주 절을 

하고 마치는 공연 방식이다. 앞서의 금산농악 나형을 비롯해 같은 좌도농악권에 해

당하는 진안과 임실 필봉도 ‘파장굿’ 이전에 ‘탈복굿’을 치고 이후 ‘파장굿’치며 판굿

을 완전히 마감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런 좌도 보편적인 양상들은 금산농악의 판

굿은 금산농악의 문화적 토양이 진안, 장수와 더불어 전라북도 동북부지역에 들며,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 유전자를 보유한 예술양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013년의 금산농악은 파송굿 이후에도 여전히 판 안에서 ‘흥억이타령’이
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유로운 춤사위로 놀고 난 후 불 위를 뛰어넘는 동작을 연출하

며 굿을 치는 ‘재넘기굿’을 판굿의 최후 마감굿으로 삼고 있다. 제액초복의 의식적 

표출 행위인 ‘제넘기굿’을 보다 앞선 시 의 판제에서는 생략되어 있거나(가형의 경

우), 파송굿 이전에 연행(나형의 경우)하고, 가장 최근의 판제에서는 파송굿 이후의 

최종 마감굿으로 삼고 있는 것(다형의 경우)은 그 사이에 변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그러한 연원은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전승공간과 공연주체

의 성격변화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즉, ‘금산농고’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농악

이 현재는 ‘금산’이라는 공간으로 확 되어 있고, 공연주체 역시 농고생이나 일반 농

악전공자가 아닌 금산농악 공연자로 인식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연구조

에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과 지향이 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 적 흐름과 관계없는 ‘지속성’으로 삼을 수 있는 특징은 다양한 진

법과 신체동작을 활용한 역동성을 미학적으로 추구하는 양식이란 점이다. 공연예술 

양식의 미학은 청각적 미학과 시각적 미학으로 크게 분류된다.32) 한 공연집단이 시

각과 청각 두 기제 중 어느 것을 더 염두에 두고 공연 행위를 하는가도 이 집단이 

가지는 미학이 청각 중심의 미학인가 시각 중심의 미학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서두에서 잠시 밝혔던 것처럼 좌도농악, 그 중에서도 동북부 지

31) ‘재넘기굿’을 본래의 재넘기굿은 모닥불을 지펴놓고서 모든 참가자들이 불 위를 뛰어넘으며 ‘재앙을 

넘는다’는 문화적 의미를 가진 제액초복의 절차이다. 이 재넘기굿은 본래 모든 판굿의 절차에 삽입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굿으로 분리되는－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보름 사이에 연행되는－‘매굿’이나 

‘마당밟이굿’의 마지막 절차로 연행하는 판굿에서 편성되는 절차이다. 

32) 김익두, 한국 민족공연학(서울: 지식산업사, 2012), 390~4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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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좌도농악은 ‘윗놀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신체놀음과 역동적인 진법을 구사하

면서 시각미학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점은 시 를 아울러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후 에 오

면서 금산농악은 가락의 가속성(加速性)을 보다 비적으로 활용하면서 청각적 ‘작
품성’을 추구하면서, 청각적 미학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도 발견된다. 예컨 , 금산농

악보존회의 홈페이지에는 금산농악 판굿의 음악적 전개과정이 사물놀이의 흐름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쓰고 있는데, 그 예증들로 도입－전개－발전 형식으

로 이루어진 점, 빠르기를 매우 중시하며 빠르기가 점층적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매

우 빠른 가락으로 맺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글 일부를 그 로 아

래에 옮겨와 보았다.33)

“판굿에서는 각 과정이 도입, 전개, 발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를 매우 중요시 

하여 빠르기가 60박/1분으로 시작하여 장단이 바뀌면 60박/1분에서 80박/1분까지 조금씩 끌어

올리며 다시 장단이 바뀌면 80박/1분에서 120박/1분까지 끌어올려 140박/1분으로 맺는다. 금산

농악 판굿의 각 과정들은 사물놀이의 흐름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해야할 지점은 “빠르기가 60박/1분으로 시작하여 장단이 바뀌

면 60박/1분에서 80박/1분까지 조금씩 끌어올리며 다시 장단이 바뀌면 80박/1분에

서 120박/1분까지 끌어올려 140박/1분으로 맺는다.” 로, 본래의 금산농악이 이러한 

구조로 이뤄져 있었는지, 아니면 전승과정에서 새로운 변이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  초반 판굿 공연 녹음자

료에서의 가락의 연주속도와 빠르기의 조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본고

에서는 이 점에 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에 차제의 과제로 남겨둔다. 

33) “판굿에서는 각 과정이 도입, 전개, 발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르기를 매우 중요시 하여 빠르

기가 60박/1분으로 시작하여 장단이 바뀌면 60박/1분에서 80박/1분까지 조금씩 끌어올리며 다시 

장단이 바뀌면 80박/1분에서 120박/1분까지 끌어올려 140박/1분으로 맺는다. 금산농악 판굿의 각 

과정들은 사물놀이의 흐름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출처 : 금산농악보존회 홈페이지 http:// 

www.geumsannong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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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정보 로 금산농악의 빠르기에 의한 음악 구조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전승맥락과 전승주체들의 특성에서 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금산농악 전승자는 거의 부분 금산농고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축을 

이루는 인물들은 농고 졸업 이후 국악과, 무용과 등에 진학하여 전문 교육을 수학한 

이들이고, 교육 과정 졸업 이후에는 사회 공연단체를 조직해서, ‘사물놀이’ 형태의 

공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승주체들의 음악경험은 금산농악의 구조

에도 직․간접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예시의 하나가 

위 인용문에 있는 것처럼 ‘판굿 각 과정들이 사물놀이 흐름과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음악적 면모에서 공연집단과 사고체계와 연관되어 의미 있는 세 가지 면

모가 고찰되었다. 첫째, 판굿을 구성하는 각 단락의 마무리 방식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금산농악 판굿의 각 단락 마무리는 넘기는가락[(외마치 

변형가락)－두마치가락]으로 구성된다. 본가락 / 주제가락과 상관없이 마무리 형태는 

항상 동일하게 연주되는 법칙을 세우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부분구조에 

해당하는 각 절차굿의 도입부는 어룸굿을 거쳐 주제가락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나, 어

룸굿을 생략하고 바로 주제가락을 내어 반복 연주한 뒤, 절차를 마감하고자 할 때는 

‘넘어가는 가락’을 거쳐 ‘두마치’ 가락으로 마치는 마무리 구조로 일관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면모는 금산과 진안 뿐 만이 아니라 같은 좌도권역에 드는 임

실과 남원의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각 절차의 작은굿 마무리 구조면

에서는 전 좌도권역이 같은 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34)

둘째, 금산농악의 판굿 구조에서 한 부분 절차굿의 공연 방식을 보면 머릿가락이

라고 부르는 도입부 가락을 한 차례 치고, 본가락을 내어 몇 차례 반복 한 뒤, 넘어가

34) 물론 동일한 좌도 권역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씩의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간굿의 구조에

서 논해보면 금산․진안․임실의 경우 가락을 맺었다가 다시 휘모리 가락으로 ‘바짝 조여서 마무리

하고, 다시 푸는’ 기－경－결－해의 문법을 보인다면, 남원의 경우는 ‘바짝 조여서 마무리’하는 기－

경－결의 구조라는 점이다. 작은굿 단위의 변별점은 진안, 필봉은 본가락/주제가락 이후 넘어가는 

가락으로 갠지갱(갠지갱 가락의 속도는 본가락/주제가락의 연주 속도에 따라 유동적임.)가락을 거쳐

－맺이→두마치/휘모리 순으로, 남원의 경우는 주제가락 이후 자진삼채나 넘는 가락을 거쳐 휘모리 

넘기는 가락종지부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좌도농악에서는 다양한 리듬 유형의 종지 가락이 존재하

고 이를 ‘맺이’, ‘맺음가락’, ‘매도지’ 등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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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락인 ‘외마치가락’과 그 뒤 이어지는 ‘두마치가락’은 본가락에 비해 볼 때, 훨씬 

장시간에 거쳐 연주된다. 이 점은 금산농악을 비롯하여 좌도 보편적인 연주원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전문연예집단의 농악에서는 ‘본가락’이 중시되고, ‘넘어가는 가

락’은 단 1회 연주되며, 별도로 ‘마무리’만을 위한 종지가락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주 

관습은 공연집단이 자신들의 공연행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공

연을 바라보는 관념이 심층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느리

게 시작하여 가장 빠른 속도의 가락으로 부분을 마감하고, 이러한 부분구조가 동일, 

유사하게 반복, 순환되며 공연 전체를 만드는 이 구조는 어떤 하나의 지향점에 반복

－축적－순환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다.35) 즉, 금산농악 판굿의 지향점 혹은 

‘미학적 방향’이란 것도 결국은 지속적이고 점층적인 ‘신명’ 축적을 통해 참여자 전체

가 신명의 정점인 ‘카타르시스’로 동시 진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반복－

축적－순환의 연주 및 공연원리, 특히 ‘두마치가락’을 주제가락보다 더 길게, 반복적

으로 연주하는 방식은 이 농악이 ‘들려주기’ 위한 음악 미학적 추구보다는, ‘함께 동

화되기’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지점이다.

셋째, 각 단락의 초두에 ‘어름굿가락’을 연주하는 관습이 그 로 이어지고 있다. 

좌도권역에 속하는 금산, 진안, 임실, 남원은 부분의 절차굿 시작 가락으로 ‘어름

굿가락’을 연주하고, 한 절차를 마칠 때도 이 가락을 연주한다. ‘어름굿가락’은 곧 

‘다스름’가락이며, 신을 받는 ‘  받기’ 의식에 관련된 가락으로 공연자와 일부 연구

자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36) 여하간 분명한 것은 이 가락의 기능은 공연성 보다는 

‘문화적 의미’에 더 무게를 두고 관습적으로 각 단락의 굿머리에서 항용해 왔던 것

35)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필봉농악을 사례로 미학적 연구를 시도한 김익두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필봉 풍물굿이 추구하고 지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미학적 방향(발표자 주 : 우주 동화의 미학)은 단순

한 어떤 충동적 효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과정적 절차상의 ‘신체적 참여 체험’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이것은, 인간이 그들이 만들어낸 악가무희사가 일체화 된 어떤 

공연행위를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이 하나의 일체화된 정서 상태 혹은 심리 상태에 도달하고

자 하는 일종의 ‘우주적 동화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각 중심의 미학적 패러다

임 곧 ‘랜드스케이프’의 미학이 아니라, 청각중심의 미학적 패러다임 곧 ‘사운드스케이프’의 미학을 

상 적으로 강력하게 추구하는 호남풍물굿 …” 김익두의 발표문은 2013.08.24.에 임실필봉문화촌 전

시관 내 회의실에서 “풍물굿의 미학적 지평”으로 개최된 2013년도 ｢한국풍물굿학회 상반기 정기 학

술 회 자료집｣, 67~76쪽에 실려 있다.

36) 이보형․임재해, 노동과 굿(서울 : 학민사, 1989),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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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마을농악 또는 마을농악으로부터 비롯된 농악이란 점을 구

분할 수 있는 하나의 음악적 기호에 해당한다. 즉, 금산농고에서 전승된 농악이지만 

좌도농악의 보편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주관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언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금산농악 

판굿에서 나타나는 금산농악 전승자들의 인식과 지향은 공연 구조적으로는 좌도농

악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세련화 된 작품성 강한 농악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한 근거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판굿의 ‘뒷굿’ 부분이 확 된 점과, 수

준 높은 예술적 기량으로 시청각적 공연 미학을 강화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금산농악은 뒷굿이 발달한 호남 좌도농악권의 특징을 보완, 강화함으

로써 ‘호남 좌도농악’ 권역에서의 ‘금산농악’이란 문화 토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  공연예술의 흐름에 맞춰 시청각적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좌도농

악 판굿 공연을 희구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 일면에는 비교적 특

수한 전승맥락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금산농악의 현 전승 주체들이 자신들

이 보유한 공연양식으로 금산농악의 정통성과 지역성을 모두 표하고자 하는 욕망

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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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pretation Which Based on 
the Viewpoint of Ethnomusicology 

About the Geumsan Nongak Pangut Structure

Yang, Ok-Kyung*

37)

This article interpret the mutually effect relationship between Geumsan Nongak 

Pangut structure and its context. Geumsan Nongak have a special experience it 

had handed down by Geumsan agricultural students. Geumsan Nongak had have 

been played by original residents in Geumsan, as one of folk art for performing 

for themselves until the middle of 1960’s.

But since the mid-1960s, Geumsan Nongak tradition had some variation about 

how to hand it down. The principal variation is that Geumsan Nongak 

transmission space had been changed, from original residents's living area to the 

Geumsan Nonggo(Geumsan Agricultural High School). Likewise, Geumsan 

Nongak transmission group had been changed to Geumsan Nonggo students.

Resercher thinks such this historical experience makes the current Geumsan 

Nongak players strongly expect that their performing nongak has being representative 

Nongak of the Geumsan locality. There are two directions and selections. One is 

to expand Dwitgut for gain the universality of Jwado Nongak. The other is to obtain 

a professional , suitable skill for present universal Nongak performing trend.

In conclusion, the current Geumsan Nongak Pangut is being handed traditional 

inherited Nongak down, But the other hand, its structure constantly have being 

changed according to players’s choice and recognition.

Key Words : Nongak, Geumsan Nongak, Honam Jwado Nongak, Pangut, Geumsan 

Nongg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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