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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농악의 다양성 추구와 현대적 계승을 위한 목적에서 우선 농악에 사용되는 성
악적 요소를 활용해 보고자 금산농악 속의 성악을 분류하고 정리해 본 것이다. 오늘날의
농악을 고사굿(혹은 마당밟이)과 판굿으로 나눌 때, 노래는 고사굿에서 다양하게 전승되
고 있다. 그러나 고사굿은 판굿에 비해 전승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농악에서 성악적인 요
소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정 당시의 형태를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농악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호남농악에서는 일찍이 ‘소리굿’을 두어 노래
를 위한 마당을 마련해 두었지만, 그에 불리는 노래는 필요에 의해 삽입되고 복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판굿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양한 성악곡을 활용하고 있는 예는
구례 잔수농악에서 볼 수 있다. 판굿에는 고사소리를 거의 넣어 부르기 어렵지만 몇 부분
을 발췌하거나 그때의 상황에 맞게 생략하거나 조절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악
위주의 농악에 대하여 성악을 적절히 삽입하여 부르거나 새롭게 발굴하여 판굿의 형태를
다양하게 짜서 공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판굿의 소리
굿 부분은 따로 독립하여 공연하기 좋은 굿거리가 될 수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적절하
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판굿에는 노동요보다는 잡가나 통속민요를 삽입하여 부르는 식
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농악의 무대화 및 지역적 특징을 살린 농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농요를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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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레파토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숙한 연주와 더불어
농악 치배들 간의 성악적인 단련도 필요하다. 오늘날의 판굿 역시 지속적으로 변모되고
새롭게 형성되어왔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굿놀음과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 농요의
긴요함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농악, 금산농악, 판굿, 고사굿, 노래, 덕담(축원)

1. 머리말
오늘날 농악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일정한 틀을 유지한
채 규격화,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농악이 한층 오락적이며 세련되어 예
술적인 성격을 띠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예전과 같이 여러 사람
들이 한데 어울려 난장을 이루지 못하는 점에서는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걸립농악’, ‘두레농악’, ‘판굿’ 등과 아울러 ‘연예농악’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농악은 이제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감상물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농악이 지나치게 판굿 위주로 무대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반
성과 고찰이 있어왔다. 농악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농악
이 존재해 온 삶의 터전과 방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본고는 오늘날 연행되는 금산농악의 모습을 짚어봄으로써 금산농악이 담보하고
있는 전통문화로서의 다양한 특징을 되살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농악은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음악과 춤, 연희, 노래 등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가운데 우선 금산농악에 쓰이는 노래의 양상을 통하여 농악 속에 노래가 어떻게 구
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농악 속의 노
래라면 다소 생소하기도 할 터지만, 이를 넓게 ‘사설’이라고 정리한 자료도 있는데,1)
농악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말이나 노래라는 의미로, 노래의 종류와 성격, 그 쓰임
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금산농악의 성격을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1) 농악을 형식면에서 ‘음악’과 ‘춤’, ‘놀이’, ‘극’, ‘사설’로 분류하기도 한다[정병호, 농악(서울: 열화당,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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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금산농악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산농악을 구실 삼아 그것이
보이는 있는 광범위한 특징 가운데 성악과 결부된 일면을 통하여 오늘날 농악의 모
습을 반성적으로 고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필자가 직접 금산농악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지 못한 점은 이 글의 가장
큰 한계임을 고백한다. 필자가 입수한 마을굿2)과 판굿3)의 두 가지 영상 자료를 중
심으로 하고 금산농악보존회4)가 제공하고 있는 문서 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토대
로 금산농악에 쓰이는 노래와 덕담(축원)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산농악의 전승배경
전통사회에서 농악이 연행된 맥락은 대개 ‘마을농악’과 ‘두레농악’, ‘걸립농악’ 등
으로 대별되는데, 금산도 예외는 아니다. 금산농악은 공연목적과 연행시기, 장소에
따라 섣달그믐의 매굿과 정월 초사흗날이나 열 나흗날 이루어지는 마당밟이, 정월
보름날의 당산제, 초사흘부터 대보름까지의 걸립굿, 모내기 때 이루어지는 기우제
굿, 김매기철의 두레풍장굿, 추석이나 단오, 칠석날 하는 명절굿, 백중이 지나면 송
계대방놀이, 짐승을 모는 몰이굿, 다양한 진법을 구사하는 판굿 등으로 전승되어 왔
다.5) 이 가운데 매굿, 마당밟이, 당산제, 명절굿, 기우제굿, 나아가서는 송계대방놀
이까지 마을 공동체의 축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굿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역시 마
을굿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금산농악보존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된 금산농악의 유래를 보면 ‘마을굿 → 송계대방
놀이 → 걸립농악 → 연예농악 → 현재’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시대별
로, 특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마을굿과 연합송계가 쇠퇴하면서 농악의 내용과 형
식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3)
4)
5)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달맞이굿, 1998년 2월 11일.
금산농악 공연,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2011년 9월 15일.
http://www.geumsannongak.co.kr/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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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농악이 유난히 발달했던 배경에는 연합송계라는 일종의 나무 두레 조직이
있어 백중을 전후하여 길을 닦고 난장을 벌이며 놀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송계대방
놀이는 일종의 두레굿이면서 마을별로 연합하여 굿을 벌이는 마을굿의 역할도 했으
며 이 밖에도 배걸립을 유도하기도 했으므로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겸했던 조직이
자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농사일에 ‘두레’가 형성된 것은 여느 지역의 경우와 같다. 금산의 두레는
모심기보다는 주로 김매기를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모을 심은 지 20~30일이 지나 모
가 자랄 때쯤 두레가 조직되고 논매기를 모두 마치는 것과 함께 두레도 마치며 두레
멕이를 하는데, 마을에서는 송계 닦는 날과 겸하여 백중날에 열기도 했다고 한다.6)
두레풍장은 힘겨운 노작과 관계된 것이므로 논으로 이동을 할 때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풍물을 치기도 했다. 풍물을 치는 사람이 일꾼들 앞에 서서
치면서 나가면 일꾼들이 뒤따라가면서 논을 매었는데 이것은 풍물을 치는 것이 흥
을 돋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논을 밟음으로써 논매기가 수월하기도 하고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논을 매
다가 거의 다 매었을 때 풍장소리에 맞춰 신명을 울리다 나왔다고 한다.7) 금산의
두레풍장이 조사된 부리면 평촌마을의 논농사 소리에는 이른바 물페기농요라고 하
여 ‘토신고사’와 ‘모심는소리’, ‘두렁밟기’, ‘아시매기(초벌매기)’, ‘두벌매기(재벌매
기)－긴방아소리’, ‘두벌매기(재벌매기)2－잦은방아소리와 쌈싸는소리’, 그리고 ‘장
원놀이’가 있으며 이는 현재 충청남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송계대방놀이는 일종의 두레굿이며 마을굿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마을 간의 연
합송계가 어우러져 놀이마당을 벌인 후 쇠싸움과 기싸움 등으로 풍물을 울리며 승
부를 가리는 절차가 있는가 하면, 길을 닦을 때에는 노동요를 부르며 일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금산농악은 이와 같은 송계대방놀이나 두레농악, 마을굿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과 오늘날 금산농악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6) 안용산․김영운, 금산 물페기농요 결성 농요(서울: 민속원, 2011), 32~36쪽.
7) 안용산․김영운, 앞의 책,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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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현재 금산농악보존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금산농악의 원천으로 마을굿을 제
일 먼저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인 판굿 위주로 전승하고 있다. 즉, 마을굿
은 ‘축원굿’과 ‘마당밟이’, ‘마당굿(판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마당굿을
정형화 시킨 판굿 형태로 규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금산 농악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악대가 무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표 1> 금산농악의 종류

축원굿
마을굿

마당밟이
마당굿(판굿) ➡
걸립굿
두레굿․송계대방놀이

필자는 여기서 금산농악이나 여타 농악이 걸립굿이나 두레굿, 또는 마을굿의 원
형을 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농악은 음악 자
체만 존재할 수 없으며 행위와, 노동, 풍속 등과 일체를 이루었을 때 본연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제 농악은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분리
가 불가피한 무대 공간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농악의 그 많은 유산은 얼마나
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어떠한가. 대부분의 농악은 그것이 의존했던 역사
적 맥락과 배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도 거의 잊혀 가고 있다.
예전의 농악의 맥락을 되살려 현장을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역시 작품화이자
대상화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형식적인 재현 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라도 과거 농악의 일부를 되살려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농악에 드러난
성악의 요소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자료 가운데 오
늘날 농악 속의 노래가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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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산농악 속의 성악
필자가 살펴볼 두 가지의 자료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첫째 마을굿 전반을 담은
자료와 둘째 무대화된 판굿을 담은 자료가 그것이다. 마을굿의 영상(1998년)에는 고
사굿과 판굿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으며, 판굿의 공연 자료(2011)는 말 그대로 판
굿 만을 담고 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수록된 판굿(2011)은 앞굿 위주로 진행되어
뒷굿에 나타나는 성악적 요소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2011년의 공연 자료는 본고
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살펴볼 금산농악의 성악
부분은 1998년의 마을굿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1) 고사굿
자료의 고사굿은 ‘문굿－성주굿－정지굿－장광－곳간－샘굿’으로 진행된다.8) 영
상 자료를 보면 노래는 특히 성주굿에 다양하게 짜여 불리며 정지굿, 샘굿, 장광, 광
굿 등에서는 장소에 걸맞는 짤막한 축원의 소리가 진행된다. 이 모든 노래와 소리는
상쇠가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특히 노래의 경우는 선소리를 상쇠가 메기며 나머지
치배들이 받아서 노래한다.
걸립패들이 고사굿을 칠 때 지방에 따라 문굿을 치고 나서 조왕굿을 먼저 치는
고장이 있고, 마당굿을 먼저 치는 고장이 있다.9) 경기도 낭걸립패들은 문굿을 치고
바로 마당굿을 치는데, 금산농악의 자료가 바로 이러한 경기도 걸립패의 고사굿과
순서가 닮아있다. 좌도농악이 문굿을 치고 집안 구석구석의 지신을 밟아 준 이후에
고사소리를 하는 것과 달리, 금산농악은 좌도농악이면서 농악대가 집안에 들어가 마
당굿을 먼저 논 후 고사소리를 하고, 이후 지신을 밟는다.

8) 금산농악보존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굿－성주굿－정지굿－샘굿－장광－광굿’의 순서와 샘굿의 위
치만 다르다.
9) 이보형, ｢민속예술(음악 및 무용)｣,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문화재관리국, 1978),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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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사소리

성주고사에서 고사소리는 상쇠와 같은 잽이가 부르기도 하지만 흔히 고사소리꾼
이 따로 있었고, 특히 신청걸립패에는 고사소리광대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10) 고사
소리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마을에 따라 전승되지 않는 경우도 많
다. 금산농악의 고사소리 역시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영상자료를 통해
보면 고사소리 대신에 잡가류의 축원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사소리의 자리에 금산농악에서는 <성주풀이>와 <액맥이타령>, <업타령> 등을
부르고 있는데 <액맥이타령>에는 ‘오방액막기’와 ‘월액막기’, ‘신액막기’ 등 종류가
다양하게 불린다. <업타령>은 <액맥이타령> 과 같은 곡조로 불리며 ‘액’을 막는 대
신 ‘업’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로 바꾸어 부른다.
영상자료를 통해 고사굿을 간단히 소개하면, 농악대가 집안에 들어서면 상쇠는
먼저 다음과 같은 <오행풀이>를 아니리로 한다.

<오행풀이(아니리)>
여봐라~예이
이댁을 들여다보니 백두대간 내려와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 오행이 분명허구나
앞에 안산을 바라보니 관우장비가 춤추는 듯
뒤에 주산을 바라보니 석가부처 잠자는 듯
청룡을 바라보니 아홉룡이 굽어들고
백호를 바라보니 성난범이 뛰는 듯
비전이 입수허니 대대등과 날 터로구나
진악산 노적봉이 분명허니 거부장자도 날 터이고
문필봉이 솟았으니 도학군자로 날 것이며
노인봉이 분명허니 백수장수가 날 터이니
어찌 아니가 좋을소냐 …(후략)

10) 이보형, ｢신대와 농기｣, 한국문화인류학 제8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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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오행풀이>는 호남우도농악에서 중중모리 장단으로 일정한 선율에 얹
어 부르기도 한다.11) 이와 같은 경우는 마당밟이의 경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아니리로 하는 <오행풀이>에 이어 굿거리장단의 다음의
<성주풀이>가 불린다.

<성주풀이; 굿거리>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소활령으로 서리서리 내리소사
에라 만수야 에라 대신이야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의 솔씨 받아 …(후략)

다음으로 자진모리 장단에 부르는 <액맥이타령>이다.

<액맥이타령 : 자진모리>
에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화중천에 액이로구나 아아아
동에는 청제장군이여
청마에 청안장 청갑옷 입고 청투구 쓰고
청마에 청살 막아내고 동으로 떠들어오는
내무수살을 다 막아낸다 …(후략)

위의 <액맥이타령>은 동․서․남․북․중앙의 액을 차례로 막는 내용으로 지속
된다. 이어지는 액은 달마다 들어오는 액으로 12달을 차례로 노래한다. 곡조와 선율
은 앞의 오방액을 막는 노래와 같다.

11) 정인삼․김헌선, 농악의 얼, 일깨운지 한평생 춤의 신명, 물깨운지 반백년(서울: 보고사, 2011),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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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맥이타령; 자진모리>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고
삼월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다막아 낸다 …(후략)

계속되는 <액맥이타령>은 몸에 드는 액을 비슷한 음가의 사물이 대신 받아내는
내용의 ‘신액몰아가기’이다. ‘신액몰아가기’는 같은 <액맥이타령>이지만 앞의 노래
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치 말을 하듯 엮어 나간다. 박자는 빠른 2소박 4박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마당밟이의 고사반과 형태가 같다.

<액맥이타령－신액몰아가기>
청박지가 에릴라면 호박지나 에리고
모가지가 에릴라면 호가지나 에리고
눈도지가 에릴라면 백호지가 에리고
팔뚝이나 에릴라면 굴뚝이나 에리고 …(후략)

다음은 위에서 부른 <액맥이타령> 곡조에 부르는 <업타령>이다.

<액맥이타령－업타령>
에루 업이야 어어루 업이야 어기영차 업이로구나
전라도 인업아 경상도 싼업아
인업일랑 싼업이랑 꾸역꾸역 들어를 오소 …(후략)

② 마당밟이

이상과 같은 고사소리를 마치면 다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마당밟기를 하는
데, 정지와 장광, 곳간, 샘 등을 밟으며 다음과 같이 짧은 축원의 소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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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굿>
구석구석 방구석 네 구석도 방구석12)
○○○○ ○○○

오방신장 합다리쳐 잡귀잡신 몰아내세

<장광>
쥐들어간다 쥐들어간다 장광에 쥐들어간다
오랑캐야 꽉물어라
간장은 달아야 고추장은 매웁고
된장은 누렇게

<곳간>
뒤주야 뒤주야
천석이나 쌓이고 만석이나 쌓이고
먹고 남고 쓰고 남게 점지하여 주소서

<샘굿>
동해바다 용왕님 물이나 철철 주시고
남해바다 용왕님 물이나 철철주시고
서해바다 용왕님 물이나 철철 주시고
아따 그 물 참 좋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아 벌떡벌떡 마시세

이와 같은 소리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한다. 대개 빠른 3소박 4박자로 불리기도 하
는데, 금산은 2소박 4박자로13) 사설을 촘촘히 붙여 불러 노래라기보다는 말로 외치는

12) 자료에 나타난 이 부분의 사설은 순서가 바뀌며 제대로 불리지 못했다.
13) <샘굿>의 경우를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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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 이와 같은 소리는 전국적으로 마당밟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노래의 양식으로서, 오늘날에는 영남 사물놀이 가락의 ‘별달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2) 판굿
금산농악의 판굿에서 불리는 노래는 판굿 가운데 소리굿에 등장한다. 소리굿은
호남농악에 등장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꼽히는데, 농악의 다양한 예술적 요소 가운데
‘소리’, 즉 성악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마당이다. 금산농악의 소리굿은 좌도, 우도에
서 모두 불리는 것으로 이른바 <월산요>, <월성가>, <옥설가>로도 불리는 노래를
부른다.

<소리굿; 옥설가>
얼씨구나
서정은 강산월이요 동각 설중매가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얼싸 절싸(*)
오늘도 하루 심심해서 노래 하나를 셍겨나보세(*)
무슨 노래 섬겨나 볼까 양양가를 섬겨나 보세(*)
양양가도 좋거니와 옥설가 하나를 셍겨나 보세(*)
옥설가도 좋거니와 세한가 하나를 셍겨나 보세(*) …(후략)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농악대는 4열 횡대로 열을 짓고 상쇠와 부쇠가 맨
앞에서 이들을 이끌고 뒷걸음질을 치며 전원이 한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며 합창으로
부른다. 현재 금산농악 소리굿의 노래는 이와 같이 <옥설가> 하나만 불리고 있지만
판굿에서 소리굿은 본디 악곡의 선택도 자유롭고 매우 흥겨운 거리로 즐겼던 것이

동해/바다/용왕/님－
서해/바다/용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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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다음의 대담 자료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조사자 : 그렇게 노는 것을 판굿이라고 했습니까?
유인규 : 그라지요. 그라고 쇠 가지고 노는 사람은 쇠로 놀고, 북 갖고 노는 사람은 북갖고
놀고, 그라다가 진짜 놀이가 있어. 요리 여섯이 요리 여섯이, 요리 여덟이 요리 여덟
이, 그래 갖고 여기서 노래하고 가믄 저기는 뒷걸음 치고, 저기서 노래하고 오믄 요리
뒷걸음해서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노래 앞소리 주고받아 가믄 그 참말로.
조사자 :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유인규 : 아리랑타령도 좋고 아무거나.
조사자 : 악기 들고 하세요?
유인규 : 다 들고 하제. 그것이 진짜 볼 만하제.14)

해남 북평면의 판굿은 대열을 짓고 서로 주고 받으며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며
이 소리굿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소리굿은 특별히 규격화된 양식이 없으며 자
유롭게 노래를 넣어 부를 수 있는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산농악의
판굿에는 <흥어기타령>이라는 파송굿 뒤에 부른 소리가 있는데, 판굿을 막음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금산농악에서 삽입되어 불리는 노래 및 축원의 소리를 정리한 것이 다
음의 표이다.

<표 2> 금산농악에 삽입된 노래와 덕담(축원)

굿의 종류

고사굿

성악의 삽입

고사소리

내용

특징

성주풀이

굿거리

액맥이타령
(오방액－월액)

자진모리

액맥이타령(신액)

4박자(외침)

유형(성격)
타령류(축원>유희)

고사반(주술)

14) 김혜정,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일대 조사보고－농악과 민속관악기｣, 남도민속연구 제4집(남도민속
학회, 1998), 24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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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타령

자진모리

타령류(축원>유희)

4박자(외침)

고사반(주술)

자진모리,
굿거리

타령류(유희)

179

정지굿
지신밟기

장독굿
곳간굿
샘굿

판굿

소리굿

옥설가

흥어기타령

흥어기타령

금산농악의 고사굿과 판굿의 사례를 통해 보면 지신밟기는 운문형의 사설에 단순
한 외침과 같은 박자와 주술적인 사설로 인해 제의적이고 신성한 분위기를 전달한
다. 고사소리는 지역에 따라 소리가 전승되고 있어도 현장에 맞게 사설을 바꾸거나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액맥이타령> 위주로만 하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하 수 있다.
고사광대에 의한 본격적인 고사소리가 불리지 않는 대신 잡가류의 <성주풀이>와
<액맥이타령>이 불리는데, 이들 노래는 기본적으로 축원의 내용을 노래하지만 유희
요로서의 기능도 있다. <액맥이타령> 가운데 신액을 물리치는 대목에서는 지신밟기
의 정지굿이나 장독굿 등에서 불리는 소리와 같이 빠른 4박자의 외침과 같은 형태
로 부른다. 이는 다른 어떤 액보다 사람의 몸에 드는 액은 그만큼 즉각적이고 단호
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사반의 주체는 사람이 신령에게
드리는 축원의 말이면서도 그 명령형 어투의 단호함에서는 신령이 주체가 되어 그
말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양식을 취함으로써 강력한 주술적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의성이 강한 고사굿과 달리 판굿에서는 <옥설가>나 <흥어기타령>과 같이 유희
요를 가져다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판굿의 소리굿을 이와 같은 노래로 짜고 있
는 경우는 좌도 농악의 일부에서도 볼 수 있다. 좌도농악 가운데에서도 구례 잔수농
악은 특별히 노래의 다양한 구성이 돋보이는 굿이다. 12채로 구성된 구례 잔수농악
의 구채는 ‘노래굿’이라 하여 <농부가>를 부르고, 십채는 ‘성주풀이굿’이라고 하여
고사굿을 가져다가 판을 짠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주풀이굿’에서는 앞서 살펴본 금
산의 고사굿에서와 같이 <성주풀이>와 <액맥이타령>를 부른다. 마지막 파송굿인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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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굿에서는 <산아지타령>까지 부른다.15) 구례 잔수농악은 판굿에 고사굿의 끌여
들여 판을 짜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 하겠다.

4. 판제의 다양성을 위한 제언
오늘날 농악대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전통사회와 다르므로, 농악을 재생산
하고 전승하는 기반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점차
획일화, 규격화 되어가는 농악에 사람들은 싫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농악 자체
도 더 이상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농악의 다양성 추구와 현대적 계승을 위하여 우선 성악적 요소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금산농악 속의 성악을 분류하고 정리해 본 것이다. 오늘날 전
승되는 농악을 크게 고사굿(혹은 마당밟이)과 판굿으로 나누어 볼 때, 노래의 종류
는 고사굿에서 훨씬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사굿은 판굿에 비해 전승이 한층 위축되어 있다. 오늘날 판굿 위주의 기악이 중심
이 되고 있고 고사굿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전통사회의 농악에서 성악
적인 요소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정될 당시의 형태를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농악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도 있다. 호남농악에서는 일찌기
‘소리굿’을 두어 노래를 위한 마당을 마련해 두었지만, 그에 불리는 노래는 필요에
의해 삽입되고 복제되어 온 것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호남과 경기지방의 판
굿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농부가(상사소리)>는 1960년대 여성농악단이 판굿 중심으
로 농악을 계승하며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16) 농악 판굿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성악곡을 잘 활용하고 있는 예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례 잔수농악을 꼽을

15) 나경수․이용식․최숙경, 구례잔수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93~195쪽.
16) 박은영, ｢여성농악단을 통해 본 근대 연예농악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제11호(실천민속학회,
2008),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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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판굿에는 고사소리를 거의 넣어 부르기 어렵지만 몇 부분을 발췌하거나 그
때의 상황에 맞게 생략하거나 조절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사굿을 대표하는 고사소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 최자운은 지신
밟기와 같은 의례 농악에서 축귀와 축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되, 다른 연행
갈래와의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 공연 레퍼토리를 풍성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
대에서 이루어지는 지신밟기에서 상쇠의 고사소리와 함께 모의농경행위인 농사풀이
를 삽입하는 방법이나, 지신밟기를 끝내고 뒷풀이를 할 때 호남농악의 구정놀이나
웃다리농악의 판굿 등 연희농악의 요소를 차용하여 공연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17)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농악의 성악적 활용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악 위주
의 농악에 대하여 성악을 적절히 삽입하여 부르거나 새롭게 발굴하여 판굿의 형태
를 다양하게 짜서 공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판굿
의 소리굿 부분은 따로 독립하여 공연하기 좋은 굿거리가 될 수 있으며, 교육현장에
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농악의 무대화, 지역적 특징을 살린 농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농요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판굿에는 노동요 보다는 잡
가나 통속민요가 삽입되어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기농악에서도 남도의 <농부
가>에 맞춰 모의 농경행위를 하고 있다. 금산을 예로 들면 금산을 대표하는 물페기
농요나 농바우끄시는소리와 같은 금산이 가진 소리를 편곡하거나 활용하여 무대음
악으로서의 농악을 새롭게 꾸미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레파토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숙한 연주와 더
불어 농악 치배들 간의 성악적인 단련도 필요하다. 고사굿에서 고사소리를 위해 특
별히 고사광대를 대동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 상쇠가 훈련을 쌓아야
노래 공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상, 지금의 판굿 역시 지속적으로 변모되고 새롭게 형성된 측면이 있음을 인식
하고, 앞으로 다양한 굿놀음과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 농요의 긴요함을 환기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보았다.

17) 최자운, ｢농악대 고사소리의 전승 양상과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제24집(한국민요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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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 and Words of Blessing in Geumsan Nongak
Kim, In-Suk*
1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versity and the inheritance of
farmer’s music, focusing on songs and words of blessing during performance. The
music of Korean farmers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Gosa-kut(Madangbalbi,
ritual and religious one) and Pan-kut(artistically organized one). Songs and words
of Blessing have been mostly transmitted in Gosa-kut. However, today Gosa-kut
is disappearing as Pan-kut prevails.
The original form of Nongak, i.e. farmer’s music, is assumed to be transmitted
as a cultural asset, however the diversity and the modification of the music should
be considered. It is easy enough to verify that Nongbuga, one of the farming songs
in south-west part of Korea, has gradually been spread through 1960s by women’s
band of farmer’s music. In some areas any kind of folk songs were used as the
vocal section of farmer’s music. The most outstanding example is Zansu Nongak
in Gurye province. Zansu Nongak is a type of Pan-kut which is commonly
regarded as an instrumental music, but still folksongs are abundant in it.
In conclusion, farmer’s music will be practiced better by modification, and the
vocal section may be performed independently on a theatre stage or for
elementary music class.

Key Words : Farmer’s music, Geumsan Nongak, Pan-kut, Gosa-kut, songs, words

of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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