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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지역은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호인 고산농악과 제3호인 욱수농악, 

제13호인 상감입사장 등 3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무형문화재 제1

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수성지역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

다. 그러나 이같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는 자긍심 못지않게 부담을 가지는 

것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자산을 어떻게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느냐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의 문제는 비단 수

성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성지역민들로서는 당장 지역보

유 무형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이들 문화자산들이 제대로 보

존전승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도 명색이 제1

호와 제3호 무형문화재의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지 않고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

황은 지역무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 수성지역무형문화재를 취재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

실적 문제들이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보존과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원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적응의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살아있는 예술과 기

능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개념화하는 것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승문

제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수요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전

수에 따른 재정지원을 비롯해 후계인재 확보 등에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

다. 이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문화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우선 수성지역

에서나마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방면의 연구결과를 책자로 출

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들 3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으로 고산농악단과 욱

수농악단의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를 총정리했고, 상감입사장의 각종 자료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번 수성지역무형문화재연구의 성과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할지라

도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함에 있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의 총괄기획 

및 정리는 홍종흠이 맡았고, 분야별 연구로는 고산농악은 박재건과 박위호가, 욱수

농악은 이동순과 서지연이, 상감입사장은 임언미와 정행은이 각각 맡았습니다. 이 

연구사업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신 윤종현 수성문화원 원장님과 무형문화재의 취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운 상감입사장 장인님, 류잠발 고산농악 단장님, 손

석철 욱수농악 단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를 위해 열정을 바친 연

구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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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문화원은 대구 지역에서 다소 늦게 개소했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성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수성구지역의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

호인 고산농악, 제3호 욱수농악, 제13호 상감입사장 3종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으로서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를 총정리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제1호를 수성

구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제3호 욱수농악과 제13호 상감

입사장까지 다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성구민

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연극·음악·무용·공

예기술 등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와 예술적으로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문화유적과 같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형문화재는 무

엇보다 기록과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이 계승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소중한 전통가치도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변화무쌍한 시대와 

문화상황 속에서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자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

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분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잃지 않고자 늘 노력하

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존재는 알지만 다소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무형문화

재 연구를 접근하기에 처음엔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구사업을 진행하

면서 알게 된 것은 상징적인 면모에 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상황은 열악한 상

황이 많았고, 특히 제1호 고산농악과 제3호 욱수농악은 농악이라는 특성상 이를 펼

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능보유자가 10년 이상 지

정되지 않아 무형문화재의 존립에 대한 위기도 느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무형문

화재 원형보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

탬이 되고자 수성문화원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오래도록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진자료와 문헌을 정리하고, 작업과정 등을 영상화하여 현

장을 재현하고 무형문화재 현재의 모습을 생생히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수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수성구의 무형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와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홍종흠 향토문화연구소장님과 함께 

연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취재에 적극 참여해주신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

농악 류잠발 단장님, 제3호 욱수농악 손석철 단장님, 제13호 상감입사장 김용운 장

인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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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연구

1. 한국인의 농악과 신명, 그리고 통일성

농악은 한국인의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비범한 가치의 분야이다. 농악이 지니는 가치는 일

상적 삶의 평범 속에서 추출된 비범성의 총화라 할 수 있다. 농악에서 우리는 인류무형유산

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여러 다양한 신명풀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갈래라 할 

수 있는 농악을 이제는 세계인의 공유자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농악인들은 각성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항시 평등의 자세와 

가치관을 지니면서 높은 차원의 우주적 자아를 감당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정신이야말로 농악의 기초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상

을 높여야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전체 농악 전문인들의 자아각성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농악에 집중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요청되는 길이다. 농악이 지니고 있는 평등과 신

명의 정신을 전해야 할 임무를 농악 전문인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할 때 치는 음악을 일컫는 말이다. 넓은 의미로는 꽹과리, 

징, 장구,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행진, 의식, 노동, 판놀음 등을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

키는 말이다. 굿, 매구, 풍장, 금고(金鼓), 취군 등으로도 불린다. 굿은 흔히 무당이 노래와 춤

을 벌이며 소망을 신에게 비는 의식을 가리키지만, 농악을 가리키기도 한다. 농악 치는 것을 

‘굿한다’고 하며, 또 당산굿, 샘굿, 성주굿과 같이 굿패들이 농악을 치며 벌이는 민간신앙

의식을 가리키고, 길굿, 삼채굿과 같이 농악가락을 가리키며, 오방진굿, 도둑재비굿과 같이 

농악대들이 판놀음으로 벌이는 판굿의 놀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풍장은 두레풍장, 장풍장, 

배치기풍장과 같이 풍악으로 벌이는 고장(북장단)이라는 뜻이다. 금고는 징·꽹과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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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로 된 악기와 북이 합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이며, 취군은 행진음악을 연주하는 악대라

는 뜻이다. 매구는 섣달그믐에 잡귀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고자 치는 매굿, 또는 꽹과리

를 꽹매기, 매구라 하듯이 꽹과리를 가리키는 말로도 풀이된다.

농악과 더불어 형성된 한국인의 문학작품으로는 가장 먼저 <풍년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경기민요 가락으로 불리는데 농악연희와 더불어 농민들에 의해 집단 가창의 방

식으로 전해져 왔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춘삼월에 화전(화류)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연년(年年年年)이 풍년이로구나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하(夏)사월에 관등놀이를 가자

천하지대본은 농사 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농사에 힘씁시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오뉴월에 탁족(濯足)놀이를 가자

저 건너 김풍헌 거동을 보아라 노적가리 쳐다보며 춤만 덩실 춘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구시월에 단풍놀이를 가자

함경전 넓은 뜰 씨암탉 걸음으로 아기장 아장 걸어 광한루로 걸어간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동지섣달에 설경놀이를 가자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삼천리 이 강산에 봄이 돌아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 좋다 명년 봄 돌아오면 화전놀이를 가자

- 전래민요 <풍년가> 전문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농촌 사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이다. 

타악기 합주와 함께 전통 관악기 연주, 행진, 춤, 연극, 기예 등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발전하여 왔다. 각 지역의 농악 공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을신과 농사 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봄의 풍농 기원과 추수기

의 풍년제,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행사 등, 실로 다양한 마을 행사

에서 연행되며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과 춤을 연주하고 시연한다. 

농악은 타악 합주(때때로 관악기가 포함되기도 함), 행진, 춤, 연극, 기예의 요소가 한데 어

우러진 일종의 종합적인 공연예술의 장르이다. 농악은 마을신과 농사 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祝願), 봄의 풍농(豐農) 기원과 추수기의 풍년제, 마을 공동체가 추구

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행사, 그리고 전문 농악패들에 의한 여흥 등 실로 다양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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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행되어 왔다. 마을의 흥겨운 행사치고 화려하게 치장한 농악대의 떠들썩한 음악과 춤

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농악 공연이 북돋는 흥겨운 기분, 즉 신명은 한

국인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음악의 장단은 흔히 3소박

과 혼박, 혼소박 등 불균등 구조의 복잡한 리듬이 많이 사용된다. 쇠와 가죽으로 음색을 내

는 꽹과리와 장구가 주요 리듬을 연주하는 한편, 징과 북은 단순한 리듬으로 음악에 강세를 

만들어준다. 소고를 연주하는 연행자들은 음악 연주보다는 춤에 더 치중한다. 농악 춤은 개

인의 기량을 보여주는 춤과 함께 단체가 만드는 진짜기, 상모놀음 등이 포함된다. 탈을 쓰거

나 특별한 옷차림을 한 잡색들이 재미난 촌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희가 진행되고, 버나돌리

기나 어린 아이를 어른 연행자의 어깨 위에 태워 재주를 보여주는 무동놀이와 같은 기예도 

함께 연행된다.

시인 신경림(申庚林, 1936~ )은 1973년 시집 <농무(農舞)>를 통하여 농악이 농촌과 농민의 

삶에서 하나의 기본적 삶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였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 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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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의 시 <농무> 전문

삶의 울분, 분노 등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앙금을 농악은 여과시켜주고 조절하며 평정으로 

이끌어준다. 위의 시는 이런 농악의 기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악은 기층민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연행되고 향유되지만 신명나는 공연을 보여주는 

전문연희패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전문적인 레퍼토리는 타악 4중주에 해당하는 ‘사

물놀이’와 넌버벌(non-verbal) 연극 ‘난타’와 같은 작품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런 시도는 음

악적인 요소만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보다 광범한 청중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다.

농악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농악은 매우 인기가 높은 공

연 예술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흔하게 농악 공연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악과 친숙해진다. 초등학교 수준의 공교육 현장에서도 농악 연주에 쓰

이는 악기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농악의 기본적인 내용

과 악기 연주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

교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또는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하여 농악에서 사용

되는 음악을 익히고 연행에 참여할 수 있다. 어른들 역시 직장이나 마을의 농악 동아리에 가

입하여 농악을 즐기기도 한다.

아동문학가 최만조는 농악을 테마로 한 동시를 써서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작품은 초등학

교 6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농악 현장의 분위기와 진행경과 및 그 의미가 

잘 그려져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하늘 높이 들고 

징 소리 

꽹과리 소리 

맑은 하늘 퍼져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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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잉 징… 

꽤앵 꽹 꽹 꽤꽹 꽹… 

고깔 쓴 나비들이 

빨강 노랑 파랑 

무지개띠 

비비 꼬고 

쥐어 흔들고 

비잉빙 원을 그리며 

훠얼훨 날아 뛴다. 

지잉 징… 

꽤앵 꽹 꽹 꽤꽹 꽹… 

풍년의 소리 

소리가 쏟아진다. 

농부의 땀이 익는다. 

가을 하늘이 즐겁다.

- 최만조의 동시 <농악 소리> 전문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민간 연행자,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농악보존

회로 지정된 그룹 등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문화적 공감대와 소통의 매개체로서 농악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

육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 또는 2회의 강좌를 연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 모두가 열정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전문적인 공연 단체 

역시 농악의 교육 및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최고 기량

의 농악대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국악원의 여러 지방 분원 역시 각 지방

의 농악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흥을 돋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동체의 행사에서는 빈

번하게 농악이 연주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농악에 노출되어 

왔다. 오늘날까지 농악은 폭넓은 인기를 누리는 민속예술로 남아 있으며, 각종 축제와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농악을 대표적인 문

화유산으로 여기고 있다. 근대 이전 시대의 농악은 공동체 내 연대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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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정체성을 만들고 공유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경

향 속에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오랜 세월에 걸친 농악의 기능

은 오늘날의 한민족 사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농악의 다양한 기능, 즉 매혹적이고 서사적

인 민속예술, 흥겨운 여흥의 형식, 공동체 축제나 공적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악이 지니는 가치는 매우 높으며, 농악이 각 지방에서 풀뿌리 문화의 산

물로서 가장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술형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흔히 흥이 많고 열정적이며, ‘신명(도취적인 흥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

서적 특징 덕분에 한국인들은 노래와 춤, 음악 연주 등에 쉽게 매료되는 성향을 지녔다. 타

악기의 흥겨운 리듬과 태평소의 귀를 뚫을 것 같은 고음이 특징인 농악은 보고 듣는 사람들

에게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깨춤을 추게 만든다. 따라서 흔히 농악은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서로서, 연행자들과 관객이 한데 어울려 흥겨움을 나누고 소통하게 해주며 이러

한 역할에 적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농악이 지켜온 불변의 가치이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도 성공적으로 전승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 보고 들어도 한국인을 신명나게 해주는 농악은 음악적인 요소뿐 아니라, 무용

적인 요소와 연희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농악이나 농악무는 농사와 관련하여 

집단노동을 할 때,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명절 같은 때에 흥을 돋우기 위해 연

주하는 농민들의 음악과 춤인 것은 분명하다.

시인 노천명(盧天命, 1912~1957)의 시작품 <남사당(男寺黨)>에 나타난 풍경도 1930년대 농

촌의 풍경과 농악, 혹은 남사당이라 부르던 유랑연희패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남포불을 돋운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십분 굴욕되다.

산 넘어 지나온 저 동리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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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야!

나는 집시의 피였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 노천명의 시 <남사당> 전문

남사당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떠돌이 예인집단이다. 남사당패를 비롯하여 대광대

패, 솟대쟁이패, 사당패, 걸립패, 중매구 등이 있다. 노천명의 시작품은 마을에 진입한 남사

당패의 외모와 입성, 그들이 연주하던 악기의 종류 따위가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남사당패

의 연원이나 역사적 형성과정을 밝히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그러나 1900

년대 초 이전에 서민사회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발전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집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를 ‘풍물’또는 ‘풍장’이라고 하는데, 풍물(風物)이란 말은 풍악에 쓰는 

기물을 말하는 것이며, 풍장은 풍악이나, 풍류에 비해 보다 규모가 커서 야외에서 연주되는 

질박한 음악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흔히 풍류라고 하면 줄풍류를 의미하는데, 줄풍류란 현

악기 중심의 소규모 합주를 말함이다. 이는 양반네들이나 글공부하는 선비들이 사랑방에 모

여 앉아 거문고, 가야금, 양금과 같은 현악기에 단소와 같은 악기를 곁들여 조용하게 영산회

상과 같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혹은 이러한 악기를 반주 삼아 가곡을 부르거나 시조창을 부르

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풍류도 있다. 큰풍류라는 말이 아니라, 대나무 악기들, 즉 피리나 대

금과 같은 악기들이 중심을 이루는 합주를 말한다. 대풍류는 줄풍류에 비해 규모도 크고 소

리도 커서 주로 야외 행사에 쓰이거나 춤을 반주하는 데 쓰였다. 풍악이란 말은 대풍류와 통

한다. 농악을 ‘굿’이나 ‘매구’, 혹은 ‘두레’나 ‘금고’, ‘취군’등 여러 명칭으로도 부르고 있

다. ‘굿’이란 흔히 무격(巫覡) 신앙과 관련된 의식이나 연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농악

을 굿이라 부르는 것은 농악이 다양한 연희 이외에도 의식을 연출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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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구’란 분명치 않으나 절 걸립 농악을 중매구, 농악 연주를 ‘매구친다’라고 표현하는 점

으로 농악의 딴 이름이 매구이고, ‘두레’라는 말은 요새 말로 협동노동 조직체라는 의미이

다. 두레는 일감에 따라 김매기 두레, 풀베기 두레, 모심기두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두레는 한 두 사람이 하는 음악이 아님을 알게 한다. 또한 ‘금고’(金鼓)란 쇠붙이 악기

와 가죽악기의 합주라는 의미인데, 옛 전쟁터에서 북을 치면 전진하고 쇠를 치면 퇴각한다는 

의미로 고진퇴금(鼓進退金)이란 용례가 있다. ‘취군’(吹軍)은 군악조의 씩씩한 가락을 연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원래 농악은 마을마다 농악을 치는 악대, 즉 농악대가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이들의 연주로 힘든 농사일의 능률을 올려주기도 하고, 추수가 끝난 후에는 

부락민들이 함께 무리지어 즐기던 전통적인 연희요, 춤이며 음악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악은 민속놀이화 되어 명절 때나 마을의 의식행사, 또는 연희행사에는 반드시 연주되어야 

하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농악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온 장르임이 틀림없다. 

농악의 미적 가치는 전통연희 갈래 가운데 가장 격동적이며 충동적인 연희 갈래이며 처음

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신명풀이의 연속적 예술행위이다. 농악은 쇠, 징, 장구, 북 등 도구를 

사용한다. 쇠는 잔가락을 펼쳐놓고 징은 장단의 기둥을 세운다. 장구는 쇳가락과 전혀 다른 

잔가락을 연주하면서도 쇳가락을 감싸며 북은 가락의 중요한 점을 짚어준다. 농악은 서양음

악처럼 단일한 형태로 연주하지 않고 같은 장단이라도 여러 각도에서 자신의 음색을 발휘한

다는 세계적 의의가 있다. 농악의 즉흥성(卽興性)은 우리 문화가 비빔밥, 색동옷의 문화라는 

기존의 논리와 유사하다. 저마다 연주하며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사상, 대립과 전체를 드

러내는 미학적 장치로 농악이 이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농악은 무율 타악기로 ‘리듬음악’을 

연주하는 독특한 음악이다. 농악의 리듬은 무한한 변형을 만들어 내는데 이 가락은 세계적으

로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농악의 음악적 우수성은 불균등박자가 혼합된 혼소박 가락(2소박과 3소박)에서 찾을 수 있

는데 이것은 매우 오래된 고형이고 길굿과 같은 종교적 신성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

락을 더욱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 농악은 세계적 생활예술로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다. 농

경을 생업의 주된 기반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에게 풍물은 예술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일제

시대, 미국문화의 유입 등으로 풍물의 단절과 함께 민족문화는 거의 뿌리가 흔들렸다. 이후 

1980년대 민중운동의 대중화 노선과 함께 문예운동 진영에서도 대중문예, 군중문예, 공동체

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일상생활 속으로 풍물문화가 회귀했다. 이제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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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풍물소리를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만 공동체문화의 지향이라기보다 관주도 행사에 참여

하며 도시생활에 맞는 재창조의 모색이 부족하다.

농악은 어울림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심리적인 욕구란 생리적 리듬을 근본으로 하여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체험을 통해 형성되

는 욕구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진본이라는 생리적 리듬을 근본으로 하여 분화되는 욕망

들이라 본다. 따라서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욕구를 지닌 인간형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에너지의 성질은 같은 것으로서 심미적 욕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용의 상

태에서 나타나는 좋음과 싫음, 귀함과 천함, 같은 심미적 가치관과 표출의 상태에서 나타나

는 잘난 자와 못난 자와 같은 물미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런 가치관들은 그것이 어

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한 인간에게 있어 그 결과들은 모두가 진실이다.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형의 결과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

각적인 역학관계로 서로 부대끼며 만들어낸 합작품으로서 그것이 좋게 느껴지던 나쁘게 느껴

지던 그런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

르게 지금도 모두는 관여되어 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로부터 배워온 상생의 심리적 정보와 

질서가 막상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아닌 상극의 심리적 정보 질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받게 되는 마음의 충격 때문으로 부모들을 통해 알고 있던 어른들에 대한 신뢰

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 때문임을 기성세대인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

러므로 기성세대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리고 치장하며 젊은이들의 입을 막고 설득하려 해봤자 

직관적으로 이미 그 논리에 대한 거부반응을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은 지구상에

서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놀이문화를 가장 즐기고 좋아했던 민족이다. 그 가장 핵심적 사례가 

마당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두레와 같은 공동체적 어울림의 문화이다. 서로 간에 생겨날 대립

의 정보들을 될 수 있는 한 차단하고 모두가 전체의 부분 부분이 되어 주객이 따로 없는 심리

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집단적 놀이문화로 정착시킨 민족이 한국인이다.  

주인공과 조연이 따로 없는 모두가 놀이의 한 부분 부분을 이루며 전체가 되는 아무런 대립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외감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서로 간에 극단적인 마음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즐거움의 쌍방적 심리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주인과 객, 

조연과 주연이 갈라지는 어느 한 쪽으로 즐거움이 치우치게 되는 대립구조에서는 서로가 다

르다는 이질성을 느끼게 함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상대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은 소외되는 대립적인 이분법의 놀이문화는 항상 이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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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는 자, 주인공과 조연, 주인과 객 같은 거리가 생겨나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만들어냄으

로 서로 간에 이유 없는 적개심이 생겨나게 할 수 있기에 항시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

씀과 설법도 이런 상생의 놀이마당만큼 큰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농악이 지니는 민속예술로서의 정서와 미의식은 특별하다.

민속예술의 핵심이나 생명은 정적(靜的)인 가치를 추구하는 상층예술과 다르다. 민속예술

은 항상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명으로 삼는다. 따라서 민속예술은 움직이는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속예술의 정서와 미의식은 생활의 체험을 그 바

탕으로 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민속예술의 정서 크게 기쁨(웃음/신명)과 슬픔(눈

물/한)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속예술의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웃음과 눈물 또는 기쁨과 

슬픔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특징을 지닌다. 웃음과 눈물 또는 기쁨과 슬픔은 일정

한 관련 속에서 항상 교체,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것이 민속예술의 중요한 정서로 파악한다. 

민속예술의 정서적 질서는 기쁨(웃음/신명)과 슬픔(눈물/한)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다음으로는 민속예술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민속예술의 기본적 미학이 지니는 질서는 변화(變化)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원리로는 

점층적 가속틀, 긴장과 이완의 원리, 직접적인 참여, 매기고 받는 원리, 즉흥성, 개방성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민요의 경우 느린 장단에서 점점 잦은 장단으로 몰아가는 ‘점층적 가속틀’

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 소리의 음역의 변화를 통해 눈물과 신명을 맺고 푸는 질서가 맞물

리며, 이를 통해 변화와 자유를 추구한다. 매기고(선소리꾼) 받는(후소리꾼) 역할과 구조, 그

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소리판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며 소리판 전체의 변화를 추구한다. 

시나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시나위는 민속악의 기악합주로 남도지방의 무악(巫

樂) 계통의 하나로 각 악기가 제각기 연주하는 듯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연주자의 즉흥적인 가락이나 기교를 최대한 발휘하며, 각 악기가 독특한 가락과 음빛

깔로 비화성적인 합주를 연주하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들리는 특징을 지닌다. 이

런 시나위의 핵심은 악기 전체와 부분, 총체와 개체가 조화하면서 갈등하는 데 있다. 시나위

는 즉흥성이 생명인 음악이다. 그러나 즉흥성 속에서도 전체와 총체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아

야 하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시나위는 여럿이 함께 하는 집단적 신명풀이라는 

음악적 특징을 지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연주에 있어서의 즉흥성, 그리고 끊

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집단적 신명풀이를 이끌어내는 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적 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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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갈무리된 대표적인 민속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례로는 풍물(농악)을 들 수 있다. 농악은 가락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의 원리(변화의 추구), 놀이꾼과 구경꾼이 구분되지 않는 열린 구조 및 개방성의 원리 등

을 지닌다. 여기엔 집단적 신명이 도출된다. 판소리는 웃음 눈물의 교체와 반복, 긴장과 이

완의 원리(장단과 사설)를 통한 변화의 추구, 추임새 등이 바탕이 되는 예술이다.

한국인의 전통마을은 그 미덕을 다시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겉으로 드러난 

공간적 경관의 배치미학과 안으로 숨겨진 시간적 계승의 속신원리가 씨줄과 날줄로 상생되

어 있다. 그 둘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씨족마을이냐 각성바지마을이냐 그리고 특정인물 존

재여부에 따라 마을성향이 달라진다. 문중의 관행이 마을규범에 그대로 반영되는 마을도 있

고, 역사적 인물이나 풍수적 속신에 의해 마을의 내외적 느낌이 좌우되는 사례도 있다. 그래

서 전통마을은 다면적이다. 전통마을은 생태환경에 따라 특유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

럼에도 한국 전통마을에는 미학성과 실용성이 있다. 

삶 속에 복락을 누리는 공간으로 값어치를 끌어올린 흔적이 보이면서 실무적 기능에 의해 

진취적인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측면이 있다. 주로 공동체 행위를 통해 이러한 관념이 현

실문맥으로 실현된다. 경관과 마을 건물 배치 역시 이러한 관념에 의해 그 마을의 자연과 어

울려 조성된다. 그 대표적인 담론이 마을신앙과 세시의례, 조직관행 등에 의해 실현된다. 마

을신앙은 마을굿, 동제(洞祭)의 차원에서 주기적 반복행위로 표출된다. 주로 마을신神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데, 행위의례를 통해 서열과 금기도 표출된다. 어른의 노숙함이 의례를 주

도하고 젊은이들이 외경심으로 대물림을 준비한다. 마을전통의 교육적 기능인 셈이다. 마을

신을 위하는 신성행위에는 지극정성의 금기적 속신(俗信)이 있다. 음양오행의 상징 안에서 

제의적 행위가 이루어지며, 생기복덕(生氣福德)의 원리 속에서 마을신은 존재한다. 이러한 

엄격한 공동체 의례는 마을구성원을 이어주는 지연적 끈이다. 이 끈은 개인 탯줄과 달리 공

동체의 힘으로 작용한다.

마을굿의 제의절차에서 대동회의, 걸립, 지신, 마당밟기는 준비와 앞놀이에 해당한다. 앞놀

이에서 돋우어진 흥겨움과 신명이 영신과 접신을 도와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신성(神聖)을 

다시 가무오신으로 즐겁게 해서 난장판을 이루어 신성한 태초의 혼돈세계를 연출한다. 생명

과 활성의 원천에서 바닥난 힘이 삼재(三才)와 소통하도록 꾸며진 신화적 모의의례를 통해 놀

이화될 때 겨루기의 요소가 큰 역할을 감당한다. 이는 마을 경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평소에 이원화되었다가 마을굿이 행해질 때 일원화되는 이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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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반대로 마을신앙은 성스러움의 메카니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의를 행하고 난 다

음 뒤풀이의 잔치에서 신명을 누린다. 덕담을 건네고 먹을거리를 나누고 웃음을 자아낸다. 

희로애락의 정서가 녹는 난장의 흥취가 있다. 마을축제의 진국이 여기에 있다. 농악 또는 

풍물이 반드시 함께하는 까닭도 이러한 사연 때문이다. 노는 마당은 마을 주체만이 아니라 

마을신도 더불어 불러들인다. 신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한 마당이다. 이 소통의 끈은 마을 사

람들의 정신적 연대감으로 움직인다. 마을신앙의 시간적 축은 세시의례의 시간성과 연관된

다. 한국전통마을의 마을굿이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백중, 추석 등 세시명절에 집중되어 있

는 것도 세시축제의 원형질이기에 부합하는 탓이다. 마을굿은 마을의 지역성과 생태성에 따

라 지향하는 색채가 다르다. 마을굿의 특성은 제의집단이 추구하는 이념과 맞물려 있다. 대

동놀이도 마을굿의 연장선에서 연행된다. 다만 세시의례의 연관성으로 생업활동의 모의의례

성(冒擬儀禮性)이 강하다. 다리밟기, 지신밟기, 백중놀이, 줄다리기 등이 그것이다. 집단놀

이는 전통마을의 축제성을 부각시켰다. 대동놀이의 공동체 연희 경험은 일상의 규범에서 벗

어나 몰입함으로써 흥겨움과 신명을 느끼게 한다. 이 같은 체험은 마을주체들을 동질감으로 

묶어주고, 품앗이로 나아가 마을의 위기 앞에 뭉치는 구실도 하였다.  

마을 공동체문화는 신과 인간의 어울림을 통해 표출된 물질전승, 행위전승, 구비전승이라

는 원형자원이다. 마을굿의 제물 차리기에는 마을 주체들의 신앙적 심성이 반영되어 있다. 

마을굿의 풍물 치기, 노래하기, 이야기하기에는 마을 주체의 놀이 정서가 신명과 재미의 오

락성으로 녹아 있다. 전통성을 강조하는 마을일수록 일정한 전승문법이 있는데, 전통마을의 

문화적 연대감에는 마을 구성원으로서 주체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경험의 속신적 세계관이 

각인되어 있다. 놀이문화는 마을축제의 일환으로 일상의 공동체 생업관행과 대립관계에서 

그 특징이 발휘된다. 싸움, 겨루기, 점치기, 놀음 등의 행위를 바탕으로 일상 규범에 벗어나

고 휴식으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 이 같은 전통마을의 대동놀이 유전자는 한국인의 붉은악

마 거리응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통마을은 마을조직의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약(鄕約), 계, 두레 

전통이 그것이다. 향약은 자발적인 규범이기보다 마을통치의 정치적 규범에 가깝다. 전통마

을에는 계조직(契組織)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대동계는 향약의 일면을 살려 환난상휼의 

공동체적인 면을 드러내는 동계다. 계는 향약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했고 지연과 혈연의 조건

으로 자생적 협동체로 발전했다. 두레는 전통마을에서 주체들이 조직한 작업 공동체다. 단

순히 농사의 공동노동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안전, 재해예방 등 업무와 사업에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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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더구나 공동 노동과정에는 농악과 호미씻이와 같은 놀이와 행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노동요와 지신밟기, 상여놀이 등의 공동연행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조직의 끈은 주체들의 자

발적인 생명력이며 이웃과 어울려 정을 나누고 자연환경과 더불어 순환적 정서를 지니고 있

다. 질서 지키기와 권선징악을 위한 도덕적 틀이 전제되고 있으나, 생산력 증대, 구성원 안

녕, 위기대비 등 생존전략을 위한 실용적 공동체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마을은 남녀노

소와 빈부귀천 등에 관계없이 마을 구성원 누구든 협력하고 배려해온 집단의식이 있으며, 관

에 의존하기보다 마을주민 스스로 자기존중감을 보였다. 한국 민족문화의 저력인 동시에 마

을문화의 숨겨진 가치다. 

전통마을을 떠올리면 먼저 고향과 어머니가 생각난다. 고즈넉한 푸른 색, 그 곳만의 사투

리, 구수한 냄새, 가슴 찡한 이야기, 까치밥과 까치구멍의 모양새, 따스한 구들의 손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전통마을은 생업공간이며 동시에 지역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곳에 사는 이들도 본래 생업을 버리고 문화관광업에 매달린 경우도 볼 수 있다. 마을 민속 

문화자원을 오늘날의 문화고객에게 팔고 있다. 전통마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

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동 하회마을, 고성 왕곡마을, 성읍 민속마을, 아산 외

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낙안읍성, 경주 양동마을 등 전통마을에 가면 추억 같은 옛 사진의 

생생함과 함께 오래된 미래가 숨 쉬고 있다. 탈춤의 익명성(匿名性), 풍토의 생태성, 특산품

의 근대성, 신들의 축제성, 방어의 이중성, 품격의 상생성(相生性) 등을 여러 형태로 감상할 

수 있어 행복을 주는 곳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역동적인 문화박물관인 전통마을은 한국인의 심성과 꿈이 

응축된 창조공장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경관은 서정적인 반면에 인적 네트워크는 활인적(活

人的) 서사성을 지녔다. 문화재 지정이라는 허울 때문에 특정 부문을 앞세우다 보니 전통마

을의 총체성과 융합성 가치가 배제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전통마을의 보이지 않는 매력의 

끈을 놓쳤다. 아쉽다. 보존과 개발, 지속과 변화, 잘 살기와 느림을 지키기, 이러한 이분법 때

문에 전통마을을 죽였다. 새마을 운동과 도시화는 전통마을의 가치를 지워버렸다. 바뀌어야 

한다. 전통마을의 문화재적 유산 가치에는 여느 테마 박물관과 비교할 수 없는 미덕이 있다. 

보물창고 같은 마을자원의 문화콘텐츠 확보와 마을 주체 중심의 감성 창조력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예전의 보존정책으로는 전통문화의 진면목

을 유지하기 어렵다. 물질전승의 솜씨, 행위전승의 맵시, 구비언어전승의 마음씨라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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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까지 살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의미부여할 때다. 대물림 질서 안에서 군불처럼 지피는 

착한 사람들의 온기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통적인 훈습이 비교적 잘 된 아날로그 세대

가 사라지기 전에 디지털 튀는 세대를 위해 대물림으로 이어가야 한다. 또 다음 세대를 고려

하여 지속가능한 보존의 혁신 발상이 요구된다.

전통마을의 고향성은 사이버 속에서도 영원한 에너지다. 한국인다운 상상력은 전통마을의 

바탕에서 나온다. 세계화라는 화두가 고개를 들수록 전통마을의 멋과 맛은 더욱 우러날 것이

다. 곰삭은 고향의 미학, 체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를 위해 일반 박물관 이상의 감성과 창조력

을 불러일으킬 전통마을의 가치를 거듭 일깨워야 한다. 문화재는 손때와 온기가 닿지 않으면 

단순 골동품이 된다. 변화하는 첨단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 쉬고자 애쓰는 전통마을은 

우리들의 영원한 자화상이다. 전통마을의 단순 옛것의 역기능을 배제해야 한다. 

마을문화의 회귀성(回歸性), 고향성(故鄕性)을 살리자는 것이다. 도시주민들이 오히려 지역

문화를 즐기려 지역 곳곳으로 나들이를 오는 이른바 체험문화 1번지가 전통마을이 되도록 해

야 한다. 마을주민들이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곳에서 삶의 활력을 얻으려는 사람이 

만나는 현장으로 전통마을은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통마을은 더 이상 오래되고 지나간 동네

가 아니라 새로 오는 사람과 전통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의 문화사랑, 문화창조의 감성산실이

다. 전통마을을 통해서 옛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농현(弄絃, 

거문고나 가야금 등의 현악기 연주에서 왼손으로 줄을 짚어 원래의 음 이외의 여러 가지 장식

음을 내는 기법)에서 보이는 가락의 곡선, 느린 속도의 여유, 비어 있는 듯한 여백, 3박이라는 

비대칭의 리듬, 신명과 역동 등을 든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검토해보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느린 속도의 여유’와 ‘신명, 역동’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둘을 동시에 갖춘 음악은 없다. 

1분에 30박 정도의 빠르기를 갖고 있는 ‘상영산(<영산회상>의 첫째 곡. 가사가 딸려있는 기악

곡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악곡이다.)’에서 ‘여유’가 아름다움일 수 있지만, ‘신명’을 찾

아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앞서 사

람들이 거론한 내용들을 각각의 음악에 적용하면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 음

악의 장르에 따라, 또 각 악곡에 따라 각각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배경은 한국의 전통음악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작곡가에 의해 창작된 음악이 아니

라, 탄생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갈고 다듬어져 왔던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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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유하는 계층이 다양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태양의 빛이 무색으로 보이지

만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여러 색으로 나뉘어 보이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여러 색의 빛

이 모여 태양의 빛으로 보이듯이, 현재의 한국 전통음악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음악, 또 궁중의 최상위 계층, 동반(文

班)과 서반(武班)으로 나뉘는 양반, 잡무를 담당했던 중인 계층, 천민(광대, 승려, 무당 등) 등

이 향유하거나 연행했던 음악들이 오늘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승되고 있는 궁중 연례 음악 중 백미(白眉)라 불리는 수제천은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

에서 유래하여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다듬어져 현재의 모습으로 연주되고 있다. 수제천은 일

정한 박이 없는 매우 느린 음악이다. 악보에는 박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연주는 연주자들

의 호흡에 따라 연주된다. 이 음악에는 본 가락과 다음 가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음

이라 불리는 부분도 있다. 호흡이 소진하면 끊어질 듯하다가 다음 가락으로 이어지고, 이러

한 연음의 연결은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볼 수 있는 한 특징이다. 이러한 음악의 아름다움은 

가락의 곡선과 느린 속도의 여유에서 찾을 수 있다. 거문고 독주로 자주 연주되었던 상영산

은 1분 30박의 빠르기를 갖고 있다. 거문고는 1박에 1음 또는 2박에 1음을 연주하는데, 줄을 

뜯어 연주하는 악기이므로 한 음의 지속시간은 1초 남짓 된다. 1박이 약 2초이고, 1음의 지속 

시간은 약 1초이므로 음과 음의 사이에는 1초에서 3초의 단절이 생긴다. 

그러나 단절된 듯이 보이는 이 부분은 연주자와 감상자의 마음속에서는 음의 지속으로 채

워져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 중 선비의 초당에 줄 없는 거문고가 걸려 있는 그림이 있다. 이

는 화가가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선비들의 음악세계를 그대로 그린 것이다. 무현금을 벽에 

걸고, 거문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들었던 거문고 가락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또 이것은 한국화에서 바탕색을 모두 칠하지 않고 여백을 비워두어 감상자

로 하여금 채울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아름다움은 여백에서 찾

을 수 있다.

민요를 비롯한 많은 음악은 3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흥겨운 느낌을 준다. 일본과 중국

의 음악이 2박 혹은 4박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 비하여 3박 구조는 한국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박은 2박과 1박으로 나뉘며, 그 확대형은 5박(3박과 2박), 8박(5박과 3박)이 된다. 

즉, 길고 짧음의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박 구조는 비교적 빠른 음악에서 나타

나는 현상이고, 그 역사적 배경과 상위 구조에는 5박과 8박의 길고 짧음이 있는 것이다. 신

라 시대에 발생한 처용무의 등장에는 3박에 오른발, 2박에 왼발을 딛는 춤사위가 있으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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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느린 동작이어서 관중들은 미처 그 비대칭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의 한국전통음악의 장

단이란 독특한 리듬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음악의 아

름다움은 3박 구조와 5박 구조에 감추어져 있는 비대칭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물놀이의 원조인 풍물, 즉 농악은 다양하게 변형되거나 반복되는 가락을 연주한다. 이 

가락에도 비대칭구조가 숨겨져 있지만 매우 빠르게 연주하기 때문에 청중은 느끼기 어렵다. 

꽹과리와 징이 연주하는 금속성 음색은 팔음 중 금성에 해당하며, 장구와 북이 연주하는 가

죽의 음색은 팔음 중 혁성에 해당한다. 쇳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가죽소리는 사

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군대의 행진과 훈련에서 북은 전진을 지시

하고, 징은 후퇴를 지시하는데 사용하였다. 6·25때 중국 군인들이 밤중에 공격해올 때 징을 

쳐서 아군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보완되는 음색

의 악기로 때로는 반복되고 때로는 무한한 변화를 이어가는 풍물의 가락은 신명과 역동성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각각의 음악에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만, 굳이 공통적인 것을 꼽으라면 가락이 지닌 

곡선을 들 수 있다. 궁중음악을 비롯하여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 범패, 무가, 잡가 등 성

악곡뿐만 아니라 산조, 시나위 등 기악곡에 이르기까지 곡선적인 특징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현악기로 연주하는 농현과 관악기로 연주하는 장식음은 서로 다른 음을 연결하여 그 

가락선을 곡선으로 그려낼 수 있어, 실제 곡선을 이용하여 악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곡선을 궁궐의 추녀끝 선에 비유하기도 한다. 추녀끝 선이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증거는 없지만 서양의 예에 비추면(바로크 건축의 장식과 바로크 음악의 꾸밈음) 우리 전통

음악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쌍봉사의 철감선사(798~868) 

부도 옥개석(屋蓋石)은 직선 추녀를 가졌고, 봉암사 지증대사(824~882) 부도 옥개석은 곡선 

추녀를 가졌다. 건축물에서 음악적인 특징과 아름다움을 추론한다면, 9세기 중후반에 전남

에서는 직선의 음악이, 경상도에서는 곡선의 음악이 있었거나, 9세기 후반에 직선의 음악이 

곡선의 음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아닐까 상상해본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전통음악이 갖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은 천 년을 이어오는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겠다.

농악의 기원은 딱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렵다. 고려가요인 <동동>의 후렴에 나오는 「아

으 동동다리」라는 가사에서 ‘동동’을 농악에 쓰이는 북소리의 의성어인 ‘둥둥’에서 온 말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농악의 기원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 농악의 기원설도 농사와 안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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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사안택축원설(農事安宅祝願說), 농군을 훈련 양성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군악설(軍說), 사

찰건립이나 수목의 모방안과 관련한 불교관계설(佛敎關係說)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가

운데 농사를 하고 안택을 제신에게 비는 농사안택축원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국의 농악은 한국인 신명의 근원이고 예지의 보물창고이다. 많은 매력과 멋을 지니고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로 변화하면서 농악은 그 본래의 자리를 크게 위협받고 있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이 도시화 물결에 휩싸이면서 농악은 설 곳을 잃고 지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악의 계승문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물론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농악대가 조직된다는 특수조건, 장단이 복잡하고 호흡 조

이기 까다로워 연습과정을 필요로 하는 음악인, 연습공간의 확보 문제, 악기나 복색의 확보 

문제, 남성취향의 음악으로 효과가 제한을 받는다는 등의 다소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의 음악인 농악이 차츰 위축되고 있다는 현실은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계

승될 수 있도록 계자들의 의지와 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악대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에서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후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애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현재 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6개와 지방무형문화재 24개 등 총 30개의 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농악에서 휴식, 새참이나 

작업이 끝나게 되면 논두렁이나 농로(農路)에서 한 마당 풍장굿이 이루어질 때마다 북(춤)놀

이가 한층 돋보여 신명을 독점하였다. 

대구시무형문화재 1호인 대구 수성구의 고산농악(孤山農樂)의 과정에서도 그런 특성을 확

인하게 된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해마다 정월대보름 마을제사를 지내는 한 과정

으로 행해져온 것이라 전해진다. 농악의 과정은 농기구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북·장

구·상모·잡색이 농악이 행해질 곳으로 향하는 길매구,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며 시

계 반대방향으로 돌다가 태극무늬를 만들며 시계방향으로 도는 덩덕궁이, 원을 돌며 상쇠의 

지휘에 따라 뒤돌아가기와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리는 둘석, 상쇠의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며 각

자 춤을 추는 춤굿, 상모를 쓴 사람들이 원 가운데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작은 원을 돌면서 닭

을 쫓는 닭 쫓기, 농기구를 중간에 두고 원을 돌면서 좁혀 들어갔다가 다시 풀어 나오는 방

석말이, 원이 풀어지면서 징, 북, 장구가 한 줄로 서고 상모 1명이 중앙에 마주보고 서서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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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치는 모내기굿, 상모, 장구, 북, 징의 순서로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원 가운데

에 나와 놀이를 하는 법고놀이로 진행된다. 고산농악의 특징은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잃

지 않고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닭쫓기 마당이 

있다. 

욱수농악(旭水農樂)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전승하는 농악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1988년 5월에 지정되었다. 욱수동은 130여 가구가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살고 있

는 자연촌락으로 1981년 7월에 경산군 고산면 소속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욱수동에

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삼일의 동제 때에 마을의 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굿을 

벌였고 이 내림굿의 부속으로 판굿을 쳤다. 또한 정월 보름의 걸립을 위한 지신밟기 농악과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에서 농악을 울려왔다. 19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동제가 중단되고 

달불놀이는 입산 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판굿과 지신밟기 농악은 1963년에 조직된 친목계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 상쇠의 계보는 이옥관 -서병극- 박원호 -김호성에 이른다. 

욱수농악은 두레노동농악이 아니라 동제인 천왕받이굿과 지신밟기굿에서 유래되는 농악

인 점, 쇠가락에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잔가락이 적어 영남농악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

는 점, 외따기는 타지방의 고사리꺾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드문 판제

이며, 질굿가락이 특징으로 꼽힌다. 원래 욱수농악은 동제 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

는 ‘천왕받이굿’과 이 내림굿에 뒤따르는 ‘판굿’, 보름날의 ‘지신풀이’그리고 달불놀이 때

의 ‘마당놀이’가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어 연행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수성구의 고산농악, 욱수농악 전체 연희과정에서도 한국

인의 농악에 나타난 신명과 통일성 및 그 다양한 미학적 가치와 소중함을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학이 지니는 잠재력을 민족사의 시련 및 난관극복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의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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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농악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뿌리박고 전해 내려온 민속

예술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사를 주된 생업으로 영위해온 삼한지방의 한민족은 풍년을 

하늘에 축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제천의식을 행할 때 춤장단의 가무연희의 의례행위가 따랐

고 여기에서 농악의 시원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언제

나 5월로서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을 제사하는데 무리지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며 

날을 이어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뒤따르며 땅을 높게 

낮게 굴린다. …… 10월에 농사를 마쳤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되풀이 한다.”는 기록으로 보

아 여기에서 또한 농악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축원·가무의 의식 

형태가 오늘날처럼 악기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춤을 위주로 장단을 맞추고 

가장 원초적인 악기로 보이는 북을 울리면서 무리지어 춤추는 형식이었다고 본다. 

농악은 이런 시원적인 축원의식의 가무에서 비롯하며 점차 악기를 더하여 갖추게 되고 오

늘날의 풍물꾼(농악대)과 같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농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축원기원설, 군악기원설, 불교기원설 등의 학설들도 있지만 아직 

정설은 없는 것 같다. 또한 그 형태의 유래에 대해서도 축원형태설, 노작형태설, 걸립형태설, 

연예형태설 등이 있으나 그 전개과정이나 발전과정은 규명할 길이 없다. 현존하는 농악에 있

어서 여러 기원설에 해당하는 농악은 그 수효에 차이가 있어서 거의 모든 형태가 남아서 분

포하고 있다. 

농악은 지방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르나 경상북도의 농악은 동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고산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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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농악과 비슷하고, 서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호남좌도 농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경북농악은 비교적 영동농악에 가깝다. 그 중 안동·영주와 같은 동북지방의 농악은 영동

농악의 특색이 더욱 짙고, 대구·청도지방은 비교적 경남농악과 가까우며, 김천·선산지방의 

농악은 경기농악과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 

대구시에 남아있는 고산농악은 모의농사굿의 색채가 짙은 축원농악과 연예농악으로서의 

판굿이 복합된 농악이다. 

고산농악은 지신밟기의 사설이 많고 악기에 있어 북과 징이 농악편성에 주축을 이루고 있

으며, 또한 판굿이나 여흥에서 활동하는 잡색들이 적고 판굿의 개인놀이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고산농악은 걸립패들의 농악이기보다는 순수한 마을농악이 계승되었다고 본다. 그러

므로 고산 대흥동에서도 영남의 다른 지역과 같이 지신밟기를 주축으로 하는 마을농악이 성

행하였다. 

지신밟기란 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신을 위안하는 것으로 주로 집안에 자리잡고 있는 여

러 가신을 대상으로 삼아 지신을 위안함으로써 태평을 누리고 일년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

해서 이를 전승시켜왔다. 그러므로 고산농악은 걸립형태가 가미된 지신밟기의 기능을 아울

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농악의 통시적인 전개과정을 축원형태→노작형태→걸립형태→연

예형태로 도식화하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복합적이어서 발전과정의 전후를 통시적으로 체계

화하기는 어렵다. 

축원형태의 농악은 원래 고대 농경사회 특히 일찍이 농경을 정착시킨 삼한지방에서 씨뿌

리는 봄철에는 풍농을 천신에 축원하고 추수한 뒤에는 수확을 감사하는 제천의식을 올린데

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삼국지』, 『후한서』에서도, “고구려에서는 걸을 때 손을 흔들고 인사할 때는 다리를 빼고 

인사하였고, 놀 때는 고깔과 수건을 쓰고 꿩꼬리를 꽂고 춤을 추는데 촌 구석의 남녀까지도 

주야로 굿치고(농악) 즐겨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때(918)부터 궁중행사

에 농악이 등장하였으며, 사찰이나 민가에서도 중요한 연중행사 때는 농악이 없어서는 안 될 

음악이었다.

또한 모의농사굿은 농경생활의 진행과정의 모찌기, 모심기, 논메기, 벼베기, 타작 등의 형

태를 춤과 몸짓으로 연희하는 것으로 특히 상모꾼의 연희가 두드러진다. 대체로 마지막은 전 

풍물꾼들이 흥겹게 춤추는 판굿으로 이루어지는데, 연예형태의 농악은 이 판굿이 강조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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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걸립형태의 농악은 지신밟기, 마당밟기, 성주풀이, 걸립 등 다양한 민속어휘로 불

리고 있으나 대구나 경북지역에서는 지신밟기가 가장 일반적 명칭이고 마당밟기, 성주풀이 

등도 보인다. 고산농악은 지신밟기를 중심으로 한 축원농악이 잘 계승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판굿뿐만 아니라 지신밟기와 같은 농악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걸립은 경기·호남지방에서 많이 통용되는 어휘로서 걸립형태의 농악은 질굿(길굿)과 안택

굿이 그 주요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걸립농악의 형식은 조선시대 불교사찰들이 빈곤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주승을 비롯

한 무리들이 민가를 돌면서 걸립하던 굿중패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에도 농악의 

복색에 고깔을 쓰는 곳이 많고, 그때 자바라를 치고 때로는 잡색에 중이 끼는 경우를 보면 이

는 불교문화의 잔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악의 복색이나 상모꾼 쇠잡이가 쓰는 상모

는 고려시대 몽고식 군복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다. 아무튼 현재에도 마을의 농악대가 마을의 

공익을 위한 모금을 위하여 걸립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지신밟기의 걸립형식은 거의 모든 형식의 농악에 복합되어서 오늘날 연행되고 있다. 고산

농악도 이 지신밟기의 행사를 해오고 있다.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서 신나고 흥겹게 묘기

와 춤사위와 쇠가락을 보이며 군중과 함께 즐기는 한마당이다. 

오늘날 농악이 마을의 오솔길이나 논바닥을 떠나서 미리 마련된 무대적 공연장에서 연희

되는 경향은 더욱 이 연예형태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질굿을 치고, 마을의 큰

집 마당에서 놀고, 타작마당에서 온 마을이 즐기는 판굿으로 진행되던 농악이 판굿만을 과장

하여 놀게 되는 경향으로 변천되고 있다고 본다.

위의 축원굿(의례), 농사굿(모의농경), 지신밟기(걸립), 판굿(연예) 형식의 농악은 원래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형식이 각기 다른 농악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농악은 

고산농악을 비롯하여 대체로 앞의 여러 형태가 복합되어 있다고 본다. 때로는 경북 금릉군의 

빗내농악처럼 완전한 군대의 진법을 모방한 것도 있고, 청도의 차산농악처럼 모의농사굿도 

있으며, 고산 욱수농악처럼 축원굿에 농사굿의 요소는 보이지 않고 오방진과 같은 모의진법

이 곁드려 지신밟기도 하고 있지만, 고산농악은 비산농악과 같이 축원굿에다 판굿이 있으며 

지신밟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뿌리깊은 농악의 터전 위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장구한 세월동안 전승되어온 

농악의 발자취와 슬기를 계승하고 내 고장이 지닌 농악의 향기를 올바르게 기록·보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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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높은 마을로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이에 어제의 농악을 조망하고 새로운 농악의 역

사를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고산의 지명유래

고산주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남쪽으로는 성암산, 안산, 대덕산과 같은 다소 높은 산

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 산지의 북록에는 여러 갈래의 능선과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계곡에서 흘러 내린 유수에 의해 계곡의 아래쪽과 평지가 만나는 부분에는 비교적 넓

은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덕산 줄기이자 욱수동 산성이 있는 안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여러 구릉 중 북쪽으로 

가장 길게 뻗어내린 능선의 말단부에서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시 기복하여 설상대(舌

狀帶)처럼 솟아 있는 일대는 사직단지로 능성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직단지의 동쪽으

로는 성암산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말단부 능성과 서쪽으로 접해 욱수천이 남에서 북

으로 흐르고 있는 대덕산, 병풍산에서 뻗어내린 두리봉, 모봉, 형제봉 등의 낮은 봉우리와 능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골이 형성되어 있다. 

고산은 삼한시대부터 조그만 나라의 일부였다가 합쳐졌으며, 신라 경덕왕(741) 때 장산군

(獐山郡) 읍서면(邑西面)이었는데, 고려 현종(1018) 때는 경주군 서면에 속했고, 고려 충선왕

(1308) 때는 옥산부(玉山府) 서면(西面)이라고 불렀다. 

조선조 선조(1577) 때 경산현이 대구부에 속하게 되자 대구부 부동면(府東面)이 되었다가 

경산이 다시 현이 되자(1897) 경산현 현서면이 되었다. 조선 고종 때 경산군 서면이라 고쳐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산군 고산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산군 고산면이 대구직할시 수성구에 

편입되어서 구역이 확정되었다.

현재 수성구의 면적은 76.47㎢로서 행정동명은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 황금동, 중동, 파

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고산동 등이며,1) 욱수동은 행정동으로서 고산 1동이며, 대흥동 

은 고산 2동의 법정동으로서 이전에는 안꽂이, 내곶, 내환동 등으로 불려왔던 마을로 1982년 

1)　대구광역시·영남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대구광역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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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현재 3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 

고산농악의 전승지인 대흥동은 마을 앞의 분지형으로 둥글게 사방이 산능선으로 둘러싸여 

가운데 낮은 지대는 들판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와는 열려 있는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을이다. 

대흥동 일대에는 그 옆으로 지석묘군이나 고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 사

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대흥동 인구는 700여명으로서, 한 가구당 평균 인구는 3.2명 정도이다. 

혈족관계에 의한 가족의 구성형태는 대가족이 극히 드물게 보일 뿐이고, 이곳 성씨의 분포

는 각성받이의 40여개 성씨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성씨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내곶마을의 성씨

성씨 가구수 성씨 가구수 성씨 가구수 성씨 가구수

① 姜氏 5 ⑪ 朴氏 16 ㉑ 申氏 2 ㉛ 蔣氏 6

② 郭氏 2 ⑫ 裵氏 4 ㉒ 沈氏 1 ㉜ 張氏 3

③ 具氏 3 ⑬ 白氏 1 ㉓ 安氏 1 ㉝ 鄭氏 30

④ 權氏 6 ⑭ 徐氏 8 ㉔ 嚴氏 1 ㉞ 池氏 2

⑤ 琴氏 2 ⑮ 石氏 1 ㉕ 吳氏 1 ㉟ 崔氏 9

⑥ 金氏 45 ⑯ 薛氏 2 ㉖ 禹氏 1 ㊱ 秋氏 2

⑦ 都氏 2 ⑰ 成氏 3 ㉗ 尹氏 7 ㊲ 河氏 2

⑧ 羅氏 1 ⑱ 孫氏 5 ㉘ 殷氏 1 ㊳ 韓氏 7

⑨ 柳氏 6 ⑲ 宋氏 1 ㉙ 李氏 22 ㊴ 洪氏 2

⑩ 文氏 1 ⑳ 辛氏 2 ㉚ 任氏 3 ㊵ 黃氏 6

總計 40姓·220집

조선후기 대흥동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동족부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

족부락은 동성동본의 부계중심의 한 문중이 마을을 점거하여 형성된 집단거주지를 말하는

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거주지는 읍치의 외각지대로서 천류(川流)

와 계곡을 따라 이성(異姓)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소집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당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이거(移去)·이입(移入)의 형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여지

며 이와 같은 삶은 다른 곳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편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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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앞으로 동서로 통하는 도로는 옛날에는 한양으로 가는 국도였으며, 고려 현종시대

에 문충공이었던 연재 선생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날이 저물어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

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고마운 대우에 연재 선생이 ‘곡기(谷己)’라는 마을 이름을 지어주었

으며,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관(內串)’이라 하였다.2)

대흥동은 옛날에 ‘곡계(曲溪)’라고 불렀다. 지금은 대흥동이라고 불리는데, ‘부자가 되

라’, ‘크게 일어나라’는 뜻으로 새로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윤재길 할아버지가 대흥동이라고 

제시했고 좋은 이름이라 생각되어 채택되었다고 한다. 대흥동의 자연부락으로는 꽁지마을, 

안꽂이마을이 있다.

·꽁지마을 

꽁지마을은 대흥동의 자연부락으로서 원래는 ‘꿩지(雉地)’마을이었는데 발음상 꽁지마

을로 되어버렸다. 그 유래는 사월동에 살던 진씨(陳氏)가 산에서 묘자리를 쓰려고 땅을 팠

는데 거기에 널따란 석판이 있어 들춰보니 거기서 꿩이 나와 날아갔다고 한다. 7군데나 묘

자리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도 꽁지마을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고 묘자리를 썼던 후손들은 

잘 되었다고 한다.

2)　김광순, 『구비문학Ⅰ』, 국학자료원, 2001, p.170.

< 대흥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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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꽂(내곶)마을

안꽂(내곶)마을은 대흥동의 자연부락으로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곶마을과 외곶

마을로 나뉘고 있다. 

안꽂마을은 고려시대부터 곡계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부락이며 각성 마을이다. 곡계는 그 후 내곶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대덕산 기슭의 심

천을 발원지로 하여 마을을 가로 지르는 실개천이 다섯덤(웃각단, 아랫각단, 대밭각단, 숲

골각단, 꿩지)을 꼬지 꿰듯이 관통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내환(內患)마을’이란 이름은 원래 ‘내곶(內串)마을’이었다. 이곳 주위에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가운데로 내(川)가 흘러서 꼬지로 꿴 것처럼 보여서 내곶마을인 것을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발음이 안 되어 串을 비슷한 患으로 발음했다 한다. 

·심천골·심청(深靑)

심천(深泉)골은 대흥동의 또하나의 자연부락으로서, 사람들은 ‘심청(深靑)’이라고 부르

기도 했다. 깊은 산 절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관지(內串

池)라는 못이 있었다고 한다. 

심천골은 예부터 물이 맑고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경관이 좋다. 그 중간쯤에 장군폭포

가 있고 그 앞에 장군바위가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어느 장군이 바위를 메고 

오다가 마침 여기서 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때 떨어진 바위가 장군바위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군바위 옆에 있는 작은 폭로는 바위 옆에 있다 해서 장군폭포가 되었다. 이 바위에

는 말굽자국 또는 그릇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때 장군이 짚던 지팡이를 던

졌는데, 서편산(호박골)에 서 있는 촛대바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 호박골 산위에는 편편한 

바위가 있고 그 밑에는 범굴이 있으므로 그 큰 바위를 범바위라고 한다. 

·굴통바위

정상 부근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굴이 있고 그 굴 속은 가뭄이 와도 물이 마

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은 여기다 움막을 짓고 공을 들이곤 한다.

·원정지

원(元)정승이 살았다 하여 원정지라 하는데 이곳에는 지금도 기와파편이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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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디미

진씨부자가 잘 살 때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안주인은 손치는 일이 너무 힘들게 되었다. 

그때 마침 노승이 왔길래 자기집에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물

었더니 노승은 저쪽 산자락으로 도랑을 파고 물을 흘러가게 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

였다. 그 말대로 산자락을 끊어 도랑을 내었더니 그때부터 집안살림은 점점 기울게 되었고 

손님 역시 오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산의 혈맥을 끊어 운이 없어졌다고 했다. 

·곡계서당

예부터 이곳에 서당이 있었는데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난 뒤 나라 빼앗긴 슬픔을 참지 못

해 송연제(宋淵劑, 본명 宋秉璿) 선생이 곡계서당에 자주 오셨으며, 그때 글을 남긴 것이 

源源心川水不絶流이며, 그때 서당 훈장은 黃甲性이다.(약 100년전)

·꿩정

시지동 뒷산에 묘를 쓸 때 풍수가 돌을 빼지 말라는 것을 듣지 않고 굳이 돌을 뽑으니 바

로 꿩이 나와 날라가자 그 자리에서 김이 폭 솟아올랐고, 그 꿩은 현 내곶마을의 아랫마을

인 꿩정에 앉았다 하여 꿩정이라 불렀다 한다. 

·봉화로

마을 남쪽은 산이 남에서 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옛날 봉화불을 놓아 통신을 하던 

통로라 한다.

·한질

마을 아래쪽엔 동서로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옛날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며,  

과거보러가는 선비가 내왕하던 길이었다.

·대닥골

박봉연(밀양박씨) 어른이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았던 곳이다.

·석은딤

산에는 절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 탑골이 있다. 절이 무너진 전설은 그 절 스님이 고기생

각이 나서 마을에 내려와 죽은 쇠고기를 먹고 절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상좌야, 

상좌야’하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 보니 아무도 없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니 또 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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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려 나와서 하늘을 보는 순간 천둥소리와 함께 절이 무너지고 삼층석탑만 남았다고 전

해진다. 삼층석탑은 해방 이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다. 

지금도 절터의 흔적은 남아 있다. 

·터진못(속칭 퇴진못)

마을 상단에 옛날에 큰 못을 막았는데 그때 물이 지근바위까지 차 있고 산갈치가 있었다

고 한다. 그 후 이 못은 터져 큰 둑(못둑)만 남아 있으며, 이 둑 자리에 포도와 다른 작물들

을 재배해 왔었다. 70년대에 이 못둑 안쪽에 관정을 팔 때 나무로 만든 굴통(못물나가는 통

로)도 여러개 나왔었다. 그때 그 나무를 판별할 수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던 못의 생성연대

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아쉽기만 하다.

< 내곶동 개념도 >

① 대밭각단

② 웃각단

③ 아랫각단

④ 숲골각단

⑤ 괭정동

⑥ 원정지

⑦ 진디미

⑧ 曲溪서당자리

⑨ 야시골

⑩ 상당

⑪ 중당

⑫ 하당

⑬ 터진못(둑)

⑭ 지근바위

⑮ 범바위

� 촛대바위

� 장군바위

� 장군폭포

� 절터

� 굴통바위

� 밭못(外池)

� 옹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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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여도 중 ‘경산현 서면’>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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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지도 중  ‘경산 서면’>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참고



40 수성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 현재의 고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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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배경

고산농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에 전승되는 전형적인 풍물농악이다. 이 지역은 경

산군 고산면에 소재하였으나 도시확산으로 광역화되면서 대구시에 편입된 곳이다. 예부터 

곡계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여 통칭 ‘궉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산농악의 자

생마을인 곡계는 그후 내곶(內串)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대덕산 기슭의 심천을 발원지로 하

여 마을을 가로지르는 실개천 다섯덤(웃각단, 아랫각단, 숲골각단, 대밭각단, 꿩지)을 마치 

꼬지꿰듯 관통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부터 개울에 보를 막을 때나 논매기를 할 때 풍물을 쳤으며 정원에는 마을 동제를 지

낼 때 천황메기굿을 하였고, 이 굿이 끝나면 가가호호 방문하여 풍농과 안택을 기원하는 지

신밟기를 행하던 것이 고산농악의 기원이라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성구에 편입되기 전 경상북도 농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에

는 대구에서 자생한 수성구의 욱수농악, 서구의 비산농악 그리고 동구의 가루뱅이농악, 달

서구의 다사농악, 달성 이천농악과 더불어 대구의 각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특

색으로 보아 그 주위의 농악과 청도의 차산농악과 교류가 활발했으며 이 지역의 농악적 특성

을 바탕으로 생성되어 나왔다고 본다.

대흥동은 농악의 전승유지를 위하여 19세기부터 계가 조직되었으며 그때 사용한 계첩도 

남아있는데 계칙은 다음과 같다.

계칙(稧則)

-. 本稧同約은 덕업을 상권하며 친목계로 칭함.

-. 本稧穀은 매인당 백미 1斗 4升과 현금 550원 출자하였음.

-.  本稧員은 매년 1회씩 야유회를 하기로 정함. 단 야유회시는 백미 1斗씩을 공제하되,  

단 수시 수의하기로 정함.

-.  본 계원 중 길흉간 豚 20貫을 부조하기로 함. 

단 직계존비속에 한 하되 1인 1회씩으로 함.

-. 본 계원중 개인의사 탈퇴시는 계 재산과 계원 자격을 무효로 한다. 

-. 본 계원 중 계원사망 또는 전 가족이 이주시에는 당시 출자한 재산을 반환한다.

-. 稧穀方債는 매년 稧會時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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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원의사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야유회를 할 수 있다.

-. 매년 정기稧會는 음 11월로 정한다.

계원명단(稧員名單)

황치호  정임조   박동철   배상근   류근하   박재문 

장수문  한재삼   정손근   서영수   류봉락   구명출 

류근목  배윤호   김병화   오상화   한문발   황규복 

장이만  김수근   한무필   강대현   박삼암   정창화 

류해석  류영출   김명조   정재석   성기연   정이용 

이용완 박기효   정병용   김재호   이만방   이용수 

장도환 안창수   강경회   변인식   류병구   김희효 

김경식  유기택   신용기   김순석   김태조   문을쇠

남태환  류명식   양순갑   전해진   장근규   김태규 

서도수  서태돌   이원순   허　돈 등   58명

현재에 있어서 고산농악의 회원은 7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첩 표지 > < 계첩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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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인의 전승계보

고산농악은 대흥동 마을 사람들이 전승해온 농악으로 공동체의 의례, 노동, 놀이, 연희 등

과 결합되어 전승되어온 마을농악이다.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고, 마당밟기와 판굿을 연행하

고 그들의 축적된 농악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계보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맥락이다. 농악에서 전승계보가 중요한 까닭은 전승의 맥

락이라든지 전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악인들이 일정한 권역을 기준으로 활동반경을 넓

혀가더라도 연행의 사사관계를 통해 예능을 이어온 내력은 계보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행자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산농악은 지역적 변별성보다는 실제내용에 따라 

특정계열로 나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것은 그 계열의 중심에 연행자가 있기 때문이다. 

고산지역의 농악을 일으키고 부흥시킨 시조격이 되는 예인부터 그들 연행을 계승하고 일

으킨 인력들이 예맥(藝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악에 있어서 이 예맥의 계보들은 사사

(師事)관계 및 사제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축적된다고 본다. 특정한 기능을 연마하면서 스승

의 문하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일종의 도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산농악은 연행양식의 특징과 더불어 연행자들의 활동내력에 대해 이해되어

야 하지만, 과거 마을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예맥이 구전으로 전

승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언어습득이 사회적 관계망과 후천적 습득경로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농악도 마

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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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의 활동내력을 바탕으로 고산농악의 전승계보를 통해 역사성과 전통성 같은 통시적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면 그들의 활동양상과 그 반경을 통해 농악의 전승영역과 농악판의 공

시적인 면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악판에서 기예의 전승은 수직적이고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악에 있

어서 예능의 학습은 복합적이고 다선적으로,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더

구나 장기를 선보이며 걸립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쇠와 장구, 상모의 놀이에 이름난 이들

을 따라다니면서 그들과 굿판을 공유하고 어깨너머로 학습하는 과정들이 겹겹이 쌓일 수 밖

에 없다. 이때의 동료나 사제지간은 이들 연희과정을 공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산농악보존회와의 면담 중 김광덕(1919-1981)에서 한재삼(1914-1994), 구명출(1916-

1980)로 이어지는 초창기의 농악인들은 전부 작고하여 그 면모를 알 수 없지만 지역농악을 

발전시키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구명출은 자기집을 전수관으로 사

용하여 사비를 들이고 고산농악에 필요한 악기구입과 장소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제공하여 

농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장이만(1920-1983)은 마을 안팎을 넘나들면서 홀로 농악에 심취하여 밭에 나가서

나 집에서나 연행연습에 몰두하였으며, 고산농악의 장쇠로서 농악발전에 헌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정창화(1924-2015)는 장이만 상쇠의 농악을 이어받아 초대예능보유자가 되어 고산

농악 증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창화는 농악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마을걸립도 하였으며 대흥동마을의 가가호호에 무병

장수를 빌기도 하였다. 상쇠가 굿머리를 돌리면 대포수가 농악단을 이끌고 돌면서 가가호호 방

문하기도 했는데 이때마다 동민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굿물을 희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정창화 > < 류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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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걸립의 전통은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

한 것이었다. 물론 정창화 이외에도 쇠를 칠줄 아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보지만 정창화는 

이를 선도하는 농악인으로서 동네에서도 추앙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을에 있

어서 주민들을 모아 풍물부흥에도 힘을 썼으며, 또한 농악을 좋아해서 마을농악을 위해 육성

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 후 류잠발(1960-   )은 정창화 상쇠를 이어받아 현재는 상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고산농악의 단장을 맡아 후진양성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 온 고산농악은 주로 상쇠계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지역 또한 특정 상

쇠 중심으로 굳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농악계의 사사관계는 농악인들의 다양한 교류활동

을 통해서 복합적이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농악계에 있어서 사사관계는 단선적으로 줄세우기에 치중하거나 계보를 단순화하고 획일

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예인들의 활동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

용될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승계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의 농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승주체들

이라고 보아 무방하리라고 본다.

5. 특징

고산농악의 특징은 자연촌락의 동민만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 미를 잃지 않고 농악 

본연의 소박성을 유지하며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고산농악은 걸립풍물보다 두레풍물에 속하며 개개인의 기량보다 전체 풍물꾼이 무리

지어 노는 군무의 성격을 띈다. 

특히 고깔이 흰색으로 유독 크기 때문에 마치 봉태기를 쓴듯하다. 고깔은 다른 지방의 것

보다 두 배이상 크다. 풍장중에는 향토악기인 띵각을 사용하여 놀이의 변화를 일으킨다. 

연행과정에서 이열놀이와 닭쫓기놀이는 이 마을만의 특징적인 놀이마당이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고산농악 중 이열놀이는 원진에서 일정한 기점에 가서 절도있게 좌로 한 

바퀴 돌아 부쇠가 촤측열, 중쇠가 우측열, 이렇게 각기 홀짝으로 2열을 만든 다음 빠르게 좌

우로 감아 맺고 다시 풀어 좌측진에서 우측진을 다시 휘감아 본래의 원진으로 진행하고 이 

때 우측진은 적당한 때를 보아 반대로 풀어 각기 좌측진을 한 바퀴 돈 다음 합류하여 각기 제



46 수성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자리를 찾아 본래의 원형으로 진행되는 놀이이다. 

이때 붉은 깃발은 양을, 푸른 깃발은 음을 상징하며 서로 엇물고 돌아가며 만물 생성의 근

원을 상징하며 나뉘어지고 합하여 화합을 의미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닭쫓기는 보통 기존의 풍물판에서는 좌우치기, 강강술래와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심이 같은 원을 2겹을 형성하여 내부원은 상모잽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상쇠의 신호장단

에 따라 좌우로 돌고 바깥원은 쇠, 징, 북 장구잽이들이 내부진과 반대방향으로 상쇠의 신호

가락에 의해 몰려 경계하는 시늉을 한다.

이때 잡색인 색시가 가상의 닭이 되고 2겹 원진발에 있는 포수가 살쾡이가 되며, 닭을 잡

으려고 하는 살쾡이를 양반이 긴 담뱃대로 후려 갈기고 혼쭐이 난 살쾡이가 나둥그라져 익살

을 부리는 장면은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특이한 풍물놀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연희는 외침이 많았던 우리 역사를 상고해 볼 때 당시 외부침입자를 경계하는 의

미가 내포된 강강술래와 같은 우리의 민속놀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고산농악 특유의 놀이

라 할 수 있으며, 2열놀이와 더불어 고산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잡색인 양반, 색시, 

포수의 역할이 미미한 일반 풍물과 비교할 때 이 닭쫓기놀이는 독특하며 재미있는 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산농악의 음악은 청도 차산농악과 같으나 고산농악이 소박한 가락으로 되

어 있는 것도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

6. 편성과 복색

1) 편성

농악대의 편성은 기수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인 앞치배와 잡색으로 구성된 뒷치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치배의 기수는 농악단을 이끌고 농악대의 선두에 서서 이들의 정체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영기(令旗)를 앞세워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영기는 군사적인 의

미도 가지고 있으며, 농악단의 권위를 내세우는 역할을 한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

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을 앞세워 고산농악이 농사에서 발원되고 농악을 연희하는 단체라

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단기 또한 굿을 진행하는 의도와 방향을 이끌어주는 위엄을 상징

하기도 한다. 그 뒤에는 농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띵각이 뒤따르며 또한 동·서·남·북·

중앙의 방위를 관장하기도 하고 이곳 지역의 다섯덤을 아우르기도 하는 오동기(五洞旗)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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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남농악의 특성을 보여주는 꽹과리, 징, 장구, 북의 순서로 편성

되어 있으며, 뒷치배인 잡색은 색시·양반·포수 등으로 되어 있다.

令 令

龍

農 旗 孤山

띵각띵각

五洞旗

쇠

징

장구

북

상모

색시2, 양반1

포수

< 고산농악의 편성 >

< 영기 > < 단기 >< 용기 > < 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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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쇠 4명 징  6명

북 8명 장구  6명

소고(상모) 8명 포수  1명

양반 1명 색시  2명

띵각 2명 잡색  4명

농기 : 단기 1명, 농기 1명,  영기 2명, 용기 1명, 외방기 5명(10명)

2) 복색

고산농악의 복색은 전통의 흰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하며 저고리 위에 짙은 청색 또는 검정 조끼를 입

어 삼색띠와 더불어 오색을 나타내며 쇠잽이와 상모잽이를 제외한 모든 잽이들이 흰 고깔을 쓴다.

· 농기수 :  흰옷에 적·황·녹 3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며 흰색 고깔을 쓴다(다른 지방의 것보다 

두 배가 큰 것)

·상쇠 : 흰머리띠에 흰옷을 입고 적·황·청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종쇠 : 흰옷에 적·녹·황 3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전립을 쓴다. 

·징 / 장구 / 북 / 木덕강(나팔) : 농기수와 같은 복색을 한다. 

· 법고 : 흰옷에 적·녹·황 3색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전립(상모)를 쓴다.

·양반 : 흰 장삼을 착용하고 모자를 쓴다. 

·포수 :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며 손에는 총을 든다. 

·색시 :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는다.

< 고산농악의 고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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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혁

연혁

1943.12.01. 12명으로 창단

1953.12.01. 21명 추가영입(33명)

1982.01.06. 19명 추가영입(52명)

1983.04.01.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정창화)

1986.01.10. 20명 추가영입(72명)

1995.05.12.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보유자(정창화)

2000.02.05.   「MBC고향은 지금」설날특집 출연

2001.04.27. 전국문화재 초청 서울놀이마당 공연

2002.06.16. 대구국악제 공연

2003~2006 서울놀이마당 초청공연(4회 출연)

2005.02.05. 대구경제살리기 달집태우기 출연

2006.03.04.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기원 달집태우기 출연

2008.04.13.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기념 출연

2008.04.2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2008.06.08. 정기공연(대구스타디움)

2008.11.3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2009.02.09.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출연

2009.04.12. 국제마라톤 축제 출연

2010.02.16. 지신밟기 출연

2010.04.11. 국제마라톤 대구스타디움 출연

2011.02.05. 지신밟기 출연

2011.04.11. 대구광역시 국제마라톤대회 출연

2011.10.2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출연

2012.12.27. 대구광역시 야구장 기공식 출연

2013.01.31. 수성구청 지신밟기 출연

2013.04.1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자랑 놀자 

상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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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대구광역시 만촌 1동 주민센터 기공식 출연

2013.10.06.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출연

2014.02.02. 지신밟기(대흥동)

2014.07.12. 무형문화재 자랑 놀자 상설공연

2014.10.12.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2015.03.05. 지신밟기 및 달집태우기(팔현마을)

2015.05.03. 대구컬러풀페스티발 동성로 축제 출연

2015.10.08.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식전공연

2015.10.1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출연

2016.02.10. 2016년 지신밟기

2016.04.01. 수성 노변동 사직제 출연

2016.04.01. 대구광역시 야구장 개막식 출연

2016.05.07. 대구광역시 컬러풀 축제 출연

2016.06.04.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출전

2016.11.30. 수성구민체육관 개관식 출연

2017.01.30. 지신밟기(대흥동)

2017.02.10. 정월대보름행사 및 지신밟기

2017.03.19.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출연

2017.05.05. 어린이날 식전행사(어린이회관)

2017.09.01.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제 출연

2017.10.15.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출연

2017.11.25. 현재 인원 73명

입상경력

1969.09.30. 전국농악경연대회 입상

1970.09.01. 영남농악경연대회 입상

1979.09.20. 경산농악경연대회 입상

1980.09.20. 경산농악경연대회 입상

1982.10.28. 전국민속경연대회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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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9.15. 대구직할시 노인예술경연대회 입상

1983.10.23. 전국대사습놀이 입상

1983.10.29. 대구직할시 민속경연대회 입상

1990.10. 문예진흥원장상

1994.11.25. 금복문화예술원 시상(정창화) 금복주 재단

2000.10.25.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입상

< 농악경연대회를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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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행과 가락구성

1) 연행

(1) 당산제굿

당산제 축문은 달성서씨 모광 어른께서 축문을 지었다. 축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조선중기

로 그분이 대흥동(내곶동)에 오셔서 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축문을 썼는데, 축문에는 상당에

는 천룡지신을, 중당은 동사지신을, 하당은 이개지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와 같은 풍습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정확하게 제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으며 직접 제를 올리기도 했다.

대흥동에는 상당(성지골), 중당(대밭뒤), 하당(숲골각단)이 있다. 정월대보름에 매년 동신

제를 지내며 정월초 이레, 여드레에 풍물을 치면서 처음 상당, 다음 중당에서는 대나무 신내

림을 받아 하당으로 가게 되나, 하당에서 다시 신내림을 받아 대가 가장 깨끗한 집을 찾아간

다(과부집 제외). 첫째 집을 제관집으로 정하고 두 번째 집은 축관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때

마다 대주는 정한수를 올려놓고 재배한다. 제관·축관 집에서 술을 대접하면 풍물 한마당을 

하면서 흥을 돋군다. 제수는 시장에 가서 구장이나 동장이나 그 외 깨끗한 사람이 옹기그릇 

제기(부족분)를 구입, 제물은 청어 세 마리, 자반(미역), 나물, 과일 등을 구입하고 돼지 한 마

리를 사다가 제관집에 둔다. 제관·축관집은 금줄을 치고 황토를 대문밖 양쪽으로 서너 군데 

뿌리고 상주나 외인을 피하고 정성을 들인다. 술·담배는 금하고 부부입방도 금하며 외출을 

금한다. 저녁마다 인기척이 없는 한밤에 냉수로 목욕을 하고, 제관·축관은 정한수를 떠다 놓

고 손을 적셔 외새끼를 꼬아 상당·중당·하당 모두 금줄을 새끼로 치며(음력 정월 열나흗날) 

창호지를 잘라 중간중간 꼽는다. 탁주는 양조장 술을 쓰지 않고 제관집에서 3,4일전에 담그

며, 떡(백짐)은 중당과 하당에만 쓴다. 열나흗날 밤 11시가 지나면 상당에 질그릇솥을 걸어 밥

을 짓고 미역을 참기름으로 튀기고 술만 가지고 가서 상당제를 지낸다. 독축을 하고 밥솥째

로 수저를 건다. 그 뒤에는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고 하며, 촛불은 등에 넣어 사용

(옛날에는 기름불)하며, 이때 상당에는 제관·축관 외 외인들은 가지 않는다.

중당제는 중당 옆에 질그릇솥을 걸고 여러 사람이 같이 밤을 새워 지킨다. 돼지를 잡고 떡

만 놓고 제를 지낸다. 이때 독축을 하고 무사안녕의 소지를 올린다. 입향순서대로 아산장씨, 

청주정씨, 청주한씨 순으로 빌며 가축의 무병까지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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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당제가 끝나고 제관댁으로 가서 제구를 가지고 하당으로 간다. 밥 세 그릇, 나물 일체와 

과일을 갖춘다.

하당제가 끝나고 제관댁으로 간다. 음복을 하고 식사를 한다. 이때는 보통 7, 8명이 된다. 

돼지고기 부속물을 안주로 하되 온마리는 그냥 두었다가 대보름날 동회를 마치고 동민이 모

두 같이 모여 술과 같이 먹는다. 그리고 나면 달이 뜨고 대덕산 정상에는 아이들이 달불을 놓

고 풍물패는 용기(龍旗)를 앞세우고 가가호호 지신을 밟으며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빈다. 

< 당나무 > < 당산제굿 >

< 달집태우기 >



54 수성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 축문 >

上堂祝

維歲次 正月朔 日

幼學 敢昭告于 

泉龍之神 山川取鎭 人物蕃旺 齊誠薦觴 際無强惡

虔告謹告         尙響

이해의 차례가 OO년 정월 OO일이 삭일인 OO 이 되어 

유학(幼學) OOO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천룡(泉龍)의 신이시여!

산천을 진압하고 인물을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재계하여 술잔을 올리오니 강한 악을 덜어서 없애주시기를 바라며 

경건하게 삼가 고하나이다.

中堂祝

維歲次 正月朔 日

幼學 敢昭告于 

洞社之神 伏以尊靈 二氣良能 百福取求 消灾作祥 人物幷裕 蠲吉薦爼

皇皇來洧       尙響

이해의 차례가 OO년 정월 OO일이 삭일인 OO이 되어 

유학(幼學) OOO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동사(洞社)의 신이시여!

존귀한 영전에 엎드리오니 두 가지 좋은 기운을 얻어 백복을 구하게 하시며

재앙을 없애며 상서로움을 지으시고 사람과 물건이 여유롭게 하시옵소서

길일을 택하여 제물을 올리오니 황황히 오셔서 유족하게 드시옵소서

下堂祝

維歲次 正月朔 日

幼學 敢昭告于 

里開之神 必昭必靈 排邪囿福 物博望侈

剡剡斯格       尙響

이해의 차례가 OO년 정월 OO일이 삭일인 OO이 되어

유학(幼學) OOO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이개(里開)의 신이시여!

반드시 밝히시고 반드시 영이 있게 하시며 사악함을 배척하고 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비록 차린 음식은 박하나 넓게 봐주시기 바라오니 이러한 차림이 더욱더 빛나리라고 봅니다.

당산제굿에는 중당산제굿과 하당산제굿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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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당산제굿

잽이들은 길매구가락을 치면서 길놀이를 하고, 중당산 나무주변으로 모여 제관과 축관

은 젯상을 재배하고 축문을 불사른다. 

이때의 쇠가락은 덧배기, 천왕가락, 무장작괭이 등이 있다.

·거리굿

이열종대로 벌려 서고, 쇠문을 비롯하여 북잽이·잡색들이 안으로 들어가 개인놀이를 하

는 가운데 이른바 춤매구·우장작괭이 등 덧배기가락을 친다. 그리하여 길군악을 치면서 길

놀이를 하고 하당굿으로 들어간다.

·하당산제굿

제관이 축문을 낭독하고 재배·음복하고 축문을 불사르는 등 중당산 제문을 다시 그대로 

행한다.

(2) 지신밟기

정초에는 풍물패들이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쓴 농기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지신

밟기를 한다. 풍물패들은 쇠를 치면서 마을 안쪽 골짜기까지 이동하여 거기 있는 샘물을 떠

와서 마을 우물에 붓고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한다. 

풍물패들은 집앞에서 “주인 주인 문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하고 말을 하면 지신밟

기를 원하는 집에서는 주인이 나와서 풍물패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풍물패들이 집안에 도는 장소는 대청마루와 성주, 조왕, 우물, 뒤주, 장독, 외양간, 방앗간 

등 집안 곳곳이며, 마지막에는 마당에서 풍물굿을 한다. 

현재는 마당이 시멘트 바닥이지만 예전에는 흙바닥이어서 마당에서 지신밟기 풍물굿을 하

면 겨울철 부풀어 오른 마당이 다져졌다.

지신밟기를 원하는 집에서는 대청마루에 고사반을 준비한다. 한 말들이 통에 쌀을 수북이 

담고 거기에 초를 꽂아 불을 붙이며 돈을 놓는다. 풍물패들은 그 앞에서 집안의 안녕과 풍농

을 기원하는 축원과 풍물굿을 한다.

성주에서는 “이집 짓고 삼년만에 아들형제 팔형제, 이집 짓고 삼년 만에 딸형제 칠형제”

등의 축원을 한다.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가서는 “엇다 그소 좋다 들어올 때도 고래

소리 엇다 그소 좋다 소라도 매거들랑 고래소가 되어 주소”를 기원하기도 하고, 우물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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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서남북 용왕에게 “엇다 그물 좋다 훨떡훨떡 잡소”라고 말을 하면서 물 많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장독에서는 “장독안에 꿀치고 가리독에 좀친다”고 하고, 부엌의 조왕신에는 “먹고 

남고 쓰고 남고 태산같이 불아주소”라고 기원한다. 일부 짓궂은 풍물꾼은 조왕에서 솥뚜껑

을 들고 나온다. 이를 내다 팔겠다고 집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으면 주인이 돈을 더 얹어주고 

풍물패를 대접한다. 

이렇게 지신밟기를 한 후 집을 나오면서 고사반에 놓여 있는 돈과 쌀을 거두어 간다. 이는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하며, 또한 이를 계기로 동민들이 단합할 수 있게 된다. 

풍물패는 보통 20~30명이며 여장한 남자와 포수 등 잡색이 포함되기도 한다. 지신밟기를 

하면 집집마다 사람이 나와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런 놀이는 정초부터 보름 이후까지도 계속된다. 

①  문굿 :  잽이들이 문앞에서 “주인 주인 문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라고 농악을 치면 

주인이 나온다. 잽이들이 주인께 인사를 하면 주인은 안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② 성주풀이 : 마루에 제물을 차리고 덧배기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한다. 

③ 조왕풀이 : 부엌으로 가서 덧배기가락을 치고 조왕굿을 한다. 

④ 장고방풀이 : 장고방에 가서 덧배기가락으로 고방굿을 한다. 

⑤ 용왕풀이 : 장독대에 가서 덧배기가락으로 용왕굿을 한다.

⑥ 고방풀이 : 고방으로 가서 덧배기가락으로 고방굿을 한다.

⑦ 방앗간풀이 : 방앗간으로 가서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방앗간굿을 한다. 

⑧ 마굿간풀이 : 마굿간에 가서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마굿간굿을 한다.

⑨ 마당풀이 : 마당을 돌면서 덧배기가락으로 마당굿을 한다.  

(3) 지신밟기(성주풀이) 사설  

<대문앞>

주인주인 문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

<대청앞>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이집지은 대목은 어느 대목이 지었나

박대목이 지었나 김대목이 지었나

그중에도 도대목 용의 머리에 터를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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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주추 유리기둥 사칸팔척 집을세워(세우려니)

사칸팔척 세워놓니 성주기둥이 부족이라

앞집에 김대목아 뒷집에 박대목아

첫닭울어 밥해먹고 두해울어 신발하고

연장망태 둘러매고 만첩산중 솟아올라

나무한주 쓸듯하여 그나무 한주 잡아놓으니

황새득새 새끼치고 까막까치 알을 낳아

그 나무도 부정이라 또 한나무 잡아놓으니

토끼짐승 하는 말이 그 나무나자 내나자

그 나무도 부정이라 금강산에 들어갔어

강원도라 금강산 상상봉에 솟아올라

그 나무 한주 쓸듯하여 그 나무 한주 잡아놓니(놓으니)

은장도 드는 칼로 이리저리 다쳐놓고

소톱도 걸어놓고 대톱도 걸어놓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목이말라 못하겠네

못하겠네 못하겠네 배가고파 못하겠네

이집에 대주양반 어디가고 안오시나

서른서이 역군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술을 잡소

밀어라 톱질이야 당겨라 톱질이야

스렁스렁 톱질이야 스르렁 스르렁(허릉허릉) 톱질이야

아래통은 베어다가 나라님전 시주하고

끝통은 베어다가 옥황님전 시주하고

복판통은 베어다가 이집 성주가 되었네

어떤나무 팔자좋아 우리나라 용상되나(노)

어떤나무 팔자좋아 공자님의 두건되나(노)

어떤나무 팔자좋아 이집 성주가 되었노

이집을 세웠으면 자자오로 세웠나

자자오로 세웠으면 장장문을 달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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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다 그집 잘지었다 나무아미타불

이리저리 붙인 입춘 연연하고 잘그렸다

입춘하니 대길이요 건양하니 다경이라

소재하니 황금출이요 개문하니 만복래라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형제 팔형제

이집짓고 삼년만에 딸형제 칠형제

한살두살 말을 배워 십오세 열다섯글을 배워

경주서울 첫서울 과거하기만 힘쓰소

과거라 하시거들랑 경상감사 유진하소

이집에 대주양반 동서남북 다다녀도(동서출입 하시거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말씀마다 향내나소

이집에 내무대신 치장한번 하여보자

오동장농 깨끼시에 네모빗침 끼워놓고

구름같이 흔튼머리 물결같이 빗겨내려

앞에는 은봉체요 뒤에는 금봉체라

쌍갑사 겹저고리 홍갑사 겹치마에

부모치장 하였으니 자식단장 하여보자

부모는 천년수요 자식은 만년수라

막아주자 막아주자 열두달(을) 막아주자

정월(에)이라 드는 살 정월대보름에 막아주자

이월에 드는살 이월무방수에 막아주자

삼월에 드는살 삼월삼진에 막아주자

사월이라 드는살 사월초파일에 막아주자

오월이라 드는살 오월단오에 막아주자

유월에 드는살 유월유두에 막아주자

칠월이라 드는살 칠월칠석에 막아주자

팔월에 드는살 팔월대보름에 막아주자

구월이라 드는살 구월구일에 막아주자

시월에 드는살 시월상달에 막아주자

(동지섯달에 느는 살 동지에 다막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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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조왕풀이)>

누르자 누르자 조왕각시 누르자

조왕아 각시야 무얼먹고 불았나

큰솥은 닷말지 작은솥은 서말지

큰솥에 안친밥 작은솥에 안친밥

먹고남고 쓰고남고 태산같이 불아주소

은종지로 불았나 놋종지로 불았나

물독안에 용의 각시 쌀독안에 동이각시

<우물(샘) (용왕풀이)>

누르자 누르자 지신밟아 누르자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수를 당기소

서해바다 용왕님 동해수를 당기소

남해바다 용왕님 북해수를 당기소

북해바다 용왕님 남해수를 당기소

물밑에 용왕님 은하수를 당기소

엇다 그물좋다 월떡월떡 잡소

엇다 그물좋다 꿀떡꿀떡 잡소

<장독(장고방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장독하나 누르자

큰독은 닷말독 작은독은 서말독

장족안에 꿀치고 가리(가루)독에 좀친다

<뒤주(고방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들라라 들라라 이천석을 들라라

들라라 들라라 삼천석을 들라라

들라라 들라라 조만석을 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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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앗간(방앗간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방앗간을 누르자

이방아가 뉘방아고 강태공의 조작방아

강태공은 어디가고 방아 하나만 남았노

혼자찧는 절구방아 둘이찧는 가래방아

엇다 그 방아 좋다 낮이나 밤이나 왈가닥

쌀천석을 찧어라 메천석을 찧어라

<외양간(마굿간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마대장군을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초대장군을 누르자

엇다 그소 좋다 들어올때는 고래소리

엇다 그소 좋다 나갈때는 반마리

엇다 그소 좋다 들어올때는 온마리

소라도 매거들랑 고래소가 되어주소

말이라도 매거들랑 오초말이 되어주소

<마당놀이(마당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어루어루 지신아 지신밟아 누르자

앞에는 앞노적 뒤에는 뒷노적

(놓자)놓자 살놓자(노자) 구슬노적 줄노적

위에 섬에 움이나고 밑에 섬에 싹이 나네

일년하고 열두달 과년하고 열석달

삼백하고 육십일 하루같이 점지하소

잡귀잡신은 다네치고 만복은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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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마당 연행과정

(1) 입장(길메구)

천왕 받으러 갈 때, 산중 오솔길이나 개울을 건너갈 때, 좁은 논밭길을 대오를 정열하지 

않고 이동할 때 치는 가락으로 저마다 발이 맞지 않아도 되며 추근추근 느리게 치는 가락

이다. 현재는 천왕받으러 갈 때 치며 기타 행사시에는 행진가락(길군악)을 한다. 행진가락

을 치면서 본 무대로 나온 후 덧배기(삼채)가락으로 가락을 바꾸어서 얼마간 연주하다 가

락을 멈춘다. 쇠신호 가락에 맞춰 정면을 향해선다.

(2) 인사(우장작괭이)

우장작괭이는 휘모리의 이 지방 표현인데 조름쇠라고도 하며 매우 빠르게 올려치다가 맺

어 인사를 한다.② 

관중

상모

장구

북

징

쇠

① < 입장 >

관중

상모

장구

북

징

쇠

② <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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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극놀이

이 놀이는 모는 잽이들이 큰 원을 만들고 상모잽이가 그 원 중

간에서 태극무늬를 만들어서 노는 놀이로 상모잽이가 태극무늬

를 만들고 난 후③ 상쇠의 신호가락에 의해 모든 이들이 일제히 

앉는다. 이는 태극무늬를 보다 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또 

신호가락에 의해 서고 난 후 태극무늬를 풀어 다시 원을 만든다.

태극무늬가 끝난 후 크게 원을 만들어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대

열을 진행시키다가④ 상쇠의 신호가락에 의해 대열의 진행방향을 시계방향으로 이동⑤시키

는 놀이이다.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던 대열을 다시 상쇠의 신호가락에 의해 시계반대방향

으로 이동시킨다.

(4) 이열놀이

원진에서 일정한 기점에 가서 절도있게 좌로 한 바퀴 돌아 부쇠가 촤측열, 중쇠가 우측

열, 이렇게 각기 홀짝으로 2열을 만든 다음 빠르게 좌우로 감아 맺고 다시 풀어 좌측진에

상모

③ < 태극무늬 >

④ < 시계반대방향 > ⑤ < 시계방향 > ⑥ < 시계반대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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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측진을 다시 휘감아 본래의 원진으로 진행하고 이 때 우측진은 적당한 때를 보아 반

대로 풀어 각기 좌측진을 한 바퀴 돈 다음 합류하여 각기 제자리를 찾아 본래의 원형으로 

진행한다. 

이때 붉은 깃발은 양을, 푸른 깃발은 음을 상징하며 서로 엇물고 돌아가며 만물 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며 나뉘어지고 합하여 화합을 의미한다.

(5) 오열놀이

이 놀이는⑨ 고산농악이 두레농악이지만 특이하게도 군악적인 요소를 포함한 놀이로, 군

대의 재식훈련처럼 일사분란한 치배들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놀이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치배를 배치시키고 상쇠의 신호가락에 의해 뒤로갔다가 다시 신호가락에 의해서 앞으로 오

고 다시 신호가락을 치면 앉았다 일어서면서 다섯덤의 늠름함을 나타낸다.

6

4

2

5

3

1

⑦ < 치배 배치순서 >

⑧ < 멍석말이진 >

5   4    3   2    1

⑨ < 오열놀이 치배 배치순서 >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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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닭쫓기

닭쫓기는 보통 기존의 풍물관에서는 좌우치기, 강강술래와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중

심이 같은 원을 2겹을 형성하여 내부원은 상모잽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상쇠의 신호장단에 

따라 좌우로 돌고 바깥원은 쇠, 징, 북 장구잽이들이 내부진과 반대방향으로 상쇠의 신호

가락에 의해 몰려 경계하는 시늉을 한다.

이때 잡색인 색시가 가상의 닭이 되고 2겹 원진발에 있는 포수가 살쾡이가 된다. 닭을 잡

으려고 하는 살쾡이를 양반이 긴 담뱃대로 후려 갈기고 혼쭐이 난 살쾡이가 나둥그라져 익

살을 부리는 장면은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특이한 풍물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침이 많았던 우리 역사를 상고해 보면 당시 외부침입자를 경계하는 의미가 내포

된 강강술래와 같은 우리의 민속놀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산농악 특유의 놀이

라 할 수 있으며, 2열놀이와 더불어 고산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잡색인 양반, 색

시, 포수의 역할이 미미한 일반 풍물과 비교할 때 이 닭쫓기 놀이는 독특하며 재미있는 놀

이라 할 수 있다.

(7) 오동놀이

이 놀이는 대흥동에 산재해 있는 다섯마을(웃각단, 아랫각단, 대밭각단, 숲골각단, 꿩지)

을 상징하며 상쇠와 신호가락에 의해 각 치배들을 다섯방향(동, 서, 남, 북, 중앙)으로 아래 

포수

양반

색시
상모

⑩ < 닭쫓기 >

장구

북

상모

쇠

징

⑪ < 오동놀이 치배 배치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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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⑪과 같이 배치한 후 다시 신호가락에 의해 외자반을 돈 후 대열을 풀어 다시 큰 원을 

만든다. 다섯 개 마을의 풍농안택을 기원하고 복을 비는 놀이이다.

(8) 멍석말이(똘똘말이)

이 놀이는⑫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돎’을 뜻하는 윤회를 상징하는 놀이이며 

또한 다섯 개 덤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상징하는 놀이이다.

농기를 중심으로 각 치배들을 멍석문양으로 또아리를 틀어서 노는 놀이로 각 치배들이 

농기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모여들었다 다시 풀어 나오면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9) 농사굿

이 마당⑬은 각 치배마다의 개인놀음들을 보여주는 놀이마당 중 상모놀음을 말한다.

소고꾼들이 씨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 모으기, 키질, 가마니 쌓기 등 일련

의 농사짓는 과정을 연출하며 마지막으로 걸팡지게 논 후 퇴장한다.

(10) 판굿

이 놀이⑬ ⑭는 다섯덤이 각기 재주를 겨루는 마당이다.

장구, 북, 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포놀음의 순서로 놀이를 진행한다.

농기

⑫ < 멍석말이 >

상모

장구

북

징

⑬ < 개인놀음 치배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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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살풀이

이 마당⑮은 지금까지 놀이를 한 치배들이 관객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한 마당 걸판지게 

노는 놀이마당으로 추근추근 느린 가락으로 격정을 삭이며 환희와 희열에 벅찬 기분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풍요를 기리는 마당이다.

(12) 인사-퇴장

살풀이 마당이 끝나면 덩덕궁이를 치면서 각 치배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다시 

대열을 맞춘후 관중을 향해 인사한다. 그 후 아래의 그림� 방향으로 퇴장한다.

상모

장구

북

징

⑭ < 판굿 >

⑮ < 살풀이 >

� < 인사 >

관중

상모

장구

북

징

쇠

� <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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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농악의 연행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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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락구성

문헌에 나오는 고산농악은 장이만(故人) 상쇠의 악보를 기초하고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

화재 제1호 고산농악 예능보유자인 정창화 상쇠의 가락을 채보하였으며, 가락 전개방법은 단

순한 가락에서 점점 복잡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1) 길매구(길굿, 질굿) 가락

사람의 왕래가 적은 오솔길이나, 개울의 징검다리, 논밭 두렁을 탈 때, 혹은 지신밟기 행사

할 때, 한 집 행사가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할 때, 기타 먼거리로 이동할 때 쉬엄쉬엄 느리

게 치는 가락이다. 요즈음은 거의 치지 않으며 정월대보름날 당제를 모시기 위해 천왕 받으

러 갈 때는 꼭 이 가락을 치면서 이동한다. 

대체로 느릿하게 치며 풍물꾼들의 발이 서로 맞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가락이다. 추근추

근, 구성지게 현주하며 크게 힘들이지 않고 쉬엄쉬엄치는 가락이다.

기본
당 그 당 땅

그다당그다땅

당 그 당 땅

당 그 당 땅

다      당

″

당------ 따      당

″

응용

(변화)

당당그 당땅

다 다 당 땅

그　당　땅

당 그 당 땅

″

″

″

″

″

″

장구 당 기 닥 딱 덩 기 닥 딱 덩      덩 당------ 딱      딱

북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당------ 떠      덩

징 징 징

(2) 길군악(부락마치)가락

보통 빠르기로 길매구와는 달리 운동장이나 비교적 넓고 평평한 길에서 행진하면서 연주

하는 가락으로 경쾌한 행진곡을 연상할 수 있다.

행사장에 입장할 때 주로 연주되며 짧은 거리 이동간에 연주하며 풍물꾼들이 발을 맞추어

서 이동하며 엄정한 절도와 질서가 요구된다.

행사장 입장할 때나, 길놀이 행사 등에 주로 연주되는 4분의 4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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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①
당

당    다그

당

당    다그

당    다그

″

당    당

″

여는소리

머릿장단

②
당

다 그 다 그

당

다 그 다 그

″

″

″
기본가락

″

③
○　당

다그다그

당      당

다 그 다 그

″

″

″

″
변화

장 구
당 기 닥 딱 덩 기 닥 딱 덩      덩 따      따 딱    딱

덩    따다 덩    따다 덩    따다 따      따 떠    덩

북 덩 덩　덩　덩 덩      덩 당------

징 징 징 딱      딱
북편과 북태를

번갈아 친다.

(3) 무정적궁

사뿐사뿐 경쾌하게 솟구쳐 뛰면서 연주하는 가락으로 단순하며 투박한 경상도 지방의 독

특한 가락이다.

특히 몸이 솟구쳐 뛰어 공중에 머무는 순간을 길게 하고 한편 착지순간을 짧게 하여 우쭐

우쭐 뛰면서 노는 매우 역동적인 가락이다.

쇠 당 그 당 땅 당 그 당 땅 당그당그당 당 그 당 땅

뒷부분 강하게북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장구 덩　덩　덩 덩 기 딱 딱 덩　덩　덩 덩 기 딱 딱

징 징 징

쇠 당　당　당 당 그 당 딱 당　당　당 당 그 당 땅
예비신호

넘기는 가락 그다당그다당 덩    따다 ○    따당 당 그 당 딱

신호가락 ※4회

※ 반 자반뛰기로 솟구쳐 북을 날리며 힘차게 4회 반복해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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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름쇠(다드래기, 휘모리)

조름쇠 가락을 칠 때는 보통 빠르기로 시작하여 조름쇠 가락보 ①을 점점 빠르고 강하게 

올려친다. 가락보 ②는 빠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변화를 주고자 하면 가락보 ③을 치며 다

양한 가락을 구사한다. 또는 가락보 ④로 단순한 가락으로 변화도 시도한다. 점점 더 나아가 

아주 빠르게 연주해서 꼭대기를 거슬러 올라갈 때는 ⑤번 가락을 치며 올리고는 최고정점에 

가서 ⑥번 가락으로 쇠를 막아치며 가죽악기와 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여흥이 ②~⑥까지 

되풀이하기도 하며 끝맺음은 ⑦번으로 한다.

① 쇠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장구 덩 덩 덩 덩

북 덩 덩 덩 덩 4회 반복

징 징 징

② 쇠 당　그　당 당　그　당 당　그　당 당　그　당

장구 덩    덩 쿵　따　쿵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북 둥(강하게) 둥(여리게) 둥(여리게) 둥(여리게) 4회 반복

징 징

③ 쇠 당　그　당 당　그　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당
수회반복

기본장단 그 당 당 그 당　그　당

④ 다  당  따 다      당 다  당  따 다      당 4회 반복

⑤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4회 반복

⑥ 쩍      쩍 쩍      쩍 쩍      쩍 쩍      쩍 4회 반복

⑦
당      따

※맺음가락

다      당 당------ 딱

(5) 덩덕궁이(자진모리)

대부분 판굿을 이 가락으로 이끌어 가며 단순한 가락에서 점차 복잡한 가락으로 변화해 감

을 원칙으로 하며 한 번 변화를 줄 때마다 가락의 빠르기를 점차 더 한다. 아주 빠르기로 가

서는 조름쇠가락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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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당

다      당

당

다      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당 여는소리

(머릿장단)~ ~

당      따

다      당

다      당

다      당

~ ~
기본가락

~ ~

당      따

다      당

○    따다

다      따

~ ~

~

당      따

다  다  그 

○    따다

다      따

~

○      땅

~

다      당

다  다  그

다  다  그 

다      당

다  다  그

다  다  그

다  다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따 당      따 다      당 맺음가락

다  그  다 그      당 다  그  다 그      당 다시기본으로

다  그  다

~

~

그  다  그

~

~

다  그  다

~

당      따

그  다  그

~

다      당
예비신호

신호가락

넘기는 가락
북

따      당

당------

따      당

~

당      따

~

따      당

~

당------ 덩      덩 덩      덩 덩      떵

징 덩 덩 덩      따 쿵      따

장구 덩      따 쿵      따 덩      따 쿵      따

덩 덩 덩      따 쿵      따

덩      따 쿵      따 덩      따 쿵      따

덩      따 쿵    따다 쿵      따 쿵      따

※ 판굿을 벌릴 때는 자지러지듯 빠르고 격렬하게 물아가며 일반 풍물마당에서는 대체로 조금 느리게 능청능청 몰아간다.

(6) 춤메구(살풀이)

자진모리보다 느린 가락으로서 굿판의 흥겨움이 최고조에 이르러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

는 신명과 희열을 춤사위로 표현하는 가락이며, 때로 쇠는 으듬박만 짚고 장구가락에 의해 

굿판을 끌어 가기도 한다.

풍물로 굿판의 흥을 돋우며 가죽소리만이 갖는 부드러움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약·장·단을 절묘하게 하여 자글자글 끓듯 쇠를 다루며 쇠잽이의 높은 기량이 요구된다. 

민속풍물 중에서 정중동(靜中動)의 절제된 한국적 품의 멋을 담은 가락으로 굿판의 백미(白

眉)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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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다      당

당      당

다      당

당  그  당

당  그  당

당      당

당      당

♂

♀

당 당 다 그

″

당 당 다 그

″

당 당 다 그

″

당  당  당

″
X 2

기본장단
당그당그당그

″

당그당그당그

″

당그당그당그

″

당  당  당

당  당  당
X 2 

점차강하게
올려치다가
여리게
내려친다

당그당그당그

″

당그당그당그

″

당그당그당그

″

당그당그당그

″

X 2

다시강하게
신호가락

당그당그당그

당      당

당그당그당그

당      당

당  그  당

당  그  당

당      땅

당      닥

잡아서 
막아친다

당      당      당 당  그  당 ○      당

당      당      당 당  그  당 ○      당

기본장단
당그당그당그 당그당그당그 당그당그당그 당  당  당 수회반복

″ ″ ″ ″

여리게치다가
강하게

당 당 다 그 당 당 다 그 당 당 다 그 당  다  닥 맺음가락

장구 덩 따 따 따 덩 따 따 따 덩 따 따 따 쿵  쿵  따

북
덩-----

덩      덩

딱      딱

덩      덩

덩      덩

덩      덩

○      딱

○      딱
북맺음가락

징 징

(7) 천왕굿(천왕메기굿)

 “천왕님 천왕님 처렁처렁 내리고”혹은 “천왕님 천왕님 천왕님 내리소”하기도 하며 정월대

보름날 동신제를 지내기 위해 대내림을 받을 때 치는 가락으로 보통빠르기로 시작해서 점점 

빨리친다. 점점 올려 치다가  “내리소 내리소(그당땅, 그당땅)”을 치며 최고조에 이르러  “다

다다다닥 다다다다닥”하며 재배(再拜)를 하고 다시 신내림할 때까지 반복해서 친다. 이때는 

남자 풍물꾼들로만 구성해서 치성을 드린다.

쇠
기본가락

그  당  땅

〃

그  당  땅

〃

그 당 그 당

〃

그  당  땅

〃
수회반복

장구 쿵  따  꿍 쿵  따  꿍 쿵  따  꿍 쿵  따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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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올려치다가

그 당 그 당

〃

그 당 그 당

〃

그 당 그 당

〃

그 당 그 당

〃
수회반복

다 다 다 다 닥------ 다 다 다 다 닥------
하며 
재배한다

기본장단
그 당 땅

〃

그 당 땅

〃

그 당 그 당

〃

그 당 땅

〃

다시반복

북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징 징 징

(8) 덧베기

자진모리보다 느리며 살풀이보다는 빠르게 연주하는 가락으로 자진모리와 살풀이의 중간 

정도 가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로 흥겹게 노는 쇠가락으로 다양한 타법을 구사하여 쇠잽이의 재간을 한껏 부릴 수 있는 

가락이다. 행사중에는 별로 연주하는 바가 없으며 정월달 지신밟기 할 때 사설을 읊으며 이

가락을 연주한다.

쇠
당  그  다

다  다  그

당  그  다

당      그

당  그  다

당  다  그

다      당

다      당
딱(사설이어감)

북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장구
덩  따  따

덩      덩

쿵  따  따

덩      따

덩  기  당

쿵      따

쿵      따

쿵      따
수회반복

징 징 징

변화
다  다  그

다  다  그

그  다  다

그  다  다

당  그  따

당      따

그      당

다      당
딱(사설이어감)

※성주풀이, 조왕풀이, 고방풀이, 방앗간풀이, 외양간풀이, 용왕풀이, 정장(변소)풀이, 점방풀이, 마당풀이

(9) 농사굿

나락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논을 메고, 나락을 베고, 타작해서 수확하는 나락농사의 과정

을 상모꾼들이 소고놀이로 연출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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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씨뿌리기

쇠
장구

다  그  다 그  다  그 다      당 땅------ 4회반복

북 덩 덩 덩 떵------

※ 왼쪽 옆구리에 소고(시오쟁이)를 차고 오른손으로 씨를 뿌리며 오른발로부터 반족장씩 전진하며, 한 장단에 좌에서 우로 씨를 뿌린다.

② 모심기  ③ 논메기

당      따 다      당 당      따 다      당 4회반복

다      당 〃 〃 〃

※ 꼭지 상모를 치며 좌로 한 장단, 우로 한 장단씩 모를 심고 제자리에 오며 논메기는 좌로 두 번 젓고 우로 두 번 젓으며 논을 멘다.

④ 나락베기

다      당 다      당 다      당 딱------ 4회반복

※ 앉은 상태에서 우에서 좌로 한 장단에 한번씩 나락을 베어 눕힌다.

⑤ 타작(추수)

다  그  다

〃

그  다  그

〃

다  그  다

다      당

그  다  그

딱------

4회반복

※ 오른발로 탈곡기를 밟으며 한 장단에 볏단을 뒤로 던진다.

⑥  기본장단(덩덕궁이가락)에 곳간에 곡식을 저장하고 다시 풀어 상모놀이 한마당을 벌리고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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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제성

고산농악은 대구광역시 고산지역에 있는 대흥동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개척시기부터 

자생하여 전승된 농촌의 자연촌락이며 각성마을이다. 대흥동은 고려시대부터 ‘谷己’라 불리

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산농악을 공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회관은 현재 

시지동 170-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산농악의 연행과정은 당산제굿을 필두로 정월에 지신밟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굿, 성주

풀이, 조왕풀이, 장고방풀이, 용왕풀이, 고방풀이, 방앗간풀이, 마굿간풀이를 하며, 판굿으

로 태극놀이, 오동놀이, 판굿, 닭쫓기, 멍석말이(똘똘말이), 농사굿 등을 한다. 

우리의 전통축제는 세시풍속 속에서 행해졌고 또한 마을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모든 지역

에서 모든 절기의 축제를 공통적으로 지낸 것은 아니나 지역과 혈연의 특성과 풍습에 따라 

지내는 축제의 내용과 형식은 달랐다. 

고산농악을 연행하는 이 지역의 축제는 마을의 안녕과 연풍을 기원하는 동제(洞祭)인 당산

제(堂山祭)와도 관련된다. 동제는 종교와의 관련성에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제

에 종교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청동기시대 이래 불교와 유교 등의 종교와 병립 혹은 탄

압받으며 동제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풍속적 측면이 중시된 세시적 축제로 보

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과거 축제는 마을단위의 굿을 주축으로 하여 열렸다. 그래서 굿을 

축제로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 

고산농악의 축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성성을 들 수 있다. 신성성은 일차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상황의 숭고함이다. 

어떤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건한 상황이 주어지는 신성성이 있고 어떤 염원을 공통적으

로 드러내는 상황의 신성성이 있다. 신성성은 농악 연행 일체의 과정과 닿아 있기 때문에 연

행을 행하는 여러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신성성에 포함된다

고 본다. 신성성은 절대공간을 이루는 핵심이 되지만 이 신성성이 연행 전체를 압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융합성으로서, 이는 마을사람들간의 화합과 절대적 존재에 더 접근하려는 욕망을 

말한다. 농악의 연행이 외적으로 마을사람들과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

에는 절대적 존재에 자신을 더 접근시킴으로써 얻는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 절대적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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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융합시키려는 화합을 지향하는 마음과 합쳐지는 것이 고산농악 연행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회귀성으로서, 근원이나 모태에 대한 성찰을 포함함으로써 하늘이나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전통사상에 충실하려는 모습이다. 고산농악도 이와 같이 완전한 것을 추구

하거나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 어떤 맥락에서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모두가 행복

해지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모두 정성과 노력을 집중한다. 이상향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것

과 다르지 않다. 이상향에 대한 희망은 완전성을 지향하는 즉 완전한 세계를 갖고자 하는 인

간욕망의 표현이다. 고산농악의 연행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일상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성성도 있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에서 농악의 연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연장에서는 이를 

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연행이 갖고 있는 신성성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는 모방성으로서, 이는 농악의 연행이 열리는 절대공간 안에서 벌이는 일체의 그 상황

에서 만들어진다. 연행 속에서 사람들은 축제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자 한

다. 즉 이들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며, 이를 보는 마을사람들도 모방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연행의 내면을 읽고 따라 하게 된다. 

다섯째는 놀이성으로서, 이는 일을 쉬고 휴식으로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놀이는 일탈적

으로 자유지향성을 가지며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기존의 정해진 규칙에만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이를 변형시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변형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놀

이는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놀이는 기존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해 일탈성을 갖지만 자기체계화

한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된다. 또한 놀이는 감각적으로서 엄격하고 숭고한 세계를 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동시대적으

로 동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반영한 놀이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

며, 급속히 변하는 전자매체에 의한 놀이가 확대되는 요즈음에 그 차별성이 분명해져서 자신

을 확인하는 정체성으로 연결되고,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민족에 대한 반성과 확인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놀이는 언어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표현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유롭

고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공연장에서 구현된다. 

이와 같은 고산농악의 연행이야말로 여러 문화형식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상징적 표현의 소

산으로서 연행의 내용이나 동기보다 이런 공연적 특성이 연행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연행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심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공연적 특성에 자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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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연의 이러한 특성도 신화처럼 인간생활에 보편적 원리가 된다. 연행 자체가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변형되더라도 고산농악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함

이 없다. 다양한 형태의 농악연행은 사회적인 유대를 유지하고 표현하는 기능으로 발전되며 

사회적 사실로서 집합의식3)이 된다. 

고산농악도 그 근저에는 농경사회의 절기에 따른 의례와 유교적 제사의식, 신에게 소원을 

빌고 감사를 올리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농사력과 관련된 의식절차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조상에 대한 감사의례로 이어진다. 고산농악의 가(歌)와 악(樂)을 통해 사람들의 긴장과 이완

을 교차시키며 사람들의 정신을 몰아지경으로 몰아간다. 긴장과 이완의 단계를 교차시키는 

핵심요소는 악(樂)이다. 장구와 꽹가리의 격렬하면서도 완만한 조화가 극적 고조를 만들어낸

다. 몰아지경이란 사람들이 신화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화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고조된 긴장을 풀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신화세계의 현실화와 장면

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로운 존재들과 갈등에서 벗

어난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소루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고산농악은 관객에게 보는 재미를 충

분히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객들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 하나되는 열린 무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산농악이 열리는 전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과 상황들은 살펴 볼 때 다음과 같

은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고산농악은 화합의 장으로서 지역민들이 모여 마을 소식을 알리고 듣는다는 공유

의 장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고산농악은 그것을 연행함에 있어서 노동력을 협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농악

공연의 성공적 연행을 위한 일이면서 노인공경의 전통양식을 지키는 일이다. 노동력 나누기

는 연행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기암시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을의 안녕과 태평 못지 않게 자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자신의 내세에 대한 걱정을 덜

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넷째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이다. 노동력을 가진 마을 사람들 중에서 상당

3)　루시메이어 저, 최길성 역, 『사회인류학 입문』, 계명대출판부, 1983.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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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자신의 본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력이 거의 없는 노인들도 농악이 진

행되는 공간과 시간을 보며 독립된 공간에서 누리는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조상숭배와 경로사상이 짙게 배어 있어 전통사상을 지키게 된다는 점이다. 농악

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공간과 시간을 일상의 삶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 전통사상을 지키

는 고산농악은 합리적 사고와 발전지향적 사고가 팽배한 현대에서 과거회귀적 시간과 공간

이 마련됨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공간이 공연장인 것이다. 일상을 잊음으로써 그리고 근원적·모태적 공간에 회귀했었다

는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에 맞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여섯째로, 기복성이 있다. 기복의 내용이 안과태평, 부귀공명, 자손발복, 풍농 등이라고 하

지만 공연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연행되는 농악은 복을 받게 되는 모멘트가 되기도 한

다. 농악이 연행되는 동안 인간은 신에게 농악의 힘을 빌어 자신을 의탁하고 그로부터 어떤 

힘이 자신에게 오기를 희망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절대자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행복

해지기를 바란다. 농악의 연행이 신을 위로하고 국태안민과 풍농을 비는 일이지만 여전히 주

체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산농악 연행의 특성은 통합성으로서 열

린무대처럼 관객도 함께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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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언

농악은 농촌에서 명절 때나 여러 사람이 모여 노동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우

리 고유의 음악이다.

농악의 풍속은 삼한시대의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파종하고 땀흘려 얻은 수확에 대한 기

쁨과 감사함을 춤과 노래로 즐겼던 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의식이 고

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변천을 거듭하여 지금의 농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농악은 원시종합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는 풍물굿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굿이 제사의 절차를 따를 때에는 순서에 맞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순

한 놀이과정으로 본다면 놀이 하나하나가 독립된 놀이형식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두레굿은 논밭에서 일할 때 치는 농악이지만, 판굿은 농악을 치는 굿패들이 마을굿

을 할 때 당(堂) 앞에서 벌이는 굿판과 집돌이 할 때 방문한 집에서 하는 지신밟기 등 걸립패

들이 집돌이를 끝내고 한바탕 벌이는 굿판에서 생겨난 굿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농악의 

기예를 마음껏 발휘하여 즐기는 굿이다.

조선후기의 문인이었던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문집인 『옥소고(玉所稿)』에 ‘農樂則佚(농

악은 편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농악이란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농악은 지역에 따라 풍물, 풍악, 풍물놀이, 풍물굿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농악이 지금과 같은 성격을 보인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다. 노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을 높여 힘든 일을 즐겁고 활기차게 하도록 하기 위해 두레에서는 언제나 풍물을 쳤고, 

두레의 구성원이 바로 풍물패이기도 했다.

풍물은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경에 발생하여 19세기에 가장 융성했다. 두레가 보편화되

었던 중부 이남 지역에는 풍물굿이 발전하였고, 이북 지방에서는 무굿이 발전하였다.

경기·충청지역에서 발달한 웃다리풍물은 상모가 발달해 있고 장단이 빠른 것이 많으며, 

쇠장단이 분명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락이 간단하고 소박한 맛이 

있다.

전라도 풍물은 장구장단이 매우 발전해 있고 느린 가락과 춤이 발전해 있다. 지리산 쪽에 

있는 좌도(산간지방)와 우도(평야지대)로 구분된다. 산간지방은 힘이 있고 소박하게 치는 특

징이 있고, 평야지대는 농업이 발달한 관계로 판굿이 다양하고 가락이 화려하다.

경상도 농악이 북을 중요하게 사용한 반면, 전라는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여 풍물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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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농악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존재

해 왔다. 그 중에서도 진주 삼천포, 평택, 이리(現 익산), 강릉, 임실 필봉, 구례 장수 지역의 

농악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구의 비산농악, 고산

농악, 욱수농악, 함안 화천농악, 청구농악, 녹동 필봉농악, 청도 차산농악, 남원농악, 담양농

악, 화순 화천농악 등 여러 지역에서 농악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시·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

어 있다.

평택을 중심으로 한 충청·경기도 지방의 농악을 ‘웃다리 농악’이라고 한다. 웃다리 농악

은 다른 지역의 농악보다 빠르고 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릉농악이 속한 영동지방의 농악은 풍물패가 악기를 두드리며 농사과정을 몸동작으로 보

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진주지방은 이순신의 씩씩함을 닮아 농악 자체가 군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대취타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구례·익산 지역과 임실·필봉 지역의 두 갈래로 나누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멋의 고장답게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구성진 가락과 장구의 눈에 띄는 진두지휘가 

특징이고,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의 경우 ‘꽹~’하는 소리가 나는 높은 음의 꽹

과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상도 농악 중 고산농악은 여타 지역의 농악과는 달리 농악자체가 소박한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굿 중 다른 농악놀이에 없는 특이한 놀이형태로 상모팀 전원이 원(圓) 중

앙에서 손을 잡고 닭을 쫓는 닭쫓기놀이가 있다.

이와 같이 농악이 한국인의 삶 속에서 오랜 기간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농악이 예

능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농악문화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

산의 대표목록으로 선정된 이유도 생명력을 가진 문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프랑

스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

코에서 농악을 선정하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첫째, 농악은 다기능적이고 다채로운 형태로 1년 내내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공연된다. 현

재의 문화를 잘 어우러지고 사람들의 일상사 속에서 발전되고 현대화되어 왔으며, 연행자와 

참여자들 모두의 정체성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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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악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악의 가시성이 더욱 빛나고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내외에서 구성된 서로 다른 

농악팀에서 활동하는 연행자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농악의 특징은 정부와 공동체 사이에 협동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보호가 농악의 인식제고, 연행조직에 대한 지원, 기록화 뿐만 아니라 향후 상업화나 관광화에 

따른 지나친 소모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등재신청을 위해서 각 농악공동체, 집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준비했다

는 점을 주목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들이 자주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동의서가 작성

되어 제출된 점도 인정된다. 

유네스코의 평가를 빌리지 않더라도 농악이 공동체와 지역, 그리고 우리의 문화로 지속되

어 왔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공동체의 사회관계와 의례, 노동, 놀이가 결합된 복

합적인 문화로서의 농악에 대해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생해내려는 노력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로 인해 농악을 

전승할 세대가 사라지고, 농악의 효용과 신명이 과거의 유산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농악에서 고산농악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옛 시대의 유물처럼 생각되지

만, 그러나 고산의 농악지평은 이 지역에 있고, 앞으로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러므로 고산농악을 통해서 이 지역 공동체의 농악문화를 볼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찾을 수 있

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고산농악이 이 지역의 농악문화를 꽃피워온 점에서 이 지역의 살아있는 존재라

고 할 수 있다. 농악문화라는 관점에서 농악은 예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질적·정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은 전승하는 주체와 그들을 아

우르는 공동체, 농악이 연행되는 현장으로서의 의례와 노동, 놀이 등이 버무려져 농악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를 기리기 위해 정초가 되면 가가호호의 기복을 빌었으며 세시풍속에 

따라 당산제와 지신밟기, 판굿을 하면서, 스스로 농악을 연행하므로 농악보존에 힘써 왔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고산농악 또한 이 지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과 다를 것 없이 고령화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공동체적 질서 속

에서 행하던 마을굿으로서의 농악전승은 점점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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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농악이 축적해온 농악문화는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현재의 전승력에 힘을 기우려야 하

며, 고산농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그 방향에 대해 좌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악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산농악의 지평은 그저 꽹과리나 징, 북과 장구만 치는데 그

치지 않고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연희를 행하고 있으니 

고산농악에는 우리나라 농악문화가 층층이 스며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산농악은 우리나라 농악의 다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는 경상도 농악이 가진 여러 

예능을 잇고 있으며, 동시에 농악이 가진 마을의 공동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1905년부터 농악의 전승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계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는 고산농악보존회를 설립하여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후 1984

년도에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산농악을 보존하고 활

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고산농악 전승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이곳 지역민들이 고령화되고 주위가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점차 보존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

고 그 빈자리를 젊은이들이 와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농악예능의 전승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산농악의 전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외부의 젊은이들이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램이

지만, 고산농악은 상쇠 정창화로부터 물려받은 예능도 전승해야 하고 공동체성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산농악의 지속과 활성화라는 점에서 볼 때, 과거 농악이 연희자의 예능으로 존재하지 않

고 이 지역의 농악문화로 존재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산농악이 마을의 축제로서 그 

주위의 기운을 발산했던 것은 농악이 예능의 경연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

고 모으는 공동체의 문화로 존재했기 때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고산농악이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마을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변적으로 전승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

자의 입장에서 고산농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신밟기의 효용과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지신밟기는 연행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대단한 축복이다. 집집마다 같은 연행이 반

복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요자는 지신밟기 한 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잔치를 벌이

는 기분을 받기 때문이다. 농악의 예능인들로부터 이웃집 사람과 친척, 그리고 처음부터 사

람들이 악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굿판을 벌려주기 때문에 흔히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정

월의 지신밟기를 한 번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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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적 특성이 다른 곳과 다르고 연희자들의 개성이 들어나므로 농악의 공공성과 기

부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신밟기나 걸립은 집단의 이익창출을 위

한 흥행의 목적에 있지 않다. 마을이나 지역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걸립을 하고 지신밟기를 

하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신밟기나 걸립이 형식화되었다면 수요자를 창출하고 효용

성을 되살리는데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셋째, 오락적인 즉흥성과 신명이 있으므로 명절축제를 되살리고 지속해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그들은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가족이 모이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명

절은 가족이 모이는 것보다 공동체가 벌이는 축제에 가까웠다. 대보름의 명절축제 구조를 파

악하면 명절이 마을과 가정의 반복된 축제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외

국의 축제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축제문화를 외면하고 새롭게 동원하는 축제문화

를 만들어왔다. 외국의 축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이고 자생적인 명절축제의 개념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 축제의 장이 되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행하던 당산제와 당산굿은 이곳 설정에 맞게 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지속해야 되리라고 본다.

넷째, 농악의 내용이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면이 많으므로 농악문화로 전승되어온 제반 컨

텐츠를 확보하고 보존·활용해야 된다. 그 동안 세시풍속에 따라 행해지던 농악이 중단된지 

오래지만 1982년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받은 이래 고산농

악이 농악 유산으로서 재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악을 예능중심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지신밟기나 12마당의 판굿 등을 농악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고산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농악

과 결합된 제반의 문화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악문화는 현재의 전승

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농악을 집단적 연희문화 전반으로 확장하

여 제반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보존·활용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다섯째, 고산농악의 전수관은 시지동 170-5에 있지만 연습장소로서는 협소하여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습공간을 더 큰 장소를 물색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여섯째, 고산농악의 확산과 후계자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고산농악은 이곳 대흥

동에서 자생한 농악으로서 명실상부한 농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희를 할 때

면 고산지역의 여러 농악인과 보존회에 젊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보존회의 회원

들은 고산마을 사람들과 외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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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고산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고산농악을 전승할 수 있는 여러 

곳의 연행자들을 보존회의 회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전통과 마찬가지로 고산농악도 꾸준히 이어져온 전통을 보존하여야 하겠지만 급격히 

변화하여가는 환경 속에서 그 적절성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고산농악은 지역적으로 밭농

사를 하는 농촌마을이었지만 현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반도 약

해졌고, 연행자들도 줄어들어 전승 자체도 어려워졌지만, 외부인사들의 유입도 불가피한 실

정이다.

보존회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후계자를 양성하여 고산농악

의 전승력과 대중성을 함께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의 가

치성을 보존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의 길도 모색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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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고산농악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 보존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농악발전 향상과 문화유산을 육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사무실을 고산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향토풍물의 조사연구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향토농악인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향토농악 단체의 육성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향토농악(풍물)신인 발굴 등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6. 회관 건립과 기금 1억원 조성 목표(98. 12. 17)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고산농악의 회원은 국악예술인 및 농악연구 사업에 관여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농악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농악학술에 기여한 자로서 품행과 기

량을 보아 일정 기간을 거쳐 회장단에서 정한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농악에 관심을 가지고 농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운영위

원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3. 준회원

신입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정회원도 품행이 나쁘고 비협조적이고 열성이 없으면 준회원이 된다.(질서 문란, 권위 추락)

4. 경합되는 단체에 가입자는 입회할 수 없다.(1998년)

5. 임원은 3년 이상, 회장은 5년 이상 정회원 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고산농악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결의권 및 동의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고산농악 회원은 다음의 각항을 준수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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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4.  국악협회 회원연회비 및 이사연회비를 총회 결의에 따라 본회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8조(상·벌)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

다. 그리고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건의함을 비치한다)

1.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비 및 1년 이상의 이유없이 행사에 불참 시)

2. 본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할 시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4. 회원간의 불신풍조 분위기 조성 또는 중상모략을 하였을 때

5.  회의 중 또는 평소에 집행부를 비방 헐뜯고 비협조적인 행위, 과다 발언으로 회의 진행 방해

행위, 풍기문란 행위, 품행추락 행위, 욕설폭언 행위, 이적 행위 금지

6. 1, 2, 3, 4, 5항의 각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     (3) 경고

7.  타 농악 단체에 가입자는 업무, 재무, 임원 등에 관한 의결권을 상실한다.  

회장 또는 회장단 승인을 받을 것, 그 외는 징계처리 한다. 경합되는 단체 가입자는 입회할 

수 없다. 

8.  회원 또는 수강생에게 타 농악단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든지 유인하면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징계 처리한다.(결과에 관계없이)

9.  올바른 의견을 듣고 회의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견함을 이용하고 무기명투표를 

하여 결정한다.(중요사업 결정, 제명, 기타)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

이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차안에 부재한다.) 제명 또는 자진 탈퇴자라도 기

금이나 지분금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다.(92. 6. 9. 결의)

제3장 임원 및 조직(구성)
제10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고문  약간명

3. 회 장  1명

4. 단 장  1명

5. 운영위원장 1명

6. 임원(이사) 10명 이내

7. 감사  2명

8. 후원회

9. 징계위원회(임원이 자동징계위원이 된다)

10. 고산농악 연구원과 주부농악단, 학생농악단을 부설하여 지도육성한다. 

11.  기타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여성위원장, 학생장 관리, 재정, 홍보, 외교, 기획 등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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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국악협회 이사, 대의원, 보조자, 장학생은 회장단에서 추천을 결정한다.(97. 12. 23)

제13조(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단장 :  고산농악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구하고 그 기법을 회원에게 습득케 하여 모든 공연의 

책임자가 되며 기능보유가 또는 지휘능력을 보아 회장단이 선정한다. 

3.  운영위원장 :  질서 기강을 바로잡고 본회의 제반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지침에 따라 발전 

향상하도록 지휘 감독한다. 회장에 수시 보고한다. 

4. 임원 : 회장단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의한다. 

5. 감사 : 제반업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재무 : 자산을 관리한다. 

7. 총무 : 행사 및 제반업무에 회장과 운영위원장을 보필하며 업무 처리한다. 

8.  국악협회이사 :  고산농악을 위하여 국악협회에서 유익하게 노력하며 회의결과 소식을 그때 

그때 집행부에 보고한다. 

9. 후원회 : 고산농악 발전과 전통풍물의 계승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10.  징계위원회 : (운영위원이 자동 징계위원이 된다)제명, 견책, 경고 등을 결의 처리한다. 

11.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에 응한다. 

12.  명예회장(前 활동회장) :  실무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의 위임

을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13. 기타 :  관리, 제작, 홍보 등 각 분야에 따라 직분을 다한다. 

(단 부여받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일반 업무는 회원 전원이 적극 협조한다. 

제14조(축의·부의)

1. 길사 : 회원 각자가 부담한다. 

2. 흉사 

- 병환(문안 방문한다)

-  본인 사망시는 농주(탁주) 10두 대금에 준하는 부의금을 한다.(당해년도 처음 지불 대금으

로 연말까지 집행한다.)

* 03. 12. 21총회 :현재 조화 3단 一金50,000원을 

 조화 3단 一金100,000원으로 수정함.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최고 의결기관은 전 고산농악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 의장은 관례에 의하여 하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시킨다. 

제16조(소집)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회계년도) 11월~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 2/3이상, 회

원 2/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단, 총무는 업무를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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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부의사항)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대한 사항

5. 기타사항

제5장 임원회(이사)
제19조(구성) 이사회(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임원회는 회장이나 임원 2/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회비 및 입회비

2. 문예진흥기금, 시 보조금, 출연료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6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 설치) 본회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1. 업무분담

2. 비품대장

3. 출연(행사) 계획

4. 연역대장, 입회원서, 수강신청서, 기타 업무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10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2년 10월    일

1992년 6월  1일 개정

1993년 6월   일 개정

1997년 7월  7일 개정

1997년 12월 23일 개정

1998년 12월 17일 개정

1999년 12월  9일 개정

2002년 12월 20일 개정

2003년 12월 21일 개정(14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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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농악 회원명단

박재출(고문) 정시범(고문) 김우열(회장) 강대유(운영위원장)

류잠발(전수조교) 배상호(감사) 김병영(징) 정금목(북) 오정식(포수)

황선우(총무) 허태권(북) 배임수(북) 장성찬(북) 장윤석(북)

정성일(징) 정형락(북) 서상식(감사) 정기탁(북) 장락순(북)

박상언(띵각) 지용구(북) 이재규(북) 양대운(북) 박노하(북)

한신현(북) 한윤식(북) 한현식(북) 손옥희(기수) 김덕희(기수)

남점희(색시) 이숙원(교육장) 김후필(장구) 이옥수(장구) 강정옥(장구)

배미희(장구) 서분순(장구) 박달선(장구) 김화순(장구) 배향란(장구)

김수연(장구) 이주연(장구) 이상순(기수) 서소분(시어머니)

임영분(장구) 서정련(장구) 오윤서(징) 이태선(장구) 이미혜(장구)

금경희(장구) 신순자(장구) 김화이(장구) 최순희(장구) 최성숙(장구)

이태숙(장구) 구영숙(장구) 신현구(북) 장재호(북) 황영석(북)

박순남(장구) 김경숙(색시) 김편화(장구) 서영숙(장구) 김영자(장구)

문명식(북) 안정미(장구) 김미혜(장구) 조영필(북) 이춘화(장구)

오계순(장구) 최종태(북) 이영환(북) 허윤근(북) 정영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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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명칭의 생성 배경

 “욱수농악”은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이다. “욱수”는 욱수

천, 욱수골, 욱수동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욱수에서 가져온 지명형 이름이다. 고산지역내

의 자연부락명인 욱수동에는 욱수천이 흐르고 있으며 “욱수(旭水)”는  “물이 솟아 오른다”

는 뜻이다.

2) 유래

현재 수성구 고산 1동 욱수노인정1)에서 욱수천을 가로질러 건너 50m 지나면 낮은 언덕에

는 현재까지도 동제를 지내는 당산나무가 있다. 욱수농악은 이 당산나무가 있는 동제당에서 

천왕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농악에서 유래되었다. 욱수 

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을날 관행하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농악

이다.2)

욱수동은 마을 산에 있는 당(堂)나무를 서낭신으로 섬기며 1980년대까지도 정월 초사흗날

이면 아침에 당제(堂祭) 주관자들과 농악대가 농악을 울리며 당나무 앞에서 서낭신의 내림을 

1)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15.

2)　김택규 외, 『한국의 농악 -영남편-』 수서원 1997,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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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제사를 지내는 ‘천왕받이굿’을 하고 이 내림굿에 뒤이어 한바탕 판굿을 벌였다. 

그리고 제수(祭需)로 올린 돼지머리는 당나무가 있는 산 어디엔가 가져가 묻었다. 당제가 

모두 끝나면 호랑이가 그려진 서낭기[-호랑이를 새긴 기-]를 앞세우고 내려와 집집마다 돌

며 ‘지신밟기’를 했다. 제수(祭需) 마련 등 당제 준비를 한 당주의 집에는 대문에 솔나무들을 

꽂은 금줄을 치고, 집 주위에는 황토가 뿌려진다. 마을의 집들에도 이때 마당에 황토를 뿌려 

덮는 이른바 객토 작업을 해 놓으면 ‘지신밟기패’는 이를 더 단단하게 밟아 주곤 하였다.  

정월 대보름 밤에는 또한 ‘달불놀이’를 하고 또 한바탕 농악 마당놀이를 했다.

따라서, <욱수농악>은 정월 사흗날에 행하던 당제- ‘천왕받이굿’과 이어지는 ‘판굿-농악

놀이’, ‘지신밟기’, 대보름 밤 ‘달불놀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지역의 민속 놀이문화가 이

후 <욱수농악>으로 재구성되어 전승·발전된 것이다.3) 

2. 형성 배경

1) 지리적 환경

1987년 10월 4일에 찍은 수성구 고산 지역 마을 전경사진4)을 보면 마을 주변이 논과 밭이 

있으며 현재의 경산시 옥천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

산 1,2,3동 지역으로 과거 포도밭과 농지가 많았던 사진자료와 달리 현재는 고층아파트가 들

어서 있는 주거 단지와 상업단지로 변하였다. 고산농악의 생성지인 내환동 지역과 맞닿아 있

어 고산농악과 교류가 활발했다고 한다.5) 또한 욱수천이 마을 욱수동과 경산 옥천동과 경계

선상에 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편입되었으며 과거의 행정구역상 구분은 경상북도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은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에 편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

도 경북 경산군 고산면(孤山面) 욱수동(旭水洞)이었다. 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150여 호 

남짓 되는 농촌 자연촌락이었다. 

현재 욱수농악 발원지는 행정구역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행정동]이며, 욱수동

3)　손석철, 『2015 <욱수농악> 학술심포지움 욱수농악의 미래를 생각하다.』욱수농악보존회, 2015.  

  20쪽 김기현(경북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

4)　大邱直轄市, 『民俗藝術 : 大邱直轄市域民俗藝術調査報告,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7.

5)　서덕수 욱수농악 안터뷰(2015. 06. 16), 손석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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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할 법정동 명칭이다. 고산(孤山)은 아주 옛날 삼한(三韓)시대에는 ‘압독’또는 ‘압량’이

라는 읍락국가의 일부였다가 신라에 합쳐졌으며, 신라 경덕왕(741년) 때는 ‘장산군(獐山郡) 

읍서면(邑西面)’이었는데 고려 현종 9년(1018년)에는 ‘경주군 서면’에 속했고, 충선왕(1308

년)때는 ‘옥산부(玉山府)서면’이라고 불렀다. 조선 선조(1577년)때 경산현(慶山縣)이 대구부

에 속하게 되자, ‘대구부 부동면(府東面)’이 되었다가, 경산이 다시 현이 되자(1897년) ‘경산

현 현서면’이 되었다. 조선 고종 때 ‘경산군 서면’이라 고쳐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으로 ‘경산군 고산면’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고산면에는 13개의 법정동이 있었다. 6)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 고산출장소’로 개

칭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고산 1동’으로 분리되어 현재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례 제1589호(1982년 7월 24일)) 고산 1동의 면적은 8.79㎢, 인구 36,120명(2012.12.31.현

재), 11,058가구가 있는 현 ‘신매동’과 ‘욱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욱수동은 현 고산

1동의 동남쪽으로 자리한 지역으로서 병풍산(568m) 자락 아래, 안산(470m) 욱수산, 성암산

(469m), 봉암폭포와 욱수지 등을 끼고 있는 산자락 지역이며 평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

되어 있다.7) 

욱수농악이 활발이 연행되었던 지역은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와 지금의 고산농악의 

발원지인 내환동지역을 제외한 고산지역 일대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욱수농악이 고산

지역 농악적인 특색과 경북농악적인 특성과 대구농악의 특성을 두루 가지게 되는 요소이다.

2) 형성과 역사

욱수농악은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00여년 이전부터 농악이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8) 또한 본격적으로 보존을 한 기록은 친목계 회칙에서 알 수 있다. 친목계회칙에서

는 창립일이 1963년 양력 2월 25일로 나타나있다. 1987년 제28회 문화공부장관상을 수여하

였고 1998년 현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 제3호로, 2014년 11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자산에 

등록 되었다. 

6)　위의 기술로만 보면 욱수농악의 활동지역이 현재의 고산1동인 욱수동으로 한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산농악이 연행되 

    었던 지역은 대흥동 지역을 제외한 고산 지역 일대이다.

7)　손석철, 앞의책, 20쪽.

8)　서덕수 앞 인터뷰(2015.06.16.) 서덕수 원로는 당산나무 내력을 설명하면서 당산나무가 이미 어느정도 크기로 어렸을 때 전부

      터 존재했다고 한다. 서덕수 원로는 1935년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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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대학가의 우리문화 운동의 과정에서 영남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욱수농악이 

발굴되고, 당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였던 고 김택규(金宅圭) 교수의 주선으로 욱수농

악이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9) 

9)　손석철, 앞의 책. 21쪽.

제28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장관상(1987.9.30.) 대구직할시 문화재지정서(1988.5.30.)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구시 대표로 출전(198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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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과 분류

1)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류

욱수농악의 지리적 위치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접경에 위치하고 있다. 욱수농악은 대구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편입되었으므로 과거에는 경북농악에 속하여 있

었지만 현재는 대구농악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구농악을 현재 지역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대

구농악은 현재 수성구에는 욱수농악, 고산농악, 서구에는 비산농악, 동구에는 가루뱅이농악, 

달서구에는 다사농악, 달성이천농악 등이 전승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경산지역의 중방농

악, 보인농악이 있으며, 청도 차산에 차산농악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욱

수농악은 대구지역의  고산농악, 비산농악과 경북농악인 차산농악과 교류가 활발했으며 경

북농악과 대구농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접경적 지역의 농악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2) 연행적 특성에 따른 분류

욱수농악은 동제의 시행에서 보듯이 천왕신을 받아 마을에서 지신밟기를 하는 점을 보아 마

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祝願)농악이며 상모잽이의 농사굿놀이를 볼 때 노동의 여흥을 돋

우고 농사를 장려하는 두레농악이다. 또한 진(陣)굿과 군기(軍旗)인 영기(令旗), 전립(戰笠)과 

부락마치 장단의 행진굿 같은 요소가 있으므로 군사(軍士)농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으로 판굿 안에서 여러 치배들의 개인놀음이 이루어지는 연예(演藝)농악의 특성도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여러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농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축원농악과 두레

농악에서 현대적 시대 변모의 양상에 맞추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제는 1970년 이후 시

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민속예술경연대회축제 출전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마을에서 동

제를 지냈다.10) 현재 2015년부터 고증 및 자문을 받아 다시 세부적으로 복원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지신밟기 또한 정월 대보름 및 중요 행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달불놀이는 공간 및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굿 과정에서 마당놀이를 하고 있다.

10)　1987년 9월 28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전 촬영 비디오 동영상(욱수농악보존회 보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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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행 과정

1) 연행과정

욱수농악의 연행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천왕받이굿, 둘째 지신밟기, 

셋째 판굿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기 따로 연행할 수도 있으며 세 과정을 순서에 따라 다 

연행하기도 한다. 천왕받이굿과 지신밟기는 80년대 이후에 정례적으로 연행하고 있지 않았

으나 각종 자료를 보면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연례행사로서 2014년부터 지

신밟기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동제를 복원하여 시행하고 있다. 판굿은 두레농악으로 형식

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계기로 여러 진법을 넣고 편성하여 지금

의 과정으로 형식화되고 연행되고 있다.11) 현재 욱수농악은 9개의 과정을 거치며 그 편성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는 과거 사진12)을 보면 인원수가 30여명 이내의 인원보다는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연행과정은 현재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판굿인 마당놀이 과정을 

11)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비디오 자료 및, 구술 자료(원로 : 서덕수).

12)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사진 및 동제 사진.

2016년 대구무형문화재제전 대구문화예술회관(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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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별도로 동제와 지신밟기 과정을 다루기로 한다. 달불놀이는 현재 장소 및 화재 위

험 등 환경적 제약 등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차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하려고 계획하

고 있다.

(1) 천왕받이굿

천왕받이굿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욱수농악의 근간을 이루는 과정이다. “천왕받이”라는 

어원에서 보듯이 ‘천왕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동제당 당산나무에 있는 신을 농기에 받

아서 마을로 내려오는 과정이다. 마을에서 모여서 길굿을 치며 당산나무에 도착하면 일렬이

나 이열로 서서 “천왕님 천왕님 천왕천왕 내리소”라는 사설에 맞게 조름쇠 장단을 친다. 조

름쇠 장단을 몰아치면 신이 기에 깃드는데 기가 점점 흔들리다가 격해지면 신을 받았음을 인

지하고 신명나게 농악을 치며 마을로 내려온다.

당산나무에서 천왕신을 받고 있는 모습천왕신에게 제를 올리는 모습

2017년 대구무형문화재제전 대구문화예술회관(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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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굿

① 모임굿

모임굿은 치배들이 각자 악기와 복장을 갖추고 상쇠 꽹과리 부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모

여드는 과정이다. 농기와 단기가 있는 곳에 상쇠의 꽹과리 장단 신호에 맞추어 모여들어 조

름쇠 장단13)으로 한껏 흥을 올린다. 이는 악기의 조율과 편성을 점검해 보고 개인의 연주 상

태를 올리고 전체적인 호흡을 맞추어 보는 일련의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 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임굿은 조름쇠 기본 장단으로 약하게 느리게 시작하여 여러 변형장단을 넣어 단순한 장

단에서 복잡한 장단으로 점점 빠르고 몰아 절정단계에서 어름장단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다. 이 조름쇠 장단은 동제를 지낼 때는 천왕신을 불러 단기에 접신하는 장단으로 쓰인다. 마

지막 어르고 풀어주는 어름장단은 농기 앞에서 세 번 어르고 풀어주며 인사를 하며14) 보통은 

한 번에 끝낸다. 형태는 상쇠와 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서 치는 형식으로 길굿이 시작되

면 종대형식으로 줄을 맞추어 나간다.

② 길굿

모임굿이 끝나면 띵각이 삼 세 번 울어 농악대의 이동을 알린다. 종대형식으로 농기, 단기, 

영기가 앞장서고 상쇠가 치배들을 이끌고 이동을 한다. 치배는 부쇠와 징, 북, 장고, 상모, 잡

색 5열로 상쇠가 치배의 선두 중앙에 서게 된다. 길매구장단을 치는데 빠르지 않게 부정형의 

발로 줄을 맞추어 이동한다.

길굿 초반에는 길매구장단15)으로 치며 이동하다가 상쇠의 신호장단에 맞추어 부락마치장단 

13)　장단 구성표 참조.

14)　세 번의 의미는 천왕신, 지신, 사람에게 비는 의미이다.

15)　청도차산농악에서는 부정굿이라하여 귀신을 쫓고 마당을 정갈하게 한다고 한다. 

쇠, 징, 북, 장고, 소고 순서로 이동하는 모습모임굿을 치고 정렬하여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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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길군악을 치게 된다. 길매구장단으로 이동하다가 목적지에 다다르면 부락마치장단을 치

며 힘차게 이동한다. 길매구장단을 생략하고 바로 부락마치장단을 치는 경우도 많다. 대열

은 길매구장단과 같으며 군대가 행진하듯이 빠르고 힘차게 치며 이동한다.

길굿이 끝나고 연행 장소에 도착하면 상쇠는 덧뵈기장단으로 바꾸어 연주를 하게 된다. 보

통은 공연을 보는 관객들을 우측에 두고 정렬한다. 정렬 후 제자리에 서서 맺음을 한 후 관

객을 향해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는 과정은 상쇠의 덧뵈기 인사장단에 맞추어 관객 바라보

기, 인사하기, 고개들기, 정면보기, 출발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둥글레미(둥글데미)굿

본격적인 판굿을 벌이는 과정이다. 인사가 끝나고 상쇠가 덧뵈기장단으로 신호를 주고 나

아가면 부쇠와 징이 바로 뒤로 따라 간다. 다른 치배들은 수치배가 좌로 돌아 뒷쪽으로 가면 

앞치배의 꼬리로 따라 붙는데 이렇게 따라 붙으면 둥그런 원이 만들어진다. 

원이 만들어지면 꽹과리들은 원안으로 들어가 다른 치배와 반대로 원을 만들어 돈다. 원을 

만들어 놀다가 상쇠의 신호장단에 맞추어 둥글레미 놀이를 시작한다. 둥글레미 놀이는 상쇠

의 신호에 맞추어 방향을 바꾸는 방향 바꾸기와 두 바퀴 연풍대를 세 번 도는 놀이가 있다. 

동그랗게 원진으로 둥글레미 대형을 만드는 모습

길굿(부락마치)을 치며 마당으로 들어가는 모습길굿(길매구)을 치고 가는 모습



103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Ⅲ. 수성욱수농악

그리고 두 명이 짝이 되어 서로 위치를 바꾸는 위치 바꾸기, 네 명이 한조가 되어 물레방아 

날개를 만드는 물레방아 날개 만들기, 그리고 물레방아 날개를 만든 후 물레가 도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레 돌기, 물레 돌기 후 날개가 분리되어 원 만들기, 마지막으로 원 만들기 후 연

풍대 세 바퀴 돈 후 원래 큰 원으로 만드는 놀이가 있다.

④ 호호굿

호호굿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어 좋아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 원을 만들어 앞으로 

뛰면서 행하는 놀이로 준비 장단인 무정적궁이와 본장단인 호호딱딱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

음 준비장단에서 장고는 우·좌·사선 방향으로 번갈아 뛰고 다른 치배는 정면을 보고 솟아오

르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본장단에서 호호라는 구음을 하면서 장단을 치게 된다. 상쇠가 장

단의 반을 신호장단으로 주면 다른 치배들이 장단을 듣고 나면 준비장단을 치면서 앞으로 전

진하게 된다. 장고수들은 한 번을 길게 한 번은 짧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우측 좌측으로 뛰

게 되고 다른 치배들은 정면으로 뛰며 전진한다. 상쇠의 신호를 주면 본장단인 ‘호호 딱딱’

을 친다. 호호를 칠 때는 구음을 같이 내뱉으며 치게 된다. 보통 호호 딱딱 본장단은 네 번 친

다. 호호 딱딱은 왼발을 먼저 딛고 오른발을 앞에 발바치하고 딱딱 장단에서 반대로 이루어

진다. 준비장단과 본장단을 두 번 반복해서 치며 덧뵈기 장단을 치며 마당놀이로 이어간다. 

호호굿은 높게 뛰며 장단을 치는 역동적인 놀이이다.

⑤ 마당놀이굿

마당놀이굿은 호호굿에서 힘들었던 상황에서 치배들이 돌아가며 노는 과정으로 여유를 찾

을 수 있으며, 각 치배들이 순서대로 나와 치배들의 기예와 역량을 보여주는 놀이이다.  

징→북→장고→상모→열두발 순이 원칙이며, 잡색놀이는 없다. 마당놀이는 각 치배들의 역

호호 딱딱 소리를 내며 뛰는 모습 무정적궁이장단에 맞추어 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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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치배들 단체 놀음과 치배 개인놀음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당놀이는 관객을 남쪽으로 정했을 때 상쇠가 남쪽에 서서 지휘를 하며 상쇠와 징 북이 

동쪽에 상모가 서쪽에 장고가 북쪽에 위치하여 대형을 만들고 대형 중앙에서 각 치배들이 상

쇠와 부쇠의 장단에 맞추어 놀이를 시작한다. 놀이는 쇠→징→북→장고→상모→열두발 순서

로 이루어지는것이 기본이다. 상황에 맞게 생략하거나 순서가 바뀌어 행하기도 한다.

⑥ 외따기굿

외따기굿은 참외 서리를 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놀이이다. 호호굿을 치다가 상쇠가 원 중앙

을 향해 들어오면 나머지 치배들이 두 줄로 갈라져 11자 형태의 진을 만들게 된다. 이때 영기

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 영기수가 나와 11자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영기수가 기준을 잡

게 되면 상쇠가 기수를 항해 꺾어 들어온다. 상쇠가 11자 진의 중앙에 서고 부쇠가 왼쪽으로 

종쇠가 오른쪽을 편을 나누어 서게 된다. 

장고가 장고놀이를 하기 위해 정렬하는 모습상쇠가 마당놀이 진으로 정렬시키는 모습

치배 순서대로 외따기를 하는 모습외따기굿을 하기 위해 이열로 앉아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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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배들도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갈라져 서게 된다. 두 줄이 완성되면 상쇠가 덧뵈기

장단에서 전환장단을 치면 치배들이 정면에서 서로 마주보게 된다. 그리고 바로 조름쇠장단

인 천왕가락을 연주하게 된다. 처음 천왕가락을 제자리에서 두 번 치고 벌리는 장단과 모이

는 장단 그리고 다시 벌리는 장단을 친다.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면 천왕가락을 두 번 다시 

연주한다. 그리고 마무리 장단을 치며 제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모든 치배들이 앉으면 덧뵈

기 시작장단을 치고 참외를 따러 가게 된다. 서서 진행하는 치배들이 참외서리하는 자가 되

고 앉아 있는 치배들이 참외가 되어 놀이를 진행한다. 상쇠와 부쇠 종쇠가 먼저 징 치배의 끝

쪽으로 가서 한바퀴 돌며 첫 번째 참외를 따게 된다. 징치배 선두부터 오른쪽방향으로 돌며 

종쇠의 끝으로 따라 붙게 된다. 장단은 덧뵈기장단 두 장단으로 허리를 숙이며 참외를 따는 

형상을 묘사하며 두 장단으로 참외를 서리한 후 신나서 도망가는 것을 묘사한다. 꽹과리 장

단은 상쇠와 나머지 쇠치배가 장단을 주고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장고치배가 상쇠의 두 

장단에 같이 덧뵈기 기본장단 두 장단을 치고 두 장단을 팔을 벌리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상

모치배까지 다 참외따기가 끝나면 원으로 만들어 다음 십자진굿으로 연행한다.

⑦ 십자진(十字陣)굿

십자진굿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천문을 관측하고 계절에 변화에 맞게 준비를 하며 농사

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서남북으로 4계절을 관측하는 듯한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외따기굿이 끝난 후 상쇠가 원진을 만들고 중앙에 위치하면 각 치배들이 상쇠의 신호장단에 

맞추어 중앙으로 향하여 십(十)을 만드는 놀이이다. 처음 상쇠의 덧뵈기장단에 맞추어 원을 

그리며 놀다가 신호장단에 맞추어 중앙으로 십자를 만들게 된다. 십자를 만들며 신호장단을 

듣고 좌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한다. 180도 정도 이동을 한후 다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처음 자리로 다시 이동한 후 각 치배들끼리 작은 원을 만드는 오방진으로 넘어간다.

십자진을 만들어 돌고 있는 모습십자진 대형을 만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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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오방진(五方陣)굿 

오방진굿은 오방신장 즉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신장(神將)으로 민속신

앙인 무속과 도교의 등 신앙적인 요소 등이 결합되어 있다. 이는 천왕신의 의미와도 관련되

어 있으며, 농악에서 내포하고 있는 가정의 평안, 풍년의 기원 등의 의미의 기본적인 바탕과

도 관련이 있다. 연행 순서로는 십자진굿이 끝나면 바로 각 치배들끼리 원을 만들며 다섯 방

위에 원을 형성하며 노는 놀이이다. 덧뵈기장단에 맞추어 작은 원을 만들고 큰 원으로 벌린 

후 두 바퀴 연풍대를 돌고 큰 원을 만드는 놀이다.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놀이로 중앙에 쇠

치배가 위치하고 사방에 치배들이 위치한다. 오방진은 지역에 따라 모든 치배가 다섯 방위를 

이동하며 원을 만들어 감다가 풀어서 하는 유형과 각 치배들이 다섯 방위를 차지하며 노는 

놀이가 있는데 대구 경북 지방16)은 후자의 놀이를 다수 행한다. 오방진은 오방의 잡귀잡신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17)

⑨ 춤굿

춤굿은 오방진굿에서 잡귀잡신을 물리친 후 신명을 표현한 춤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춤굿을 

살풀이라고도 칭하는 것을 보면 ‘살을 풀어낸다’의미로 해석한다. 

춤굿은 살풀이장단18)에 맞추어 추는 놀이로 춤의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추는 춤이다. 하지

만 자유롭게 추다가 맞춤장단19)을 치면 중앙의 상쇠를 항한 후 맞춤장단을 치는데 이는 춤으

로 인해 흐트러진 대형이나 장단을 다시 잡는 역할을 한다. 보통 두 번을 반복하고 덧뵈기장

단으로 넘어간다. 춤굿은 입장이 끝난 후 바로 시작하기도 한다. 살풀이는 덧뵈기의 ‘역신을 

16)　고산농악, 차산농악, 비산농악.

17)　1년 농사를 다 모아 두고 천왕을 배불리 먹이고 섬긴다는 뜻을 가진다. 차산농악 61쪽.

18)　굿거리 장단의 의 형식으로 살풀이장단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19)　경상남도지역 농악에서는 ‘배김장단’이라고도 한다.

2016년, 2017년 무형문화재 제전 원진 대형으로 장단에 맞추어 춤추며 노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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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앤다’는 뜻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구 및 경상도지역에서는 춤굿을 덧뵈기, 덧베기, 

덧배기 등으로 사용하며 덧뵈기장단, 살풀이장단에 추는 토속춤의 하나로 역신으로 인해 생

겨난 탈인 덧을 베어 버린다는 주술적 의미에서 추는 다양한 형태의 춤이라고 한다.20) 춤굿

은 길굿을 친다음 둥글레미굿을 치기 전에 먼저 하기도 하므로 순서에서는 유동성을 갖는다.

⑩ 덕석말이굿

똘똘말이21)라고도 하며 농기와 단기가 원 중앙을 반을 나누어 서게 되면 먼저 단기쪽으로 

치배들이 상쇠를 따라 감아 돌기 시작한다. 이때는 점점 덧뵈기장단을 조여 잦은덧뵈기장단

을 빠르게 진행한다. 왼쪽방향으로 감아돌다가 다시 반대로 풀고 나와서 농기로 이동하여 감

아돈다. 이때 장단은 잦은덧뵈기장단을 치다가 조름쇠장단을 빠르게 친 후 다시 덧뵈기장단

으로 풀고 나온다. 

⑩ 뒷풀이굿

덕석말이굿이 끝나면 처음의 원진으로 만들어 돌다가 덧뵈기장단으로 끝낸 후 인사장단을 

친다. 인사장단은 덧뵈기장단으로 시작과 인사 장단이 같다. 인사 후 길굿 대형인 종대대형으

로 만들고 퇴장한다. 퇴장 후 관객들과 어울려 신명나게 살풀이장단, 덧뵈기장단, 조름쇠장단 

등으로 한바탕 굿을치며 논다. 뒷풀이가 끝난 후 살풀이장단으로 인사를 하고 해산한다. 

20)　한국민속예술사전.

21)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祭典』한국기획 2016, 12쪽.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돎을 뜻하는 윤회를 상징하는 놀이이며 또한 다섯 개 덤이 한데 어우려져 화합을 상징하는 

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덕석말이로 풀어나가는 모습덕석말이로 감아들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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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

농악대 편성은 크게 앞치배, 뒷치배22)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치배는 기수와 악기를 연주

하는 연주자, 뒷치배는 잡색을 뜻한다. 앞치배는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와 관

악기인 태평소와 띵각이 있다. 뒷치배는 잡색이 있는데 대포수와 양반, 색시 등이 있다. 

앞치배 중 기수는 농악단을 이끌고 농악단의 정체성과 권위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단

기는 농악단의 소속을 알려주며, 농기는 대부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자를 새기어 들고 

다닌다. 영기는 군사적인 의미로 마을 수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23) 

대부분의 농악단처럼 3종류의 기수로 편성되어 있다. 타악기는 대부분 농악대와 같은 5가지

로 편성되어 있고 편성 순서가 영남농악의 특성을 보여주는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순서

로 북이 장고보다 앞에 위치한다. 자료를 보면 영남지방에서는 장고수의 숫자가 북의 숫자에 

비해 아주 적었는데 요즘은 장고와 북의 수를 비례해서 편성하고 있다. 타악기는 음악을 연

주하고 신명을 표현하는 춤을추는 역할이 대부분으로 음악적, 무용적 역할을 주로 한다. 소

고는 농사짓기 놀이가 추가 되어 있다. 상모소고는 상모를 돌리면서 기예를 보여주는 화려한 

동작이 다른 지역의 상모놀이와 비교되는 욱수농악만의 멋과 맛이 있다. 관악기는 화음을 넣

어주는 태평소가 있으며 농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띵각이 편성되어 있다. 뒷치배인 잡색

은 대포수, 대감, 색시 세 명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잡색과 달리 잡색의 수가 적고 다른 농악

대에서 볼 수 있는 도둑잽이 등과 같은 연극놀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잡색의 비중이 그리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성은 총 15종류로 앞치배 12종류 뒷치배 3종류이다. 

구분 앞치배 뒷치배

편성 기수 타악기 관악기 잡색

세부 편성
단

기 

농

기

영

기

오

방

기

꽹

과

리 

징 북
장

고

소고 태

평

소

띵

각

대

포

수

대

감

색

시
상

모

꼬

깔

인원 1 1 2 5 3 4 8 8 8 1 1 1 1 1

22)　이재필 외, 『농악인류의신명이되다.』 국립무형유산원, 2014, 195쪽.  

23)　여기에서는 치배의 역할과 발생근원에 대한 일반론은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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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배 및 악기적 특성

(1) 꽹과리잽이24)

꽹과리는 다양한 명칭으로 지방마다 불리어 지지만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쇠, 매구

라 불리어 지고 있다. 욱수농악에서 쇠를 치는 치배를 쇠잽이라 부르고 있으며 종이부포를 

쓰는데 벙거지에 흑포를 쓰고 하얀꽃을 두른 후 턱끈에 백선으로 조여 부포를 고정시킨다. 

부포는 차산농악이나 빗내농악보다 물체가 길며 부포놀이는 외사와 양사 나비사 등의 놀음

을 한다. 쇠잽이는 보통 상쇠 부쇠, 삼쇠, 종쇠 등으로 이루어지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긴

다. 최소 상쇠와 부쇠로 이루어진다. 상쇠는 농악을 이끌어가는데 쇠 치는 기량과 부포놀음

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이고 지신밟기 등의 사설과 재담에도 능해야 한다. 쇠채는 경상도와 

대구의 여러 농악이 막대기를 깎아 만든 막대기채를 쓰지만 현재는 대뿌리로 만든 채를 쓰고 

있다.25) 채 끝에는 오색 천을 단다. 꽹과리는 쇠잽이의 선호성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이 규정

되어 쓰는 꽹과리는 없다.26) 

24)　쇠잽이, 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쇠잽이라 칭한다.

25)　쇠채의 종류는 막채(북채), 막채를 깍아서 만든 채, 대뿌리채 등이 있다.

26)　 함안농악과 차산농악 등은 찰방찰방한 쇠 두께가 얇은 쇠를 선호한다. 이는 장단이 세기와 빠르기, 그리고 쇠채의 두께

와 크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쇠채가 무겁거나 크면 얇은 쇠를 사용한다. 이렇게 써야 음양의 조화와 소리의 성음이 

알맞게 난다고 한다.

2015년 무형문화재제전(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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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쇠를 제외한 나머지 쇠잽이는 상쇠의 장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놀이 때 상쇠와 

역할을 바꾸어 치배를 불러내며, 외따기놀이 때는 장단을 주고받는다.

(2) 징잽이

징잽이는 쇠잽이의 인원에 따라 배율을 같게 하며 쇠의 뒤편에 위치하게 된다. 장단의 머

리박과 장단이 끝나거나 바뀔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욱수농악에서 징은 무거운 울음으

로 깊은 소리를 내는 징을 사용하므로 징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 징채는 짚을 꼬아 만들었으

나 현재는 천으로 여러 번 감싸 둥글게 머리를 만들어 사용하며 보통 채 끝에 오색 천을 단

다. 개인 놀이 때 징잽이만 나와서 노는 놀이가 있는데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연풍대를 

돌며 징채를 돌리는 등의 몸짓을 한다.

(3) 북잽이

북은 징 다음에 위치하여 영남을 제외한 다른 농악에서는 다른 치배 구성을 보인다. 전라

도와 웃다리 농악은 대부분 장고가 북 앞에 위치한다. 북은 쐐기 없는 민북을 쓴다. 북소리

는 쐐기북 보다는 낮은 음을 내는 특성을 가진다. 개인놀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북

2017년 무형문화재전 모습1990년대 욱수농악 놀이마당

2015년 수성구 평생학습축제 공연모습 2017년 무형문화재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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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한다. 북의 장단은 분박을 정확이 짚어주는 역할을 하며 덧뵈기 장단 경우는 두 번째 

박을 치지 않는 구조로 가장 단순하게 친다. 단순박은 몸짓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

며 덧뵈기, 살풀이 춤 등을 출 수 있는 여유를 준다.

(4) 장고잽이

장고의 치배의 순서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장고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요즘은 장단

이 세련되어 지고 기술화되어 짐에 따라 장고의 비중도 높아졌다. 인원수도 북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장고놀이 또한 더 화려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두레농악형식에서 예능농악으

로 농악의 역할이 변모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5) 소고잽이

소고는 상모를 쓰는 상모소고잽이와 고깔을 쓰는 고깔소고잽이로 나눌 수 있다. 상모잽이

는 소고를 치며 상모를 돌려야 하는데 이는 농악에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해주며 시선을 사로

잡는 역할을 한다. 상모잽이는 주로 외사, 양사, 사사, 나비사, 번개사, 두루거리, 자반뒤집

기 등 장단과 마루에 맞게 치며 개인놀이 때는 농사짓는 모습을 형상화한 농사굿(농사짓기)

2017년 무형문화재 제전 모습2015년 수성구 평생학습축제 공연모습 

2015년 수성구평생학습축제 공연 모습 2017년 무형문화재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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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 농사굿은 영남농악에서 여러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농악(農樂)’이라는 음

악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모잽이의 수는 4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상

모수가 없거나 인원이 상모잽이가 없을 시에는 고깔소고를 치기도 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에

는 고깔소고 다음에 상모소고가 위치한다. 상모잽이는 영남농악 특유의 저정거림과 소고놀

이가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지금의 상모보다 물체가 길었다고 하나 기성품으로 인해 획일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고는 법고, 버꾸 등 다양한 이름처럼 두께와 크기. 손잡이의 모양과 

재료 등이 다양하지만 욱수농악에서는 일반적인 소고를 사용하고 있다. 소고잽이의 채상의 

놀음과 소고를 들고 추는 춤이 발달되어 있다.

(6) 잡색

잡색의 종류는 대포수, 대감, 색시가 있다. 잡색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연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쇠 및 수치배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역할로 먼저 연행 시 희극적 놀이를 

연행하고 치배들의 이탈과 잘못된 행동을 조정, 관중의 유입과 분리 등의 경계를 조정하는  

큰 역할부터 복색의 정비, 물이나 음식의 공급, 악기나 채의 교체 등의 작은 역할까지도 담

당한다. 대포수는 그중에서도 잡색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데 상쇠와 대립하여 잡색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총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권력을 가지 위엄을 내세운다. 하지만 

욱수농악의 대포수는 희극적인 요소보다는 관중의 유분리와 치배의 잘못된 방향을 조정하는 

상쇠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요즘은 대포수거 춤을 추어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색시는 대감과 쌍을 이루어 남녀의 애정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며 대포수와 삼각관계 등을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색시춤을 추며 관객들과 어울려 농악판을 신명나게 한다. 대감은 양

2015년 수성구평생학습축제 농사짓기 모습 및 소고잽이 모습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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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허세를 들춰내는 역할로 지배층의 양면적인 위선을 비판하는 역할로 색시를 쫓아다니

며 추태를 부린다. 최근 들어 잡색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공연 횟수 증가와 관

객의 증가로 인해 공연적인 요소를 더욱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수춤과 색시춤 양반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희극적인 묘사가 공연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기수

기수는 단기와 농기, 영기에 오방기가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를 

상징하는 기가 있고 기는 그 단체의 정체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한다. 또한 기세(旗勢)에 따

라 그 단체의 위용이나 세력을 알 수 있다. 욱수농악에서는 이동시에 농악단 제일 앞에 농기

(農旗)가 위치하고 욱수농악 단기(團旗)가 그 뒤에 위치하게 된다. 그 다음 오방기(五方旗)가 

일렬로 위치하며 농악단을 호위하는 영기(令旗)가 치배 앞에 위치한다. 농기는 농자천하지대

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욱수농악이 농사에서 발원되고 농악을 연희

하는 단체임을 알려준다. 단기는 욱수농악보존회라는 큰 문구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제3

호라는 명칭이 적혀 있고 영기는 각각 청홍색으로 한 쌍을 이루며 농악대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군사적인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농기와 단기는 굿을 진행하는 의도와 방향

을 앞에서 이끌어 주고 위엄을 상징한다. 농기와 단기가 선두 대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농

악대의 좌측에 위치하고 똘똘말이의 경우 원 중앙으로 농기와 단기가 축을 이루어 좌측에 농

기가 우측에 단기가 중심을 잡아 치배들이 돌며 나가게 된다. 

영기는 연행을 할 때는 농기와 오방기 양측 끝에 서서 호위를 하며 외따기진에서 이동하여 

정면에 서서 두 줄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이때 영기가 나서는 이유는 본격적인 외따기

에 앞서 11자 대형에서 서로 두 편으로 갈라서 미지기진을 하므로 이때 군대의 전투상황을 형

 2017년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대포수2014년 무형문화재제전 색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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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하기 때문이다.

오방기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중황룡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방기는 군대의 다섯

가지 신수(神獸)을 깃발에 새겨 넣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무속에서 오방신장(五方神

將)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기의 의미가 있다. 농악에서는 오방기는 이러한 기본의미가 가미되

었고 다섯기가 더해짐으로써 기세의 위엄을 합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욱수농악에서도 

오방기는 기세의 위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8) 띵각

욱수농악의 띵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였는데 오동나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불던 

것과 대나무로 만든 관에 오동나무로 머리를 깎아 만든 것으로 변천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나발, 나각, 띵각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재질과 소리도 다르다.

띵각은 농악이 시작 전 삼 세 번 불러 농악의 시작을 고하고 마루가 시작되고 끝날 때 쓰인다.

2017년 무형문화재 제전 모습

영기를 들고 있는 모습

2003 대구 유니버시아대회 거리 응원 모습(2003.8.21.)

2016년 대구문화재단 사업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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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평소

태평소는 농악에서 화음을 넣어주는 관악기이다. 대구 경상도 농악에서는 메나리조의 곡을 

주로 연주하는데 영남민요 등의 곡을 연주한다. 덧뵈기장단과 살풀이장단이 연주 될 때 분다. 

4) 복색

복색은 전체적으로 하얀색 치복에 꽹과리 치배는 빨간색 조끼를 나머지 악기치배는 옥색 

조끼에 삼색띠(파랑, 노랑, 빨강)를 입는다. 조끼는 파란색에서 지금의 옥색으로 변화하였는

데 이는 욱수라는 명칭을 상징화 한 것으로 물 색깔인 옥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꽹과리치배

는 종이부포를 쓰며, 나머지 악기치배와 앞치배는 하얀 고깔을 쓴다.

꽹과리는 꽹과리를 엄지에 걸고 검지로 꽹과리를 지탱하며 치는데 지역마다 거는 방법도 

다르며 치는 채 또한 여러 가지로 다르다. 욱수농악에서는 지금은 대나무 뿌리채를 쓰고 있

다. 그리고 머리에 종이부포를 쓰는데 이는 영남농악과 같다. 흑색포 위에 종이부포를 쓰며 

흰색 천으로 만든 꽃을 두른다. 과거 사진을 보면 상쇠의 꽃은 노란색 천에 빨간 술을 보이

게 한 것으로 보아 근래에 이르러 하얀색 꽃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벙거지에는 여러 모

욱수농악 띵각 복원 제작(2017.11.7.)

욱수농악 마당놀이 모습  2017년 무형문화제 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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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금박을 입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기성품을 사용하여 벙거지의 특색이 사라

지고 보이지 않는다.27) 빨간색 조끼에 삼색띠를 매었는데 사진을 보면 띠도 빨강, 녹색, 노랑

에서 빨강, 파랑, 노랑으로 변하였다. 다리에는 행전을 모든 치배가 두르는데 시대에 따라 행

전을 두르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28)

징치배는 과거 징채를 짚으로 엮어 만들어 썼다면 지금은 나무자루에 옷감으로 만든 기성

품을 쓰고 있다. 북치배는 징 뒤에 위치하여 장고보다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북의 편성

인원이 장고보다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율을 맞추어 편성한다. 북은 왼 어깨에 메는데 북은 

쐐기북이 아닌 민북을 주로 쓴다. 북의 크기는 비산농악이나 밀양오북의 북처럼 크지 않다. 

장고는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사람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 다르다. 장고치배는 북 뒤에 위

치한다. 

소고치배는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고(법구)라는 명칭의 소고를 사용하며 상모를 친다.

구분 앞치배 뒷치배

편성 기수 타악기 관악기 잡색

세부

편성
단기 농기 영기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태
평
소

띵
각

대
포
수

대
감

색
시

복색

흰꼬깔, 흰치복,

옥색조끼, 삼색띠

(파랑,노랑,빨강), 

행전, 미투리 

종이부포, 

빨간조끼

흰꼬깔, 흰치복, 

옥색조끼, 삼색띠

(파랑,노랑,빨강), 

행전, 미투리 

상모

흰꼬깔, 흰치복,

옥색조끼, 삼색띠

(파랑,노랑,빨강), 

행전, 미투리 

포수

복색,

총

양반

복색,

곰방대

한복,

오색

꼬깔

27)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사진 (욱수농악보존회전수관).

28)　사진 (욱수농악보존회전수관).

고깔 제작 모습(1998.1.12.) 고깔 제작 모습(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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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법과 장단

(1) 모임굿

모임굿은 단기를 중심으로 상쇠가 장단을 치기 시작하면 치배와 잡색 기수들이 단기를 중

심으로 모여들게 되고 상쇠를 둘러싸게 된다. 치배들이 모여들어 점점 장단의 세기와 음량이 

증가한다. 이때의 진은 무형진으로 자유롭게 서서 연주하게 된다. 모여서 치다보면 어느 정

도 원진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름쇠 장단은 4/4박자의 ♩=ca.100~120 정도의 빠르기까지 몰아서 가게 된다. 장단 중에

서 가장 빠른 장단으로 농악의 신명을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장단이다. 장단은 기본장

단에서 점점 빨라지다가 변형장단으로 바꾸어 치며 천왕굿 장단을 넣어 치기도 한다.  

♪가2+2+2+2 가 2+2의 단모리 형식으로 빨라지다가 최고조에 이르면 장단을 몰아치다가 

어름굿으로 단기에 인사를 세 번 하며 마친다.

(2) 길굿

모임굿의 무형진이 끝나고 상쇠가 길굿 장단을 내면 행진대형으로 만들어 서고 행진대형

이 갖추어 지면 길굿을 치며 걷는데 장단이 엇모리장단 형식이다. 길굿장단은 ♪가 5소박+5

소박 (3+2+3+2)+(2+3+3+2) 으로 연주된다. 20/♪ ♪=ca.250~300, ♩.+♩=ca.50~60  으

로 빠르기로 치며 엇모리박으로 발을 맞추어 가지 않고 부정형으로 터벅터벅 걸으며 급하지 

않게 이동하게 된다. 농기가 제일 앞에 그 다음 단기 오방기 순이며 그 뒤 양쪽으로 영기가 

호위를 한다 . 뒤에 상쇠가 위치하며  오른쪽부터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기수 선으로 서서 

이동한다. 

대감이 춤을 추는 모습 대감과 색시 모습 대포수와 색시가 노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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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마치장단은 길매구장단보다 빠르게 경쾌하게 친다. 길매구장단을 치다가 목적지에 거

의 다다르거나 속도를 올려 진행을 해야 할 때 치는 장단이다. 장단은 4/♩ ♩=ca.120~130 

정도의 빠르기로 동살풀이와 같은 리듬형이다. 행진은 왼발을 시작으로 1박자에 발을 맞추

어 군대의 행진이 연상되게 진행한다. 이때 소고들은 두 박을 치고 나머지 두 박은 소고를 들

어 머리 옆에서 흔들어 준다. 이는 창을 들고 가는 형상과 비슷하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중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제자리에 서게 되며 덧뵈기장단을 바꾸어 

치다가 마무리한다. 덧뵈기 인사장단을 치는데 첫 장단에 관중을 향하고 두 번째 인사를 하

며 세 번째 고개를 들고 네 번째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온다.

(3) 춤굿(살풀이굿) 

춤굿은 살풀이장단으로 흥겹게 춤을 추며 노는 굿이다. 처음에 덧뵈기장단으로 입장하는

데 상쇠가 중앙에 서고 치배들이 원을 만들어 선다. 잡색들은 중앙으로 들어와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논다. 4/♩. ♩.= ca.50~70 으로 빠르기로 치며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자유

롭고 흥겹게 춤을 추다가 흐트러진 대형을 다시 맞춘다. 이 때 맞춤장단을 친다. 상쇠가 살

풀이 기본 장단을 끝내는 신호 장단을 치면 일제히 왼발을 중앙으로 항하며 앞굽이 자세로 

서서 맞춤장단을 친다.29) 맞춤장단을 치고 다시 시작 장단을 치면서 한 번 더 반복하게 되고 

마지막에 덧뵈기장단으로 바꾸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4) 둥글레미굿

둥글레미 놀이는 상쇠의 신호에 따라 자리바꾸기 놀이를 2인 1조로 앞 치배가 왼쪽 뒤로 

등지며 가며 뒤 치배가 앞 치배 자리로 덧뵈기 기본 장단 12/8 ♩.= ca.100~130 빠르기로

당 그 당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당 그 당 그 다 당   

당 그 다 당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딱  

딱 네 장단에 맞추어 바꾸게 된다. 다시 말하면 두 장단에 자기 자리로 위치하게 되는데 총 

두 번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다시 네 장단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4인 1조로 작은 원을 만들다

가 상쇠를 중심으로 1열로 서는데 전체적 모양은 상쇠 중심에 날개 모양으로 서게 된다. 날

개 모양이 되면 왼쪽으로 네 장단 돌다가 다시 조끼리 원을 만들고 마지막에 연풍대로 세 바

퀴 돈 후에 돌고 작은 원을 풀고 처음의 큰 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상쇠의 신호에 맞추어 

29)　함안 농악에서는 이 장단을 배김장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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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뵈기장단으로 둥글레미 놀이를 마친다.

(5) 호호굿

호호굿은 당 당 당 당 그 당 딱  으로 12/8 ♩.= ca.100~120 빠르기로 치며 

12소박이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쇠가 한 장단을 치면 앞으로 뛰며 치게 되는데 장

고는 오른쪽 사선으로 뛰는데 덩 덩 덩  에 맞추어 돌다리를 건너듯 한 발 멀리 뛰

고 발 모았다가 덩 기 닥 따  에는 작게 뛰고 발을 모아 뛴다. 궁편을 치며 오른쪽으로 

채편을 치며 왼쪽으로 뛰게 된다. 다른 치배들은 정면을 보며 높게 뛰게 된다. 상쇠가 장단

을 점점 복잡하게 치다가 신호를 주면 호 호 딱 딱  을 치게 된다. 왼

발을 디디며 호 호  하는데 오른발은  무릎을 들며 앞으로 내민다.  딱 딱  

을 칠 때에는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내민다. 보통 호 호 딱 딱  네 번

하며 전체적으로 두 번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덧뵈기장단으로 바꾸어 마무리 한다.

(6) 외따기굿 

외따기는 12/8 ♩.= ca.100~130으로 빠르기 덧뵈기장단을 치며 돌다가 상쇠 신호장단에 

맞추어 11자 대형으로 만들게 된다. 이때 영기가 앞으로 나와 기준을 잡게 되고 상쇠와 부쇠

가 편을 나누어 마주 보게 된다.

치배가 절반씩 나누어 갈라 서게 되고 11자로 서면 신호장단에 맞추어 마주 보며 바로 천

왕장단을 2회 친다. 조름쇠장단 4/4 ♩= ca.120~130에 맞추어 앞뒤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물러나 있는 상태로 마무리하며 앉게 된다. 앉으면 상쇠의 첫 장단에 자세를 숙이며 참외를 

따는 모양을 하고 두 번째 장단에 일어서며 손을 흔들며 신이 나는 형태를 취하거나 신나게 

장단을 친다. 상쇠가 처음 오른쪽 징치배를 그리고 왼쪽 징치배 순서로 모든 치배를 꼬리를 

물며 일으켜 세우는데 앉아 있는 상태의 치배가 참외의 역할을 하며 일어서는 순간 서리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쇠는 참외를 따는 부분에서는 덧뵈기 한 장단을 크게 치고 신이 남을 표현할 때에는 부

쇠가 크게 친다. 북은 참외를 딸 때에는 둥 둥 둥 둥  으로 덧뵈기장

단을 약하게 치며 참외을 따고 나서는 신명나게 뛰며 같은 장단을 크게 친다.

장고는 덧뵈기 기본 장단을 치며 일어서서는 장단을 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신이 나는 표

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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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십자진굿

십자진은 12/8 ♩.= ca.100~130으로 외따기가 끝나면 원진을 만들어 돌다가 상쇠가 중앙

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쇠가 덧뵈기 전환 장단을 치면 상쇠의 등 뒤에 부쇠와 징이 왼팔에 북

이 얼굴 정면에 장고가 오른팔에 소고가 서게 된다. 잡색은 십자신 밖에 위치한다. 상쇠를 중

심으로 십자진이 완성되면 덧뵈기 마무리 장단과 전환 장단을 치면 시계방향을 180°이동한

다. 상쇠의 마무리 장단과 전환 장단에 의해 방향전환을 하고 원래 처음 위치보다 조금 못미

치게 160°이동한 후 상쇠의 신호를 듣고 치배들끼리 원을 만든다.

(8) 오방진굿

십자진굿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치배들끼리 원을 만들어 오방진을 형상을 만든다. 쇠치배가 

중앙원을 만들고 나머지 네 치배가 동서남북 방위에 서서 5개의 원을 만든다.12/8 ♩.= ca.100~130

으로 치다가 상쇠 신호에 맞추어 처음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풀쩍 뛰며 큰 원을 형성하고 전환

신호에 맞추어 세 바퀴 연풍대를 돌고 다시 큰 원으로 만들어 오방진굿을 마무리한다.

(9) 마당놀이굿

오방진굿이 끝나면 ‘ㄷ’자형태로 만들어 개인놀이를 할 대형을 만든다. 대형은 상쇠 등뒤

에 장고가 오른쪽에 쇠와 징, 북이 왼쪽에 상모가 위치한다. 기수들은 장고의 맞은편에 위치

한다. 잡색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논다. 대형이 완성되면 덧뵈기장단에 맞춰 다리를 벌리

고 서서 좌우로 몸짓을 하며 장단을 치는데 욱수와 고산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몸짓이다.  

대형이 완성되면 조름쇠장단으로 치며 노는데 이는 신명나게 치배들의 호흡을 맞추고 긴장을 

풀어준다. 조름쇠장단으로 놀다가 다시 덧뵈기장단으로 전환한 다음 마당놀이를 시작한다. 

① 쇠놀이

마당놀이중 쇠재비 들의 부포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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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잽이 종이부포로 부포짓을 하는데 외사, 양사, 사사, 나비사, 앉을사, 버끔사 등 부포짓

을 한다. 또한 다른 치배들의 놀이를 불러내면서 쇠의 기량을 보여준다.

② 장고놀이

장고놀음은  장고잽이의 기량을 뽐내는 것으로 보통 설장고라 말한다. 설장고의 명칭에 대

한 해석은 설날의 의미처럼 처음과 으뜸을 뜻하는 것으로 말한다. 설장고는 보통 그 농악에

서 쓰이는 장단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설장고를 보면 농악에서 쓰이는 장단을 거의 알 수 있

다. 설장고는 혼자 치는 독장고, 둘이 치는 쌍장고 등 치는 사람의 수에 따라 명칭이 나누어

진다. 설장고 놀이는 영남지역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근래에 이르러서 농악대회, 농악단

의 교류, 개인 기량의 향상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지금은 영남 농악에서도 설장고가 등장

하고 있다. 장단은 덧뵈기, 조름쇠, 살풀이, 부락마치 등을 넣어 구성한 설장고를 친다.

③ 북놀이

북놀음은 처음 덧뵈기 장단에서 좌우치기로 장단을 치다가 덧뵈기 마무리 장단에 맞추어 

앞으로 달려 나오며 새가 날개 펼치며 날아오르듯이 북채를 옆으로 호흡에 맞추어 펼치며 북

은 쇠잽이의 중심을 향해 위치한다. 덧뵈기장단을 점점 빠르게 고조시키며 치다가 신호 장단

마당놀이 중 장고놀이를 하는 모습 수성구평생학습축제 장고놀이 모습

마당놀이 중 북놀이를 하는 모습 수성구평생학습축제 북놀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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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조름쇠장단으로 바꾸어 신명나게 친다. 덧뵈기장단으로 마무리하며 원래자리로 

돌아온다.

④ 상모놀이(농사짓기)

농사짓기는 벼농사를 짓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상모잽이들이 나와서 이 과정을 연행한

다. 과정으로는 씨뿌리기, 모찌기, 벼심기, 김매기, 벼베기, 탈곡하기, 볏짚쌓기, 풍로부치기 

등이 있다. 욱수농악에서는 모찌기, 볏짚쌓기, 풍로부치기 과정을 빼고 주로 연행한다. 상모

들이 농부들이 되어 소고가 바구니와 기기를 소고채가 모와 낫 등의 역할을 한다. 쇠잽이가 

소고잽이 중앙에 서서 지휘를 하며 농사짓기를 한다. 

⑤ 징놀이

징놀이는 징이나 징채를 가지고 돌리거나 징을 울리며 연풍대를 도는 듯의 놀이와 살풀이 

춤이나 덧뵈기춤을 보여주며 놀기도 한다. 

⑥ 열두발놀이

한발은 양팔 길이를 한발이라 하는데 상모위에 열두 발 길이의 지전을 달아 돌리는 놀이이

다. 다양한 종류의 기예가 있는데 주로 양사와 외사 등과 재주를 넘으면서 보여주는 놀이가 

많다.

농사짓기 중 씨뿌리기를 하는 모습 농사짓기 중 모내기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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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덕석말이굿

처음 농기와 단기가 중앙에 들어오면 덧뵈기장단으로 12/8 ♩.= ca.120~130으로 빠르게 치

며 농기에서 단기 이동한 다음 단기에서 4/4 ♩= ca.120~130 조름쇠장단을 치며 풀고 나온다.

판굿 순서

구

분
순서 장단 

진법 및 대형

순서 도식

1 모임굿 조름쇠 부정형

기수단

상쇠

2 길굿

길매구

부락마치

덧뵈기 

인사

종대

쇠, 징
북
장고
소고
잡색

상쇠

영기
오방기

단기농기

3 둥글레미굿

덧뵈기 큰 원

기수단
징

잡색

부쇠

상쇠

덧뵈기

①  자리바꾸기 
(2명)

② 나아가기

① 자리바꾸기 ② 나아가기

쇠부쇠

상쇠

앉아서 열두발을 돌리는 모습 옆으로 돌면서 열두발을 돌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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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순서 장단 

진법 및 대형

순서 도식

3 둥글레미굿 덧뵈기

③  작은 원 
만들기(4명)

④  날개 만들고 
회전하기

⑤  작은 원 
만들기

⑥ 외자반

⑦ 전체 원

쇠

쇠

③ 작은 원 만들기

⑤ 작은 원 만들기

⑦ 전체 원

④ 날개 만들고 회전하기

⑥ 외자반

쇠

4 호호굿

호호굿

(무정적궁이 

호호딱딱×4) 

2회

원진

기수

장고
쇠

5 외따기굿
덧뵈기
조름쇠
덧뵈기

①  두줄 
갈라서기

② 미지기

③  외따기

④ 원진

부쇠 상쇠

기수

부쇠 상쇠

기수

상쇠부쇠

기수

기수

상쇠

기수

상쇠

① 두줄 갈라서기

③ 외따기

② 미지기

④ 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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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순서 장단 

진법 및 대형

순서 도식

6 십자진굿 덧뵈기

①  십자만들기

② 좌향좌

③  전진

④ 뒤돌아

⑤  전진

기수단

상쇠
④①

쇠, 징

북상모

상쇠

장고

기수단

7 오방굿 덧뵈기

①  작은 원

② 큰 원

③  외자반x3

④ 원진

장고

상모

쇠

징

북 장고

상모

쇠

징

북

① 작은 원

③ 외자반 ④ 원진

② 큰 원

8 마당놀이굿 악기별  ‘ㄷ’형
소고

쇠

장고
북

징

기수단

9 춤굿 살풀이 원진

상쇠

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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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순서 장단 

진법 및 대형

순서 도식

10 덕석말이굿

덧뵈기

덧뵈기

조름쇠

덧뵈기

①  원진

② 덕석말이

③  덕석말이

④ 풀기

단기 농기

① 원진 ② 덕석말이

③ 덕석말이 ④ 풀기

11 뒷풀이굿

덧뵈기

인사

①  원진

② 인사

① 원진 ② 인사

덧뵈기

조름쇠

살풀이

인사

①  뒤풀이

② 퇴장

③  인사 
(치배끼리)

① 뒤풀이

기수단

상쇠

관객

② 퇴장

쇠, 징
북
장고
소고
잡색

상쇠

영기
오방기

단기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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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보

욱수농악의 연행장단은 조름쇠, 길매구, 부락마치, 덧뵈기, 살풀이, 무정적궁이 등이 있다.

·정간보 표기법

박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쇠 당 그 다 당 그 다 당 당 다 그 다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장고 덩 덩 쿠 따 쿵 덩 덩 쿠 따 쿵

북 징 징

·꽹과리 

ㄱ. 모임굿(조름쇠장단)

당 그 다 당 그 다 당 당 다 그 다

마무리

다 당 다 당 당 당 당 당 당 .. .. 딱

ㄴ. 길굿(길매구장단)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당 당 당 딱

당 그 다 당 그 당 그 다 당 그 다 당 그 당 그 당 당 그

다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다 당 그 다 당 그 당 그 당 딱

ㄷ. 길굿(부락마치장단)

당 당 당 다 다 당 당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당

당 당 당 다 다 당 당

당 그 다 다 당 그 다 다 당 다 다 당 딱

ㄹ. 인사가락(덧뵈기장단)

당 답 다 당 그 다 답

당

ㅁ. 둥글레미굿(덧뵈기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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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딱 그 당 그 다 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당 그 당 그 다 당

당 그 다 당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그 다 당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그 다 당

당 딱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당 당 당당 ... 딱

ㅂ. 춤굿(살풀이장단)

당 딱 딱 당 그 당 읏 당 다

다 읏 당 당 다 그 다 당 그 다 읏 당 다

당 그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읏 당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읏 당 다

당 당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읏 당 다

다 다 당 당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읏 당 다

당 그 다 그 다 당 다 그 다 당 다 그 다 읏 당 다

당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 딱

당 당 당 당 당 그 당 읏 당

당 딱 딱 당 그 당 읏 당

ㅅ. 호호굿(무정적궁이)

당 당 당 당 그 당 딱

당 당 당 당 그 당 당 당 당 당 당 그 당 당

당 그 당 당 당 그 당 당 당 그 당 당 당 그 당 그 당

당 그 당 그 당 당 그 당 당 당 그 당 그 당 당 그 당 그 당



129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Ⅲ. 수성욱수농악

당 그 당 그 당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 딱

당 당 딱 딱 × 4

ㅇ. 외따기굿(덧뵈기장단) 

ㅈ. 천왕받이굿(조름쇠장단)

당 당 다 그 다

다 읏 당 다 그 다 당 다 다 다 읏 당

청 천 하 늘 에 잔 별 도 많 다

당 그 다 당 그 다 다 읏 당 다 그 다

무 슨 달 무 슨 달 달 달 무 슨 달

당 그 다 당 그 다 당 그 다 그 다 그 다

천 왕 님 천 왕 님 천 왕 천 왕 내 리 소

술 먹 세 술 먹 세 얼 른 치 고 술 먹 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닷 그 다 그 닷 그

닷 그 다 그 닷 그 닷 그 닷 그 닷 그 닷 그 닷 그

읏 딱 읏 딱 × 4

읏 다 그 다 그 딱 × 4

다 당 다 당 당 × 4

다 당 다 당 당 딱

ㅊ. 외따기(덧뵈기장단) 

ㅋ. 덕석말이(덧뵈기장단)

ㅌ. 인사(굿거리장단)

당 당 당 당 당 그 당 당 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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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ㄱ. 모임굿(조름쇠장단)

둥 두 둥 두

ㄴ. 길굿(길매구장단)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둥 둥

ㄷ. 길굿(부락마치장단)

둥 둥 딱 따 따 딱 딱

둥 둥 딱 따 따 딱 딱

ㄹ. 인사굿(덧뵈기장단)

당 답 그 당 그 다 답

둥

ㅁ.둥글레미굿(덧뵈기장단)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ㅂ. 춤굿(살풀이장단)

둥 딱 딱 둥 둥 읏 딱

둥 둥 둥 둥 둥 둥 읏 딱

둥 둥 둥 읏 딱

ㅅ. 호호굿(무정적궁이장단)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딱 딱 × 4

ㅇ. 외따기굿(덧뵈기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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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천왕받이굿(조름쇠장단)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두 둥 두 두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두

ㅊ. 외따기굿(덧뵈기장단) 

ㅋ. 오방진굿(덧뵈기장단) 

ㅌ. 덕석말이(덧뵈기장단)

ㅍ. 인사(살풀이장단)

둥 둥 둥 둥 둥 둥 읏 딱

둥

·장고

ㄱ. 모임굿(조름쇠장단)

덩 덩 쿠 따 쿵

덩 덩 쿠 따 쿵

ㄴ. 길굿(길매구장단)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덩 덩 덩

ㄷ. 길굿(부락마치장단)

덩 덩 덩 다 다 따 다

덩 다 다 덩 다 다 덩 다 다 따 다

ㄹ. 인사굿(덧뵈기장단)

당 답 다 당 그 다 답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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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둥글레미굿(덧뵈기장단)

덩 덩 덩 따 쿵 다

덩 따 궁 다 다 쿠 따 쿵 다

더 덩 더 덩 덩 따 쿵 다

덩 쿵 궁 따 쿵 다

덩 따 궁 다 쿵 따 쿵 다

궁 따 쿵 다 궁 따 쿵 다

ㅂ. 춤굿(살풀이장단)

덩 덩 덩 다 다 다 덩 다 기 닥 쿵 기 닥 다

덩 덩 덩 덩 덩 기 닥 쿵 따

덩 쿵 쿵 기 닥 쿵 따

ㅅ. 호호굿(무정적궁이)

덩 덩 덩 덩 기 닥 따 덩 덩 덩 덩 기 닥 따

덩 덩 딱 딱 × 4

ㅇ. 외따기굿(덧뵈기장단)

ㅈ. 천왕받이굿(조름쇠장단)

덩 덩 쿠 따 쿵

덩 덩 쿠 따 쿵 덩 다 다 쿵 따

궁 따 쿵 궁 따 쿵 덩 덩 쿠 따 쿵

궁 따 쿵 궁 따 쿵 궁 따 쿵 따 쿠 따 쿵

ㅊ. 외따기굿(덧뵈기장단)

ㅋ. 오방진굿(덧뵈기장단)

ㅌ. 덕석말이(덧뵈기장단)



133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Ⅲ. 수성욱수농악

ㅍ. 인사 (굿거리형)

덩 덩 덩 덩 덩 기 닥 쿵 따

덩  

·북놀이 장단보

당 당 당 그 다 당

다 당 당 당 그 다 당

당 다 다 당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그 다 당

둥 두 둥

당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그 다 당

두 둥 두 둥 두 둥

앞으로 달려 나오며(새가 날개 펼치며 날아 오르듯이 북채를 옆으로 호흡에 맞추어 

펼치며 북은 부쇠의 중심을 향해서)

당 응 그 다 당

둥

덧뵈기장단 반복 

둥 두 둥

당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당 그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당 당

다 당 다 당 당 당

당 딱 그 당 그 다 당

둥 두 둥

둥 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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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덧뵈기장단 반복

당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당 그 다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다 당 다 당 당 당

당 딱 그 당 그 답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조름쇠

다 읏 당 다 그 다 둥 두 둥 두

당 다 그 다 읏 다 둥 두 두 두

당 그 다 당 그 다 둥 두 둥 두

다 읏 당 다 그 다 둥 둥 두 두

당 그 다 당 그 다 둥 두 둥 두

당 그 다 그 다 그 다 둥 두 두 두

뒤로 물러나는 신호 × 2

딩 당 당 당 둥 둥 둥 둥 × 2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 2

당 당 둥 두 둥 두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읏 다그 다그 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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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읏 당 다 그 다 둥 두 둥 두

당 다 그 다 읏 다

당 그 다 당 그 다

다 읏 당 다 그 다

당 그 다 당 그 다
× 2

당 그 다 그 다 그 다

다 당 다 당 당 딱

두 둥 두 둥 둥 딱

뒤로 물러나며 × 2

둥 둥 둥 둥 × 2

덧뵈기 장단으로 돌다 신호 가락에 맞춰 3바퀴 연풍대 돌기

덧뵈기 기본 및 신호

당 딱 그 당 그 다 당 ×3

다 당 다 당 당 그 다 당

덧뵈기 기본 신호에 맞추어 들어가면서 연풍대 한바퀴 돌기

6) 동제

동제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 주는 동신(洞神)이 모셔져 있는 당산에 올라가 공동으

로 지내는 제사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으로 보통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지

내며, 마을의 큰 행사를 앞두고 무사종결을 바라거나 재앙이 닥쳤을 때 재앙을 물리쳐달라

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동제를 복원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마을 주민들과 

학계 인사를 초청하여 고증 후 동제를 구현하고 있다. 동제는 중단되었던 시점부터 점점 절

차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교적인 형식과 마을의 무속적인 형식이 

더해져 이루어지고 있다. 동제주 선정 금줄치기 동제 본행사 소원지 작성 및 지신밟기로 이

루어지는 과정을 세세하게 고증하여 절차화 과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마을의 연

례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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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의 동제당은 마을 끝자락을 흐르는 욱수천 위 동산에 당산나무가 있으며 예전 모습

을 보면 수풀이 무성했으나 현재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나무와 밭이 경작되고 있다. 

경산방향으로 아파트 공사를 위해 팬스가 막고 있어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수성구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호수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산나무30)에 훼손이 

되어있는 상태로 보호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7)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동제가 끝난 후 마을로 내려와 집집마다 돌며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비

는 축원행사이다. 현재 마을이 아파트로 조성되어 2000년 경부터 중단되었다가 2014년 동제 

복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욱수노인정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신매시장과 결

연을 맺어 2018년 시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며 마을 전통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30)　이팝나무로 수령이 100년 이상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품종이 빨리 자라지 않는 나무의 특성상 외형이 느티나무나 팽나무처

럼 크지 않아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정확한 수령측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5년 동제 무형문화재제전(2015.10.10.) 2016년 동제(2016.2.22.)

2017년 정월대보름 동제(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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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밟기는 상쇠 및 소리꾼의 선소리와 치배의 후 연주로 이루어지며 덧뵈기 장단에 맞추

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추어 빠르기와 길이가 달라진다. 지신밟기의 사설은 아래와 같으며 

지신밟기 후 신명나는 한판을 벌이며 논다. 지신밟기는 마을 공동의 우물 샘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욱수지역에는 공동 우물이 없어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을 공동 장소에서 지신밟

기를 시행 후 각 가정으로 옮겨와 시행을 하는데 미리 약속한 곳과 그날 신청한 곳을 중심으

로 시행을 한다. 한국의 농악 영남편에 보면 욱수농악의 지신풀이 순서와 사설이 나와 있는

데 지신풀이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와 다른 점이 있다. 농악단이 길매구와 행진가락을 치며 

각 가정을 도는데 지신풀이 할 집에 당도하면 집 문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치다가 상쇠가 “주

인 주인 문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가누마”하면 집 주인이 농악의 신명이 마음이 들면 문을 열

어 주고  미리 차려 놓은 상을 내 놓으며 지신밟기가 시작된다. 문굿 이후 성주풀이-조왕풀

이-장고방풀이-샘풀이-마구풀이-뒤주풀이 순으로 하고 마당에서 판굿을 한판 벌이고 다

른 집으로 이동한다고 나와 있다.31)

지신밟기 악보를 보면 ♩. = 70이라 나와 있는데 이는 부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빠르기

가 변할 수 있으며 사설의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

31)　김택규외, 앞의책, 89쪽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2017.2.11.) 지신밟기 전수 교육 모습

2015년 문화재제전 지신밟기(2015.10.10.) 2016년 욱수노인정 지신밟기(2016.2.22.) 고산노인복지회관 개관식 지신밟기(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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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밟기의 사설32)

① 성주풀이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러보자.

이집 지은 대목아 어느 대목이 지었노

김대목이 지었나 박대목이 지었나

그중에서 도대목이 용머리에 터를 닦아

호박꽃에 유리지동 산호자로 서왔네

산호자로 세우고 나니 성주지동이 문제다

황토 놓고 금줄 쳐서 석 달 열흘 정성들여

첫 달 울어 밥을해서 두희 울어 신발하고

앞집에 김초로야 뒷집에 김초로야

쪼각쪼각 쪼가리 베를 모아 옷 만들어

임고을에 임사공아 골모흘에 고상공하

훗대가 점점 자리온다 술렁술렁 배띠아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옥란강을 당도하야

한중하리 솟아올라 나무한줄 자라노니까막까치 새끼 치여 까옥까옥 우는소리

신령인들 별수 있나 대목인들 별수 있나

어허 그것도 부정하다 한중머리 솟아올라

통나무 한줄 잡아노니 금빛들께 화를 나여

어허 그것도 부정하다 양달편을 솟아올라

나무한줌 잡아노니 토끼선생 하는 말이

여보 그나무 비지마소 그 나무 나자 내가 나고

내 자자 그 나무 나고 이산 정기 여기로다

도대목의 거동보소 연장망태 걸머지고 

심사한 봉 솟아올라 나무한줄 잡아노니 

나무한줄 잡아노니 낭락장송 큰나무는 

빈장 돌아드는 칼을 이리저리 헤쳐놓고 

황토흙로 걸어놓고 소대톱도 거려놓고

시리렁 톱질이야 스렁스렁 톱질이야 

32)　 지신밟기 사설은 한국의 농악 영남편에 싣려 있는데 악보가 일부 채보 되어있으며 박원호 창, 이해식 채보라고 나와 있다. 1987년 박원

호가 소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장 손석철에 의하면 고산농악 지신밟기와 유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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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한토 비어다가 옥황님전에 시주하고

북판통에 비어다가 이집 성주 되었는고

굽은나무 빈을 치고 고든나무 꺽어요

앗다 어떤 나무는 팔자 좋아 이집 성주 되어는고

시침바늘을 엽못갈고 고대부분은 황토하야

앗다 그집 잘저었구나 사모에 핑경달아

동남풍이 낼리불어 천둥소리 요란하다

이집지은 삼십년에 아들형제 팔형제

한서당에 글을배워 과거라고 하거들랑

고관대작 하여거든 만녕꺼정 누리주소 

딸형제 칠형제 정실부인 점지하고 

자식의 치장 고만도하고 방안에 치장하여보자

니모반 듯 대모채상 펼쳐놓고

오동장롱 깨끗이 바리바리 동여났네

방아에 치장은 고만도하고 이모야 치장도 하여보자

오색초 접조거리 산호단초를 달아입고

고던 바지 삼사버선 빛이난다

삼백줄 통여가세 이몸한경 잡혀시고

고모네 치장 그만하고 부인내치장 하여보자

산등같이 흐튼머리 반달같이 벗내고 

앞에해도 금동채라 뒤헤는 은동채라

부인네치장 고만도하고 달푸리 해여보자

정월이월 들언얘기 삼월삼짓날 막아주소

삼월사월 들언얘기 칠월칠서기에 막아주소

칠월팔월 들언얘기 시원상달에 막아주소

이집에도 대두양반 동서남북 다 댕겨도

이내 눈에 꽃이되고 너머눈에 잎이되고 

춘삼월 호시절에 꽃과같이 피어나소

삼배하고 육십일에 호연하고 열석달

삼백하고 육십일에 하나것이 넘어 간다

말씀마다 꽃이피고 위신마다 잎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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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왕굿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루자

조왕님 조왕님 한라사철 조왕님

한라사철 조왕님 조왕님께 또있는가

안자봐도 구만리요 서서봐도 구만리라

구마리장처 안온님은 조왕님밖에 또있는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조왕님 조왕님 머얼묵고 불앗노

큰솥에는 닷말지요 적은솥에 서말지라

서말지 닷말지 묵고새고 나갓구나

닥아내자 닥아내자 조왕님전에 닥아내자

③ 장고방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라보자

큰독은 닷말독 적은독은 서말독

장단지는 꿀을치고 가지독에 좀을 친다

④ 샘풀이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러보자

동해밑에 용왕님 서해수로 당기소

서해밑에 용왕님 쿨에는 수로 당기소

물밑에 용왕님 은하수로 당기소

앗다 그샘에 물좋다 벌컥벌컥 잡소

⑤ 방앗간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러보자

이방아가 누방아고 강테공의 조작방아

강태공은 어데가고 빙애 하나만 남았나

혼자찧은 절구방에 둘이찧는 디딜방아

왈케당 덜케당 찧는방아 훌렁찧거 마실가자

앞에노는 앞노라 뒤에노는 뒤노라

구실로 실로만아 일맛을 대여주소

에루에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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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호성 상쇠 모습(1998.2.4.)  손석철 현 상쇠(2003~ 현재)

5. 전승 

1) 전승자들

욱수농악의 전승자들에 대한 기록은 1998년 1월 6일에 발행한 단원수첩33)에 기록이 남아 

있다. 45명의 단원이 있으며 임원이 1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쇠 전승계보는 

1대 서병극 일제강점기 ~ 해방무렵

2대 박원호 해방무렵 ~ 1980년

3대 김호성 1980 ~ 2003년

4대 손석철 2003 ~ 현재

로 전승34)되고 있다.

 한국의 농악 영남편35)을 보면 이옥관(100세 추정, 사망)이 기록되어 있으나 손석철 단장의 

조사에서는 이옥관은 없었다고 한다.

설상모 이만방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전승자들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된 단원 수

첩이 전하여 지고 있어 전승자들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다.

김호성(金浩星;1929~2006)은 경북 경산군 압량면의 마을 걸립패에 속해 있었는데 상쇠 김

차동이 이끄는 걸립패에서 종쇠로 20여 년간 활동했으며 1987년에는 고산농악의 종쇠로 활

동했던 전문적 쇠잽이었다고 한다. 1987년 민속예술경연대회 때 수욱수농악의 상쇠로 참가

하였으며, <욱수농악>과 <고산농악>이 장단이 비슷하고 두 농악들 간 교류가 많았으며 무엇

보다 김호성의 쇠잽이로서의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36)

33)　단원수첩 1998. 1.6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3호 보존회로 회칙과 임원, 단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34)　손석철 제공 자료(농악단 원로들과 면담으로 확증), 창단 원로 회원인 고 김희호 증언(고 김기현 교수 면담).

35)　김택규 외, 앞의 책, 84쪽.

36)　손석철, 앞의 책.



142 수성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15년 무형문화재제전 

서덕수 원로(2015.10.10.)

손석철은 2002년에 욱수농악에 입단하여 2003년부터 현

재까지 욱수농악단장 및 상쇠로서 활동하고 있다. 원래 경

북대학교 동아리 농악반 시절 농악을 접하고 욱수농악, 고

산농악에 참여하였으며 김호성, 장이만 등에 쇠를 전수받

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전문 국악인으

로 활동하며 농악전승활동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욱수농악의 원로 전승자로는 서덕수37) 1명 만이 생

존활동하고 있으며, 욱수농악은 예능보유자 공석, 전수조

교 2명, 전수장학생 7명 등 총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 전승 활동과 사업

욱수농악은 현재 전승을 위해 매주 목요일 2회(오후, 저녁) 전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승자 육성을 위해 신매초등학교, 대구자연과학고와 결연을 맺은 후 청소년 등 젊은 

전수자 육성을 위해 전수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민무료강좌를 7회 시행하는 

등 욱수농악 홍보와 보존 전수 사업을 하고 있다. 전수강사로는 단장 손석철, 부단장 오문섭, 

사무국장 서지연이 전승 및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욱수농악의 전승사업은 2012년 전까지 

미비하였다. 상쇠 손석철 이전까지는 전수자도 별로 없어서 욱수농악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존 원로들 또한 사망하였고 전수관 또한 없어서 전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 회원들 또한 욱수지역이 토박이들의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경산지역과 대구시의 다른 구의 회원들이 유입되게 되었다. 

전수관의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되지 않았고 2014년 9월에 욱수농악 단원들의 

자비로 전수관을 개관한 후 전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욱수농악은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

하고 있다. 욱돌이네라는 가족을 만들었는데 이는 악기를 치는 치배를 형상화하여 욱돌이네, 

욱돌이, 욱순이, 욱삼이라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다. 

37)　수성구 욱수동 거주 1900년대부터 욱수농악 장고치배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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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농악 캐릭터 욱돌이네

(욱돌이, 욱삼이, 욱순이)

중국 기업인 의료관광단 방문 체험 중국 대학교 차문화학과 학생들 체험 

해외전수사업 중국 내몽골자치구 우란호트 시민강좌 6기(2017.9.7.) 

다양한 외국인 학생 체험 모습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과 중국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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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구문화재단 신나는 예술여행

신매초교 대구학생문화회관 발표회(2017.10.17.) 2017년 대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연

2017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강식 및 발표회 모습

수성못 페스티벌 모습(2017.9.24.)

대구능인 고등학교 체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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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평

1) 현재 상황과 과제

(1) 농악 성격의 변화

모든 전통은 보존과 변화라는 갈림길에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절성을 찾아 움직인다.  

보존과 변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연행환경의 변화, 전승자의 변화, 관객들

의 욕구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연행 환경이란 농악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환경의 변화를 말한다. 욱수농악은 두

레 농악으로 벼농사와 포도농사 등 논농사와 밭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촌마을이었지만 70

년대 이후 아파트와 현대적 건물과 도로가 들어서서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반이 쇠약해졌

고 연행자도 사라짐에 따라 전승도 어려워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농악의 

성격이 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농악이라는 성격적 의미가 약화되었고 소멸의 위기

상황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농악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고 연행자도 농부가 아닌 도시민

들로 바뀌었으며 토박이에서 외부자들의 유입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메스미

디어의 발달은 한 지역민만이 향유하던 농악을 전국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요인도 되었지만 지역적 토속성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요인은 동제, 지신

밟기, 달불놀이도 성행하지 않거나 중단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객들의 성향 변화

는 두레농악의 전통의 가치성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목적성을 약화시키거나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투박하고 순박한 농부들의 음악이 아닌 예능인으로서 기술적인 연희 

예능 농악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시대상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농악을 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통은 전통대

로 보전 전승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의 길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욱수농악만이 가

지는 고유성을 특질화하여 주변 농악과 차별되는 욱수농악을 보존 전승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수관의 부재

 욱수농악 전수관은 지정 당시는 지금의 욱수노인정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전수관이라

기 보다는 4평의 사물실과 6평의 악기 보관실이 전부였다. 2014년 9월까지 전수관이 없어 연

습을 하려면 야외로 나가서 했는데 그때마다 날씨와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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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전수관은 2014년 9월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여러 회원들의 지원으로 현재의 매호

동에 60평의 연습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반전월세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야 하는 곳이다. 운영비는 구청의 지원금과 회원

들의 회비와 공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전수관은 안정적인 전승 발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수관에서는 정기적인 전수 활동 및 시민무료강좌 수성

문화원 및 대구문화재단 사업, 수성평생교육과 후원 사업, 수성구 체험교육 등 전수관 운영

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앞으로는 여러 계층의 전수와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수관을 마련하여 대

구시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예능보유자의 부재

 예능보유자였던 김호성 작고 이후 14여년이 지났지만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욱

수농악이 문화재로서 활동력을 넓혀나가기에 힘든 점이 있다. 문화재 심사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있지만 예능보유자 지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심사문건을 보면 예능보유

자로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되어있지만 결국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이 크다.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어야 이를 발판삼아 예능보유자가 있는 문화재 단체로서의 정

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문화재의 전승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문화재 관련 사

업과 전수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미래 가치 설정과 구현

 1988년 5월 욱수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당시 이미 두레농악으로서의 기능은 상

실하였고 많은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연예농악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승하는 전승자 또한 전공자와 직업적인 국악인으로 활동하므로 예술성과 기술성이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제와 지신밟기, 달불놀이의 고유성은 지켜가고 연예농악으

로서의 측면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보전과 전승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 생존해 있는 원로들과 지역민들의 

인터뷰와 생생한 고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민들의 전승의식을 가지고 마을 축제로서 승화

시켜 누구나 지역 농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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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더불어 수성구, 대구시, 수성문화원 등 각계각층과 협조와 노력으로 지역색이 살

아있는 특색 있는 축제형 놀이로서 발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농악은 낭떠러지의 외줄 위를 걷는 형국과 같다. 다양한 놀이문화와 볼거리들 외국

음악과 문물들은 농악을 낡은 것 구시대의 산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매스미디어와 인터

넷, 휴대폰 등의 진화는 농악이 한정된 지역 안에서 전통문화를 대변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지역의 농악과 비교 당하며 다른 컨텐츠들과의 경쟁과도 직면하게 

되었다.농악의 놀이성, 신명성, 연희성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향유하는 이

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한다. 이러한 시대상에 발맞추어 농악 또한 적

응하고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전통은 그 시대의 시대상에 맞게 변모하며 진화한다. 전통은 살

아있는 무형의 생명체이다. 옛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책

무이다. 과거의 혁신과 변화가 지금의 전통이 되었듯이 현재의 변화 또한 미래의 전통이 될 

것이다. 원형의 기준을 확실히 설정하고 현재의 전승자들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변질이 

아닌 변화와 전통의 원형을 잘 조합한다면 현재의 농악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생명력 있는 농악으로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욱수농악보존회는 전통문화예술 전승자로

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모두가 신명나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위해 두드리고 빌 것이다.  



148 수성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7. 부록

구성인원표

서덕수 손석철 오문섭 서지연 최수빈 이옥화 채주현 

김미애 정종화 김일화 김정숙 박금화 박순이 윤복녀 

진종숙 이태경 김신옥 신미숙 장미옥 배혜숙 이정철 

홍순익 김선영 예순식 이희영 배부근 김정환 이태남 

하두남 이정자 우종현 이일숙 최종자 김옥조 이구술 

고미향 김정민 이경미 김해선 김신희 손미경 채진영 

박서현 이순년 신묘향 이창섭 고풍도 이옥순 정영희

조직 현황

인력현황

·대표자 : 욱수농악보존회 단장 손석철   

·회원수 : 50여명

·사무국 직원수 : 7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관리부장, 감사)

기 구 표

단　　장

부 단 장 원　　로

전수단원

이　　사

감　 사

총　　무재　　무

사무국장

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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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현황 

○ 2014년

02. 28 시지도서관건립 지신밟기 시지도서관

09. 06 토요상설공연(1차) 대구스타디움 야외무대

09. 13 전수관 개관식 보존회 전수관

10. 11 토요상설공연(2차) 수성못 상단무대

10. 17 수성보건소 주최 건강축제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

10. 21 수성구 생활체육장 기공식 지신밟기 수성구 생활체육장

10. 21 보건소 기공식 고산1동 주민센터 

10. 25 2014 무형문화재 제전 욱수농악 시연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앞

11. 01 토요상설공연(3차) 수성못 상단무대

11. 08 토요상설공연(4차) 수성못 상단무대

11. 30 욱수농악 예능보유자심사 보존회 전수관

12. 07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심사 서구구민체육회관

○ 2015년

02. 05 2014년도 정기총회 - 회칙개정, 안건토의 참한상

03. 26
전농연 총회 참석

-  농악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활동방향 토의
한국인의 집

04. 03 욱수주민강좌 1기 개강 - 농악단 홍보 및 체험 욱수농악 전수관

05. 23 토요상설 1차 공연 - 욱수농악 및 국악공연 수성못

07. 11 토요상설 2차 공연 - 욱수농악 및 국악공연 대구스타디움

08. 20 세미나 개최 - 욱수농악의 현재와 미래 욱수농악 전수관

09. 04 욱수주민강좌2기 개강 - 농악단 홍보 및 체험 욱수농악 전수관

09. 19 토요상설 3차 공연 - 욱수농악 및 국악공연 수성못

10.10 무형문화재 제전 욱수농악 발표회 - 동제, 지신밟기, 욱수농악 문화예술회관

10. 11 토요상설 4차 공연 - 욱수농악 및 국악공연 수성못

11. 06 자연과학고 예술제 공연 자연과학고

11. 06 경북대 농악반 발표회 지신밟기 공연 - 고사, 지신밟기, 난타, 사물놀이 경북대 문예관

11. 20 보유자심사 자연과학고

12. 07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심사 서구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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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1. 14 1월 월례회의 전수관

01. 21 임원회의 - 동제 및 총회관련 전수관

01. 18 전수사업 - 저녁 전수반 수업 시작 전수관 

01. 22 고산 의료센터 개소식 축하공연 시지동

02. 01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특강 개막 공연 수성구 

02. 04 2016년 총회 - 동제 행사 준비(동제 터 정비) 전수관

02. 12 ~ 02. 14 전수사업 - 경북대학교 농악반 전수 경북대 구룡포 수련원

02. 22 정월대보름 (동제 및 지신밟기) 당나무 및 욱수노인정

03. 03 3월 월례회의 - 상반기 일정 및 주민강좌 관련 전수관

03. 10 봉사활동 - 욱수농악 푸리풍물단 진명실버홈

04. 07
4월 월례회의 

- 공연일정

- 관내 전수현황

전수관

10. 06 
10월 월례회의

- 신규 장학생소계

- 전수관 건설방안 구청장면담

전수관

10. 08 제4차 상설공연 및 2016년 평생학습축제 참가 수성상화공원

11. 03 
11월 월례회의

- 신단원 모집방안

- 문화재송년의 밤, 동절기 휴무

전수관

04. 01 ~ 현재 전수사업 - 대구 자연과학고 자연과학고

04. 01 ~ 현재 전수사업 - 신매초등학교 신매초

04. 01 ~ 현재 전수사업 - 고산초등학교 고산초

04. 08 ~ 06. 24 제 3기 시민을 위한 욱수농악 배우기(15명) 전수관 

05. 04 신매초등학교 전수학교 협약 축하공연 신매초등학교

05. 07 1차 컬러풀 축제 중앙로 일대

05. 08 2차 컬러풀 축제 중앙로 일대

05. 12 5월 월례회의 - 연습 참여 철저 전수관

05. 28 제1차 상설공연 및 전체 간담회 수성못 상화무대

05. 31 대구시 2016 무형문화재전 개막식 행사 문화예술회관 

06. 02 
6월 월례회의

- 주야간통합연습

- 7 ~ 8월 혹서기 휴무관계

전수관

06. 09 봉사활동 - 욱수농악 푸리풍물단 진명실버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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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5 ~ 11. 02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 꽹과리 수업 15명 참석
전수관 

08. 19 ~ 08. 12 제2차 상설공연 수성못 상화무대

08. 19 ~ 08. 12 전수사업 - 경북대학교 농악반 전수 경북대 구룡포 수련원

09. 01
9월 월례회의 - 

몽골 우란호트 조선족학교 전수 봉사활동(9/19 ~ 9/28)
전수관

09. 02  ~ 11. 25 시민을 위한 욱수농악 배우기(15명 참여) 전수관

09. 05 ~ 11. 28
평생교육지원사업 

- 욱수농악 전수, 일반회원 12명
전수관

09. 10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 욱수농악보존회 삼성현공원

09. 10 제3차 상설공연 수성못 상화무대

09. 20 ~ 09. 28
욱수농악 해외전수사업 

- 중국 내몽골자치구 우란호트시 조선족학교
내몽골 조선족학교

09. 22 봉사활동 - 욱수농악 푸리풍물단 진명실버홈

10. 05 인성예절교육 체험 활동 - 능인중학교(26명) 전수관

10. 06
10월 월례회의

- 신규 장학생소계

- 전수관 건설방안 구청장면담

전수관

10. 08 제4차 상설공연 및 2016년 평생학습축제 참가 수성못 상화공원

10. 29
2016년 욱수농악 기획 공연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 가자! 욱수농악 신명의 세계로
월드컵 경기장 수변공원 

11. 03
11월 월례회의

- 신단원 적극권유

- 문화재송년의 밤, 동절기 휴무

전수관

11. 25
경북대학교 농악반 발표회

- 욱수농악 시연 외 등
경북대학교

12. 03 무형문화재 송년회 동구 노블레스 하우스웨딩

12. 20
수성구 청소년 선도 보호 결의대회

- 사물놀이 공연 
수성구 대강당 

12. 22 봉사활동 - 욱수농악 푸리풍물단 진명실버홈

12. 06
대구평생학습성과공유회

- 사물놀이 공연 욱수농악동호회 이어라 
영남이공대학

12. 17
욱수농악 체험 

- 중국 기업인 의료관광단 농악체험(약 30여명)
전수관 

12. 26, 28, 29
욱수농악 체험

-  중국 절강 농림문화학원대학생 

차문화학과 농악 체험(22명)

전수관

12. 29 삼사관학과 생도들 농악 체험(5명)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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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1. 07 2017년 총회 전수관, 식당

02. 09 대보름 행사 동제 및 지신밟기 욱수동 당나무 및 욱수노인정 

02. 16 정기전수(국악특강 : 대금) 전수관

02. 23
정기전수

CMB 동네열전 촬영 
전수관 

02. 22~ 03. 01 영남대학교 약탈 전수관 대여 전수관 

03. 19~ 03. 25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대회 공연 대구 스타디움 상설공연장 

03. 31 수성구 노변동 사직제 길놀이 노변동 사직단 일대

04. 06 정기전수, 월례회 전수관

4월 부터 신매초등학교,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전수사업 각 학교

04. 22 제1차 상설공연 수성못 상화공원

04. 30 불광사 생태환경축제 자원봉사 욱수골 일원

05. 11 정기전수, 월례회 전수관

05. 16 2017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주관 : 수성문화원) 전수관

05. 24 강동고 체험학교 전수관

05. 27 제2차 상설공연 수성못 상화공원

06. 01 정기전수, 월례회 전수관

06. 10 제3차 상설공연 월드컵 경기장 수변무대

06. 15 ~ 제5기 지역 주민을 위한 욱수농악 배우기 전수관

06. 22 자원봉사 - 욱수농악 솟을샘 봉사단 청인기억학교

06. 27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소식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06. 29 탈춤 특강 전수관

07. 16
대구생활문화재 동호회 공연

욱수농악동호회 수성문화예술단, 이어라
대구국채보상운동공원

08. 03
대구문화원연합회소식지 대구전통문화 2017 여름호

욱수농악 글 게재 
대구전통문화소식지

08. 05 무형문화재 전수관 기획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관

08. 10 정기전수, 월례회 전수관

08. 10 일본 관광객 체험(대학생 60명) 전수관

08. 17 꼬깔접기 전수관

09. 03
영호남문화대축전

- 욱수농악 동호회 타악퍼포먼스 푸리
수성못 상화동산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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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6 정기전수, 월례회 전수관

09. 07~ 11. 30 제6기 시민을 위한 욱수농악 배우기 전수관

09. 15 IAEC 아태지역 회의 축하공연 라온제나 호텔

09. 16 무형문화재 전수관 기획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관

09. 21 대구문화재단 신나는 예술여행 기획 공연 달성군 하빈 봉천1리 마을회관

09. 24 상설공연4 -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못 상화공원 무대

09. 30 수경지역문화재 공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10. 11 능인중학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10. 14
2017년 대구무형문화재제전

월례회
대구문화예술회관

10. 17 신매초등학교 욱수농악 시연회 대구학생문화회관

10. 21
욱수농악 상설공연 5 및

평생학습축제 동호회 수성문화예술단 이어라 
수성못 상화공원 무대

10. 25 대구문화재단 신나는 예술여행 기획 공연 달성군 서동초등학교

10. 25 강동중학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10. 28
대구문화재단사업 네트워크 사업 

욱수농악동호회 수성문화예술단, 이어라
월드컵경기장 수변무대 

11. 01 육군3사관학교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11. 02
신매역 문화가 있는 날 봉사공연

욱수농악동호회 수성문화예술단, 이어라 
신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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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단체는 “욱수농악단”이라 칭한다.(이하 욱수농악)

제 2조(목적)  욱수농악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활동함에 있어 향토풍물의 전통과 계승을 위

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전통예술의 올바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단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3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실은 욱수농악 전수관에 둔다.

제2장 단원 
제 4조(단원 자격)

1.  욱수농악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의 견습 기간을 거친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장이 판단 시 정단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2.  기타 견습 기간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된 자는 견습 기간 없이 단장승인 후 정단원의 자격의 

줄 수 있다.

3.  필요시 후원단원 및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후원 및 명예단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이 추

대하고 단장의 승인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5.  무형문화재 단체나 이에 준하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했던 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다만 특수한 경우 단장의 인준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제 5조(권리) 본 단체의 정단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

제 6조(의무)  본 단체의 정단원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단비, 월회비 및 기타 특별회비)를 납

부하여야 하며,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 7조(임원임무) 본 단체의 임원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1명)  욱수농악을 대표하며 농악단의 전반적인 사무, 인사를 총괄한다.

 단장의 자격은 예능보유자가 그 직을 종신으로 유지한다. 다만 보유자 유고 시나 필요한 사

유가 발생할시 선임 전수조교가 그 직을 승계한다.

2.  부단장(1명)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부단장의 자격은 전수 조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수조교가 공석일 경우나 기타 

사유 발생 시 단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사무국장(1명) 본 단체의 서류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각종 문서의 제작과 보관업무 전반을 맡

는다. 

4.  총무(1명) 본 단체의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단원 출결여부 및 행사참여 연락 등 전반을 총괄

한다. 

5. 재무(1명) 본 단체의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입단비, 월회비 수령 및 경비지출 을 담당한다. 

6. 관리부장(1명) 욱수농악 전수관 사용 관리 및 악기, 기자재, 물품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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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1명) 본 단체의 재정감사권을 가진다. 매년 총회 전까지 재정 일체를 감사하고 총회 시 

보고하여 단원의 인준을 받는다. 

8.  전수장학생(7명) 대구광역시 조례의 의거해 선발된 전수장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며 전수 업

무와 행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임기는 시 조례에 명시된 5년간이다.

9. 이사(약간명) 단장이 필요시 약간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 원로이사: 주로 욱수농악 창단 단원들이 맡는다.

- 일반이사: 기타 업무상 필요 시 약간 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10. 기타사항

 전수장학생 중에서 임원의 겸임은 가능하다. 임원의 임기는 단장이 정하며 필요시 임원진의 

요청에 의해 임기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집회 
제 8조(회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매년 2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한다.(업무 및 결산보고, 회칙개정, 연간활동 계획등 

주요 안건처리)

2. 임시총회:  회원의 2/3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주일 내 이를 소집 한다. (특별안

건 처리)

3. 임원단 회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안건을 의결한다. 임원단은 단장, 부

단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관리부장, 감사까지로 정하며 필요 시  전수장학

생이나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4. 월회: 매월1주 목요일 전수교육 후 개최한다. (일반안건 처리)

5. 정기 전수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에 실시(오후반, 저녁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일반전수교육: 공연 등 특별한 사안 발생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 9조(정족수 및 의결사항)  총회(정기, 임시)의 정족수는 재적인원 1/2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성립하

고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의결한다.

1. 감사선출  2. 회칙개정  3. 결산승인  4. 기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사항

제 10조(안건 확정 방법)  본 회의 모든 안건 확정 방법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

수일 때 단장이 결정한다.

제5장 선거 및 임기
제 11조(임원선출)

1. 단장이 부단장, 사무장, 총무, 재무 등을 임명 및 임기를 정한다. 

2. 감사는 단원들이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감사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제 13조(임원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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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제 1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및 월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 15조 (회계처리)  본 회의 모든 재산은 욱수농악 명의로 은행에 저축하며 보조금통장은 단장이 보관

하며 재무에 필요한 통장은 부단장이 관리한다. 보조금 통장은 각종 공적 행사 수

입, 지출, 사무실 유지비를 쓰는 용도로 사용하며 기타 사무관련 통장은 회비 및 전

수 관련 입출 등의 유지비를 쓰는 용도로 사용하며 재무는 필요시 부단장에게 보

고하고 경비를 지출한다.

제7장 단원가입 및 제명, 탈퇴, 기타사항
제 16조(가입비 및 회비) 욱수농악의 단원(신입, 재가입)은 가입비를 내야 한다.

 가입비는 10만원, 월회비는 5천원이며 상,하반기 각 3만원씩 분납 또는 일시불 6만원을 납부

한다. 견습생은 5만원의 견습비를 납부한다.

전수장학생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달로부터 종료 시까지 월 5만원의 회비를 낸다. 

예능보유자 또는 전수조교는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관례에 상응하는 회비를 낸다.

제 17조(제명) 욱수농악의 단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될 시 임원회를 거쳐 제명 처리한다.

1.  욱수농악의 단원 중 욱수농악의 명예를 실추한 자 및 의무를 소홀히 한 자는 제명할 수 있

다. 임원의 결의를 통해 해당자는 단장이 최종 결정 제명 처리한다.

2. 6개월 이상 모임 불참 시, 또는 회비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다. 

단, 재가입시 단장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가입비를 내야 한다.

3. 입단시 또는 입단이후 타 무형문화재 단체에 중복가입이 인지될 경우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제 18조(탈퇴)  욱수농악의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잔여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9조(이수증 발급, 포상)  욱수농악에서 활동하면서 관련분야 수상경력이 있을시 포상하여 활동을 

장려한다. 또한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제20조 사항을 만족할 

시 발급하고 시에 통보한다.

제 20조(이수증 발급절차) 

1.  자격:  이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입단일이 최소 5년을 경과한 자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다

만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인정된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2.  발급절차:  제 20조 1항의 자격을 만족한 자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단장이 심사를 하여 

부합하는 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하고 시에 통보토록 한다.

제 21조(전수장학생 선발절차)  시에 심사가 있을 경우 품행이 올바르고 예능전수가 우수한 회원 중에

서 임원의 후보추대를 받아 단장이 선발하고 시에 심의를 득한다. 

부 칙
① (통상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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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1. 들어가는 말

 1) 금속상감의 개념과 역사

(1) 금속상감의 개념

인간이 생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식품과 장신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선사시대부

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의 욕구와는 또 다른,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양식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

에 무늬가 있었고 추위를 막기 위한 옷에 장식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 다양한 공

예품들이 생활필수품 또는 재산의 하나로 이어져 왔다. 금속공예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

활 곁에 있어왔다. 

금속공예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쪼이, 조각, 타출, 상감, 입사, 누금 등이 있다. 쪼이는 금

속표면을 정으로 찍으며 문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계속 이어

져 오는 기법인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유물에서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속

공예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며 발전되었으며, 고려시대에 가장 발달했

다. 우리나라 대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음각을 표현할 때 쓰인다. 

조각은 정으로 금속을 파내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

대까지 썼던 기법인데, 금속 완성품을 만든 후,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명문을 새길 때 주로 사

용했다. 작품 문양에 이 기법을 활용한 것은 조선 후기 일부 유물에서만 나타난다. 타출은 금

속의 양면을 번갈아 찍으며 양각과 음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체적인 문양을 표현할 때 쓰

인다. 

상감입사장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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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은 금속에 다른 금속을 끼워 넣는 기법으로 면상감, 선상감 등 여러 표현 방법이 있다. 

입사는 철 기물에 정으로 표면을 두들겨 찍어서 거스러기를 만들고 그 위에 은실을 두드려 

붙이는 기법이다. 

누금은 금속을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같은 재료의 금속 면에다가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낙랑시대 유물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기법인데 신라시대까지 이 기법이 보이

고 고려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와 이집트 유물 중 이 기법을 사용

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 글에서 다룰 금속상감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감은 금속, 자

기, 나무, 가죽 등으로 만든 기물에 홈을 파거나 무늬를 깊이 새겨서 그 속에 다른 재질을 넣

어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상감은 바탕 재료에 따라 금속 상감, 자

기 상감, 목 사감, 자개 상감, 가죽 상감, 유리 상감 등으로 구분된다. 금속 상감은 철, 구리, 

은 등으로 만든 기물의 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홈을 내고 여기에 다른 금속인 금, 은, 동 등을 

박아 넣는 기법으로, 선상감(골상감), 면상감, 박상감(땜상감) 등으로 나뉜다. 상감에 사용되

는 바탕 금속 재료는 철, 적동 등과 같이 단단한 금속을 사용하고, 여기에 금, 은, 동과 같은 

퍼짐성이 좋은 금속을 메워 넣는 것이 보통이다. 

금속상감은 금속공예의 정화(精華)로도 불린다. 이 기법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오랜 세월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감이라는 용

어와 입사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오랜 세월 고려시대 향완에서 ‘입사’, ‘은입사’, ‘함

은’, ‘세사’, ‘누은’등의 명문과 조선시대 경공장의 공조와 상의원에 속했던 입사장의 존재

를 들어 ‘입사’라는 용어를 주장해왔기도 하다. 중요무형문화재도 입사장이 지정되어 있

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입사는 면상감 등 다양한 기법을 포괄하는 용

어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입사와 상감을 면밀히 구분해 설명하면, 입사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붙여서 문양이 

돋보이도록 하는 기법으로 철로 만든 기물 표면에 예리한 날정으로 가로 세로 대칭으로 거스

러기를 만든 뒤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에 따라 가는 금, 은, 동 선 등을 망치로 두드려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쪼음입사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상감은 금속을 파거나 찍어서 홈을 내고 다

른 금속을 끼워 넣어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165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2) 금속상감의 기원과 형성 과정 

우리나라 금속상감 기법은 B.C 1~2세기 경 낙랑(樂浪) 출토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

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분출토 유물 중에 금은사로 상감된 칼자루 등이 있다. 삼국시대

부터 금속상감 기술이 널리 사용돼 다양한 물건에 상감기술이 적용된다. 특히 고대 지배층들

이 소지했던 고리자루큰칼의 고리자루(環頭) 부분에 상감이 많이 보인다. 석산신중의 칠지도

를 비롯하여, 신라 고분에서는 입사화문환두대도(入絲花紋環頭大刀)가 출토되었는데, 이 입

사도(入絲刀)는 매우 가는 금은입사(金銀入絲)로서 정교하게 장식되었다. 

고려시대는 금속상감의 화려한 절정기로 기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다. 특히 향완, 

정병, 합과 같은 불교용품을 중심으로 공예품이 꽃을 피웠다.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와 입사

상감법은 기교가 매우 뛰어나며, 그 뒤 문양이나 형태 등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전승되었다. 

은을 상감하는 것은 철물의 표면 치레를 위한 기법의 하나로 은사를 덧붙이는 것이 상례지

만, 간혹 금을 사용해서 사치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입사 기법이 보편화된 시기였다. 상감은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을 요하므로 

조선 초기까지는 귀족층의 기물에 주로 쓰였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사를 개발해 일반에도 보급되었다. 주로 철에다 은입사를 하는 이유는 상감을 하

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철제기물위에 날정질을 하여 입사하는 기법

이 성행했다. 일상생활 용구로 촛대, 손화로, 필통, 담배합 등이 있고 무기류에도 투구 말안

장 철퇴 등 다양하게 입사로 장식을 해서 궁중이나 귀족층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역사적으로 금속상감을 하는 장인은 누수(縷手)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장

야서(掌冶署)에 속한 장인들, 조선시대에는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속한 입사장(入

絲匠), 조각장(彫刻匠) 등에 의해 행해졌다. 조선 말기에는 경공장(京工匠) 즉, 공조(工曹)에 

2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의 사금장(絲金匠)이 있었다. 

조선시대 입사장은 철에 금이나 은으로 된 실을 붙이는 일을 전담했다. 조각장은 쪼이, 조

각, 타출, 상감을 두루 맡았다. 그런데 조각장이란 명칭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

에는 조이장(助伊匠)이라고 했다. 금속공예품의 표면에다 두드리거나 깎아서 무늬와 그림을 

새겨 장식한다. 다시 말하면 금, 은, 동 같은 금속에다 문양이나 글씨를 쪼아 새기는 일이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공조와 상위원에 속하였던 입사장, 조각장 등에 의하여 전승되

던 금속상감 공예기법은 이왕가(李王家) 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대구시무

형문화재 상감입사장 김용운은 이 전통적 기법을 전승한 상감입사장으로 인정받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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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김용운의 금속상감 공예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발전해온 동체와 뚜껑의 모양이

나 크기가 같은 합구 형식의 원반합과 같은 모양을 주로 만들었으며 향로, 향합, 연초함 등

을 제작하였다. 청동으로 기물을 먼저 제작한 후, 정으로 선이나 면을 만들고 금과 은을 박

아 넣는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속상감은 세공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공구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 종류의 정과 망치

가 주로 사용된다. 여성 장식용 금은(金銀) 상감 노리개 작품에서 형태는 부드러운 나비, 달

과 같은 곡선과 직선을 가미시킨 문양을 주로 사용한다. 김용운의 작품은 금 재료 바탕에 백

금 선으로 소나무, 학, 구름, 물결 등의 십장생문을 사용하기에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

각이 돋보인다.

그는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1981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

구 공예품 경진 대회에서 4회의 금상 등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1년 기능 올림픽,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 대구관광공예품 경진대회 등에서 심사장, 심사위원도 역임하였다.

2) 국내 문화재 지정 및 보존 현황

고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금속공예 기법은 조선시대의 관영 수공업자인 조각장과 입사장

들에 의해 전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기법이 사라져가다가 이왕가미술품제작소에

서 활동하던 조선시대의 장인 조각장 김정섭이 1970년, 입사장 이학응이 1983년 중요무형문

화재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다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금속공예 장인은 조각장 김정섭(1903~1988))

의 제자이자 아들로 그 기법을 이어받은 김철주가 있었는데, 그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

학응(1900~1988)의 제자는 그 기법을 이어받은 중요무형문화재 78호 입사장 홍정실(1983년 

6월 1일 지정)이 있다. 그리고 이왕가미술제작소 출신 송재환의 기법을 이어받은 대구시 무

형문화재 13호 김용운(1997년 9월 18일 지정)이다. 또 경기도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 이경자

(1997년 9월 30일 지정),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9호 조각장 곽홍찬(2004년 1월 5일 지정), 서

울시 무형문화재 36호 입사장 최교준(2006년 1월 12일 지정) 등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은 기능 보유자 김철주가 2015년 타계한 후 현재는 기능보

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입사장 이학응은 1988년에 타계하였고, 그의 제자인 홍정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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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입사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기법이 전수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입사장 이경자도 이학응으로부터 입사 기술을 이어받았고 199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입사장 최교준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금속공예를 하다가 이학응

에게 입사 기법을 사사했고 200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6호 입사장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9호 조각장 곽홍찬은 조부 곽순복으로부터 3대에 걸쳐 금속조각장

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부친 곽상진으로부터 금은 세공기술에 입문한 이후 서울시 무형문

화재 은공장(銀工匠)으로 지정된 김원택 및 기능전승자인 박기원으로부터 전통 조각기법의 

기능을 전승했고 2004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상감입사’기법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은 대구의 김용운이 유일하다. 김용운은 

1972년부터 이왕가 미술제작소 출신의 송재환(1918~1991)에게 사사하면서 그의 기법을 전수

받았다. 송재환은 13세 때부터 21세까지 왕가 미술제작소 입사방(入絲房) 기법을 배웠고, 당

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였던 조각장 고 김정섭 등과 함께 일했다고 한다. 그 뒤 

한때 일인 귀금속 공방에서 귀금속 가공법 등을 익혔으나, 평생을 상감입사에 전념한 기인적 

장인이었다고 한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대구로 피난하여 계속 귀금속 방 등에서 일하다가 

1972년 이후 타계할 때까지 20여 년간, 천미사에서 김용운에게 상감입사 기법을 전수했다. 

김용운은 송재환으로부터 금속상감을 할 기물을 만드는 대공(大工)에서부터 세공(細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수받았다. 대공으로 기물을 제작할 때는 방짜유기 제작 과정처럼 두

드려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김용운은 금속상

감 작품을 만들 때 직접 기물을 제작하고 있다.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귀금속 분야로 대거 

전업을 하면서 만들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상감 기법과 함께 대공 기술

까지 함께 익힌 장인은 극히 드물다. 기물 재료로는 입사가 용이한 청동을 주로 사용한다. 

 

3)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노력

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없기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돼 ‘살아있는 유산’으로 불

린다. 기능과 정신의 맥을 끊지 않고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전승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재청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형문화재 원형을 보존, 전승하기 위

해 매년 한차례 시연 행사 및 작품 전시의 장을 축제 형식으로 마련하고, 전수교육관 운영, 

기능을 담은 책 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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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요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주관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 전이 매년 가을 열리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홍

정실도 매년 작품 발표를 하고 시연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제42회 행사를 열었다.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도 매년 가을 문화재 대전을 열고 있다. 예능분야 보유자들의 시

연무대가 펼쳐지고 기능분야 보유자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 

이경자도 참여한다. 작품 전시, 제작과정 감상, 작품 판매 및 경매 행사도 마련한다. 2017년 

제19회 행사를 열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축제도 매년 가을 열리는데 보유자를 비롯해 전수

교육조교와 이수자들이 기능과 예능을 펼친다. 대구시무형문화재제전도 매년 가을 열린다. 

기능 종목의 경우 작품으로, 예능 종목은 공연으로 각각 관람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전문 전수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

요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해서는 1997년부터 서울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건립한 건물이며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입주시켜 전수교육, 일반인강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능 종목은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보유자를 중심으로 그 예능을 후세에 이어주기 위하여 전수교육과 일

반인 강습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발표공연 및 국내·외 초청공연에도 참가한다. 기능 종목은 

12개 공방이 입주해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공예품의 제작과정과 완성된 작품

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예기능의 전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공연좌석 147석의 민속극장이 있으며, 2~3층의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실이 

있는 전통공예관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공예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전통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세미나실, 예능연습실, 공예교육실기실 등이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경자는 안성시 보개면에 입사전수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입사 

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자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7년 5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등 12개 시에 18개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있으

나 그동안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마련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형문화재 교육 시

스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온라인이나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도내 무형문화재 참가 및 판촉활동

을 지원하고 공예품에 대한 도지사 인증제를 통해 상품신뢰성을 높이는 등 무형문화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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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 창덕궁 돈화문 인근에 전통공예 전승 공간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을 건립했다. 이 건물은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의 전승 발전을 위해 15억이 투입

돼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33.22㎡(191평) 규모로 건립됐다. 상설 전시실 2개, 시연실 12

개, 교육 세미나실 1개, 다용도 한옥실을 갖춘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종합 전수관으로 

갖춰졌다. 주변 문화재인 창덕궁과 어우러진 전통한옥 양식과 현대적 내부시설이 조화되도

록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마련한 공간이다. 돈화문 종합 전수관에 전시 및 입주한 기능보유

자는 20종목 26명으로 입사장 최교준도 입주해 있다.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장과 12개 공방

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누구든지 장

인이 직접 만든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제78호 《입사장》책이 출간되어 있다. 중요무형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기록화 사업의 일환이

다. 중요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에 대한 실연 전 과정과 역사적 전승양상 등을 사진 및 도면과 

함께 수록하여, 지정 당시 보고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학술적으로 보유자의 기·예능을 

기록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인 ‘입사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입사물의 종류와 

쓰임새, 입사무늬, 입사의 실제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승 및 활동 현황, 주요 작품

들의 사진을 통해 작품 세계를 설명해 놓았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서울시는 

2016년 무형문화재의 ①발굴 다양화와 원형보전 ②전승기반 강화 ③시민 향유기회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3대 골자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

다. 서울시는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보유자의 기능을 영상 다큐멘터리와 

도서로 남기는 기록화 작업을 ‘17년부터 고연령 보유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자가 

없거나 명예 보유자만 있는 경우, 보유자가 80대 이상인 종목이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발한 전수 교육을 벌일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지원

하는 ‘전수교육경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2017년부터 10% 상향했다.

공예 종목 보유자들이 시 산하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엔 남산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재 종목 및 유사종목이 모두 참여하는 ‘무형

문화축제’도 개최하고, 현재 45개 종목인 ‘서울시 무형문화재’지정 대상을 유네스코 기준을 

적용, 다양화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서울의 무형유산에 대한 종합조사·연구를 통한 추

가 발굴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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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말

1)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상감입사장 김용운의 기법과 활동

(1) 삶과 예술 

경북 김천에서 출생한 김용운은 1973년 24세 때 스승 송재환(1994년 작고)을 만나 상감입

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인 송 씨가 6·25때 개성에서 대구로 피난 와서 함께 살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 뒤 거의 20여 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친구이자 스승으로 지냈다. 송재환 씨

는 일제 강점기 이왕가 미술제작소 출신이며 그의 기법을 김용운에 전수해주었다.

30대 젊은 김용운은 금속상감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업에 심취했다. 그

는 송 선생에게서 고려 상감 기법의 기초를 배워, 십 분의 일도 남아 있지 않은 기술을 논문

과 옛 문헌을 공부하며 복원해냈다. 그는 틈틈이 고대유물 복원작업도 병행해 공예품 유물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유행해온 제작 기법들을 직접 재현해

보기도 하며 전통 문양을 비롯해 상감 기법에 대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외국에서도 상감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것은 다르다. 일본이나 중국은 머리카락같이 가는 홈을 파서 상감을 한다. 김

용운은 일본 사람들은 선이 가늘수록 기술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

대라고 설명한다. 홈의 두께가 굵직할수록 즉, 실이 굵을수록 상감이 굉장히 어렵다. 현재 일

본이나 중국은 고려시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려 상감만큼 묵직하고 정확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뛰어난 보존성과 세밀한 문양 표현 등은 우리나라 상감 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상감 작업은 반복적인 고된 작업은 물론 창의성과 디자인 감각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는 

조선시대까지 발전해온 전통기법을 이용해,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백금상감 청동합, 금상감 은향로, 은상감 찻통, 은

상감 청동향로, 은상감 청동합, 은상감 청동항아리, 백금 금상감 청동정병, 은상감 매죽문 청

동항아리 등 다양한 작품이 그의 손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는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1981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대구 공예품 경진대

회에서 4회의 금상 등을 수상하였다. 한때 단청을 배운 적도 있어 단청 문양을 이용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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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작품으로 1981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1년 기능올림픽, 대구산업디자인 전

람회, 대구관광공예품 경진대회 등에서 심사장, 심사위원을 지냈다. 1997년 대구광역시 무형

문화재 13호 상감입사장으로 지정되었다.  

상감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망치질을 거쳐야 한다. 고된 수행과도 

같은 노동이다.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 공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교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집중력 또한 요구된다.

상감 작업은 기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예전에는 기물을 

따로 주문했지만 지금은 기물까지도 그가 직접 만든다. 어려운 상감입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과거 기물을 제작했던 사람들 또한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남아있

지 않기 때문이다.  

기물이 완성 되면 기물 표면에 상감할 문양을 그린 뒤 따로 제작한 정을 이용해 조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을 다루는 손기술이다. 은실을 두드려서 파놓은 홈에 끼워 넣는데 

빠지지 않도록 잘 박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멈추어야 할 부분과 곡선으로 휘게 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섬세한 강도로 정을 다루어야 된다. 망

치로 치다보면 정이 부러지기 일쑤라 온 정성으로 집중해야 한다. 정을 만드는 것 또한 그의 

몫이다. 날을 갈고 또 갈아 한 자루의 정을 만들어 비로소 조각 작업에 착수한다. 상감 작업이 

끝나면 줄이나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뒤 원하는 빛깔을 내면 작품이 완성된다.

작업 공정이 까다로운 탓에 한 작품 한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고 손에 익어 노하우가 생겨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인데도 1

년에 서너 작품만이 그의 손에 들어올 따름이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대구무형문화재제전 

행사에 출품하는 작품까지 포함해도 몇 작품이 채 안 된다. 그래서 상감 기법을 배우려는 사

람들이 많질 않다. 관심이 생겨 배우기 시작해도 끈기 있게 남아있는 제자가 잘 없다며 그는 

안타까워한다. 일반인들은 손바닥만 한 작품 하나 만드는데 반년이 넘게 걸린다. 배우고 싶

어서 여길 찾아와도 막상해보면 얼마 못 견디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김용운은 오래 걸

리고 어려운 건 안하려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풍토를 안타까워했다.

현재 그는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에서 전시관 겸 작업실인 ‘천미사’를 운영하며 금속공예

품을 취급하고 있다. 판매보다는 작업에 몰두하며 상감입사의 맥을 이어간다. 그의 기법은 

대를 이어 딸과 아들을 통해 전수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이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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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아들 김종국 씨는 지난 200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전통 기법을 배웠으

며 현재 대구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운은 후대를 위해 상감 기법에 대해 조금씩 정리해나가려고 한다. 특히 유물의 기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봄은 물론이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상감 관련 용어들도 보다 체계적

으로 써보려는 꿈을 갖고 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적 상감 기법을 총체적으로 

접목시킨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전통 공예 전승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금속상감의 아름

다움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그의 오랜 바람이다.

(2)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김용운의 금속상감  

김용운의 금속상감 기능은 조선시대의 공조와 상의원에 속했던 장인들의 기법을 전통적으

로 전승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용운은 1972년 대구 대신동에서 귀금속공방인 <천미사>를 개

업하여 1975년 향촌동, 1979년 서내동, 1986년 종로, 1996년 현재의 두산동까지 같은 이름으

로 공방을 옮기면서 25년간 상감입사 기법을 쌓아왔다. 그는 천미사를 개업한 1972년부터 이

왕가 미술제작소 출신의 송재환(1918~1991)에게 사사하면서 그의 기법을 전수받았다. 

송재환은 13세때부터 21세까지 왕가 미술제작소 입사방(入絲房) 기법을 배웠고, 당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였던 조각장 고 김정섭(1903~1988, 현재는 그의 아들 김철주가 

계승하고 있음)씨 등과 함께 일했다고 한다. 그 뒤 한때 일인 귀금속 공방에서 귀금속 가공

법 등을 익혔으나, 평생을 상감입사에 전념한 기인적 장인이었다고 한다. 1950년 6.25 전쟁

으로 대구로 피난하여 계속 귀금속 방 등에서 일하다가 1972년 이후, 천미사에서 김용운에게 

금속상감 기법을 전수했다. 김용운의 금속상감 기법 전수계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공조, 상의원 → 이왕가 미술제작소 → 송재환 → 김용운(천미사)

김용운은 고집스럽게 금속상감 기법을 전승하면서, 공방에서 전수자를 양성하고, 대학에

서도 금속공예부분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했다. 현재 그의 공방에서는 딸 김종봉과 아들 김종

국을 비롯해 3~4명의 제자들에게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딸 김종봉은 금속상감 기법을 전수

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김용운은 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1981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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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구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수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졌고 1981년 기능올림픽, 대구산

업디자인 전람회, 대구관광공예품 경진대회 등에서 심사장,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3) 김용운의 금속상감 기법과 도구, 문양 

금속상감은 금속에 홈을 파서 그 홈에 금, 은, 동, 주석 등의 다른 금속을 채워 넣는 기법

을 말한다. 즉, 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문양을 파내고 그 안에 은실을 박아 넣어 마치 그림

을 그린 것처럼 기물을 장식한다. 금속상감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기물을 완성하면 기물 표면에 상감할 문양을 그린 뒤 정을 망치로 때려 표면에 홈을 내면

서 조각을 한다.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 다루는 솜씨다. 정 날을 어떤 모양으로 갈

아서 어떤 각도로 잡고 홈을 파느냐에 따라 완성도 높은 작품의 초안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0.3~0.5㎜ 정도의 금속실을 만들면 파진 홈에 실을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망치로 두드려 

홈에 넣은 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감입사가 끝나면 줄이나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뒤 빛깔을 내면 작품이 완성된다. 항아리 하나에 상감입사만 하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감 방법 결정하기

우선 상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금속 상감기법은 조각정으로 바탕 금속에 홈을 파서 다

른 금속 실을 끼워 넣는 방법과, 찍는정(쪼이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물의 두께와 단단한 정도, 문양의 종류, 상감 선이 되는 금속의 단단한 정도, 최종 기

물에 나타나는 현상을 감안하며 상감 방법을 결정한다.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

용하여 가장 적절한 상감 기법으로 작업한다.

기물은 잔이 될 수도 있고 항아리가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기물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국내에서 상감입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기물 만드는 사람도 없어

져 기물도 직접 제작하게 되었다.

② 기물에 문양 만들기

우선 장식할 기물을 만든다. 기물에 감탕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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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탕 만드는 법

진흙을 말려 곱게 빻아 체로 걸러서 고운 가루 상태로 만든다. 송진을 녹여서 토분을 1:1 비율로 섞는다.  

계절과 온도에 따라 달리 한다. 잘 저어서 섞은 후에 식물성 기름(콩기름 등)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다시 

잘 저어서 상감할 기물에 채운다.

③ 조각하기

  완성된 문양에 망치와 정을 이용해 표면에 홈을 내어 

조각한다. 망치로 정을 때리면 기물에 홈이 생긴다. 수천, 

수억 번의 망치질에 따라 홈이 문양을 따라 톱니바퀴 모

양으로 조각되는 것이다. 홈을 파낼 때 처음에는 정을 세

워서 파내기 시작하여 각도를 눕혀서 조각해나간다. 홈을 

파낼 때 깨끗하게 파내고 회전할 때(곡선을 만들 때)는 천

천히 조심해서 작업해야 한다. 잘못하면 정이 부러지기 

때문이다. 너무 깊거나 얇게 파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

이 너무 깊게 박히면 원활하게 작업하기가 어렵다. 문양

을 따라 양 방향으로 찍으면서 조각해 나간다.

기물에 도안된 문양을 맞춘다. 먹지를 이용하여 옮긴다. 기물에 문양을 그려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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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굵기로 홈을 파낸다.

굵은 선 - 폭 0.6~0.7mm, 깊이 0.6mm

보통 선 - 폭 0.38~0.42mm, 깊이 0.4mm

가는 선 - 폭 0.2~0.25mm,깊이 0.3mm

도구 사진 첨부

· 망치의 길이 24cm, 망치 머리 길이 3cm,  

머리 지름 1.8cm

· 파내는 정(길이는 8.5cm 내외)  

정을 갈 때 작업자에 따라 각도를 달리하

지만 평균적으로 35~40도 정도로 간다.

홈파는 작업이 모두 끝나면 아래 사진에 있는 정(촛정)을 준비한다. 홈을 파내고, 정으로 

홈 안쪽 모서리를 촘촘하게 찍어준다. 찍을 때 질감이 생기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 찍어야 

한다. 반대쪽 모서리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조각 중인 모습 조각이 완성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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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정 작업

· 홈 안쪽을 찍는 뾰족한 정 

(길이는 7cm, 지름은 3mm)

·홈 안쪽을 양쪽으로 번갈아 찍는다.

④ 은실 박기

촛정 작업이 다 끝나면 아래의 정을 만들어 은실 끼워 넣을 준비를 한다. 파낸 홈의 폭과 

같은 굵기의 은실을 사용한다. 박는 정을 이용하여 파낸 홈 사이에 은실을 박아 넣는다. 은

실을 박을 때는 한 자리에 한 번씩 힘껏 박아서 홈에 끼워 넣는다. 같은 자리를 정으로 여

러 번 박으면 은실이 늘어나면서 가늘어지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는 원인이 된다. 조각망

치와 박음정으로 실을 박고 필요에 따라 끊음정으로 실을 끊는다. 박아놓은 실이 빠져나오

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해야 한다.

·은실을 홈에 박아 넣는 정(길이는 8cm, 지름은 6mm)

왼쪽에 있는 선은 홈을 파내고 안쪽 면을 촛정으로 찍은 상태

이고, 오른쪽 선은 홈만 파내고 촛정으로 찍기 전 상태이다.

 촛정으로 홈 안쪽을 찍어서 질감이 생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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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면 정리하기

은실을 끼워 넣는 과정이 끝나면 은실을 박아 넣은 표면을 줄로 깎아낸다. 거친 부분을 

고운 사포로 정리한다. 수세미나 백탄(숯)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은실을 박고 있는 과정

은실박기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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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마무리 작업

⑦ 착색하기

마무리 작업을 마친 기물을 착색 액에 담근다. 기물을 천천히 돌리며 색을 입힌다. 착색

액의 온도에 따라 기물의 색상에 차이가 생긴다.

기물에서 감탕을 뺀다. 유산에 삶는다.

약품으로 기물이 정리된 상태

착색된 상태 착색이 끝나면 밀랍으로 표면을 코팅해서 완성한다.

약품으로 기물이 정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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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작품 완성 

상감입사 작업이 마무리되고 하나의 합이 탄생했다.

- 도구

(1) 파내는 정(길이는 8.5cm 내외)

(2) 망치(전체 길이 24cm, 망치 머리 길이 3cm, 머리 지름 1.8cm)

(3) 촛정(홈 안쪽을 찍는 뾰족한 정, 길이는 7cm, 지름은 3mm)

(4) 박음정(은실을 홈에 박아 넣는 정, 길이는 8cm, 지름은 6mm)

파내는 정

망치 상감입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망치, 정 등)

촛정 박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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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양

문양은 일종의 그림언어다.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자기 주변의 환경과 감정을 기록하고 표

현하는데 사용해 오던 의사소통 방법이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그림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림언어는 문자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 고유

의 특성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한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반영

하며 금속공예품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문양들에 대해 살펴본다.

* 자연

·구름

 구름무늬는 그림이나 공예품 등에 흔히 사용되었다. 하늘 또는 하늘이 지닌 권능, 그 

신비한 분위기, 고고함 등을 상징하고 있다. 구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당초문, 화염

문 등과도 결합되어 표현되었다.

·별자리

 동양 문화권에서 하늘은 흔히 해와 달, 그리고 28수, 즉 28개의 별자리로 표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분벽화 천장에 별자리를 그려 하늘을 표현하는 등 삼국시대

부터 별자리 무늬가 사용되었다.

·산수, 물가풍경

 미술에 있어 자연 풍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주된 소재의 하나

다. 금속공예품에서도 기법의 특성상 회화성은 주된 특징의 하나여서 고려시대의 물

가풍경 무늬, 조선시대의 십장생 무늬 등 한 폭의 경치를 그려놓은 듯한 문양이 즐

겨 사용되었다.

* 동물문

·거북

 거북은 대표적인 장생 동물이다.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신수로 손꼽혀져 왔으며 

북쪽을 담당하는 방위신인 현무로서 일찍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고 있다. 공

예품에서는 촛대, 향로, 필통 등에서 십장생도의 하나로 표현된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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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동양권에서 기린은 용, 거북, 봉황과 함께 네 가지의 신성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는 

상상의 동물로 이마에 뿔이 하나 돋아있고,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의 발굽과 갈

기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나비

 나비는 곤충의 무늬 중에서도 두드러진 소재의 하나로서 회화로도 많이 그려졌다. 

목가구 장식, 장신구 등의 무늬로 두루 쓰이고 있다. 기쁨과 행복, 아름다움을 상징

하는 곤충으로 여겨왔으며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했다. 꽃과 어우러진 형태

로 표현되기도 하고 나비만 단독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고기

 선사시대 미술에서 비롯되어 회화나 도자기 등 일상생활 기물에 많이 표현된 친숙한 

무늬다.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의 속성으로 인해 자손번창을 상징하며, 과거급제와 

입신출세, 부귀와 행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박쥐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 박쥐무늬는 그림, 장신구, 각종 기물 등에 장식되는 중요 소

재 중 하나다. 박쥐는 편복이라고 하는데 박쥐족자는 복복 자와 음이 같아 행복의 상

징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 용품에서 박쥐무늬를 표현하여 현실

적인 염원을 담는 예가 많았다.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를 함께 표현하였다.

·사슴

 대표적인 십장생 동물 중 하나이다. 선한 짐승으로 나라의 평안을 상징하기도 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 신성시된다. 소나무와 같이 배치하여 십장생

도의 한 부분으로도 표현되었다.

·새우 

 바다와 민물에 두루 사는 새우는 일상생활에 있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의 하나다. 

어해도의 소재로 물고기와 함께 많이 그려졌다. 어해도나 기물에 보이는 새우의 문

양은 풍요와 다산, 약동하는 힘 등의 이미지로 그려졌다.

·봉황

  봉황은 용과 함께 대표적인 상서로운 새 중 하나로 왕권을 상징하며, 고귀함,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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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와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봉황무늬는 삼국시대부터 회화나 각종 공예

품 등에서 많이 채용되었다. 용과 쌍을 이루는 예가 많으며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엇갈린 형태로도 표현되었다.

·학 

 학은 예로부터 천년이상을 사는 대표적인 장생 동물의 하나로 도교에서는 신선이 타

고 하늘을 나는 상서로운 동물이기도 하다. 은둔하는 현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

며 봉황 다음으로 품격을 지닌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서 품위를 지닌 일품조로 애호

되었다. 고려시대 운학문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의 문양이나 공예품 등 빈번히 등장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십장생도의 소재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

 봉황, 기린, 거북과 더불어 사령으로 불리는 신수로서 전설이나 신화의 중요 대상으

로 등장하곤 하였다. 동양에서 용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선의 수호신인 동시에 왕권

이나 왕의 상징으로 불교, 유교에서 모두 즐겨 사용되는 상징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분벽화나 공예품 등의 장식의장으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꾸준

히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 동물무늬로는 사자, 말 등도 표현되었다.

* 식물문

·매화 (단매화, 접매화, 일지매화, 화초매화 등)

 겨울을 이겨내고 봄소식을 알리는 꽃인 매화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용기와 

정신을 기리는 선비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 문인화의 소재

로도 즐겨 그려졌다. 금속 공예품에서는 매죽도나 화조화의 형태로 새겨진 예가 많다.

·연꽃(연화문, 연판문) 

 연화는 물위에 줄기가 높이 솟고 잎이 큰 하화와 수면에 잎이 뜨고 꽃줄기가 수면에 

약간 솟아 피는 수련으로 나뉘는데 연화는 수련에서 피는 꽃이다. 연화는 불교의 대

표적인 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부처를 상징하거나 깨달음, 화생의 근원, 극락정토, 

불성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꽃의 도안은 주로 꽃잎인 연판의 형태와 꽃 봉우리 형

태로 표현되었다. 그중 연판문은 외곽선에 의해 연꽃, 연꽃잎이 표현되던 것이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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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내부에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고 잎과 잎 사이에 간엽을 넣는 등 문양 효과

를 극대화시켰다.

그밖에 나무(석류, 앵두, 버드나무 등) 무늬도 찾아볼 수 있다.

* 당초문

당초문은 식물의 모양을 넝쿨형태로 디자인한 장식무늬로 원래는 당풍, 또는 이국풍의 

넝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초문 형식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스에서 

완성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했다. 각종 금공장신구, 마구, 금속

용기 등의 문양에 크게 성행하여 인동문, 괴운문, 팔메트 형태의 당초형식으로 발전했

다. 보상화, 모란, 연화, 국화, 석류 등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함과 동시에 서금, 서수, 영

조 등의 동물문과 혼합되어 좌우대칭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하고 화려한 양상으로 전개

됐다. 주문양보다는 주연이나 구획을 위한 보조 문양의 형태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 기하문

·점, 선

 문양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일찍이 원시미술에서부터 전시대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선을 좀 더 많이 발전시켜 당양한 형태의 기하문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지그재

그 형태나 방사선으로 표현하여 뇌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변용, 발전하여 만자문, 

회문 등으로 정형화되기도 했다.

·태극과 팔괘

 동양에서 태극은 우주만물 구성의 근본이며 천지의 통일체로 인식된다. 태극은 천지

의 통일체이므로 태극의 운동에 의해 음양이 생겨난다.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는 태극

과 팔괘무늬로 표현된다. 용이 지닌 여의주를 태극으로 표현한 예가 많다.

·회문

 직선의 연결에 의해 무늬가 이루어지며 무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문양보다는 

기물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무늬로 적합하다. 주문양의 주연에 배치하여 구획을 정

하거나 장식하는 종속문양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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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범자와 길상문구 

 범자는 한 글자마다 고유한 음과 뜻을 지닌 인도 고대의 글자로 불교경전에서는 다

라니라 하여 일종의 주문 형태로 사용되었다. 또한 한 글자마다 어떤 부처나 보살을 

뜻하기도 했다. 금속공예품에서는 향완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향완에 범자가 계속 쓰이기는 하나 불교 공양구보다 일상용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

라 인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길상의 문자를 새겨 인간의 소망을 나타냈다. 한 자

씩 쓴 것도 있으나 수복, 수복회, 수복강녕, 만수무강, 부귀다남 등 여러 문자를 조

합하여 삼다 또는 오복을 기원하는 문구로 삼는 예가 많았다. 길상문구 외에 한편의 

시를 새긴 경우도 있었다.

·만자

 만자의 만(卍)은 고대 이란에서 처음 만들어진 문양으로 인도에서는 주로 석가모니

의 가슴에 나타나는 불교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세에 이를 길상의 표지로 인식

했다. 영원, 완전, 길조, 신성과 행운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물의 전면에 

쓰거나 주로 테두리의 장식과 같은 보조 문양으로 많이 쓰였다.

* 기타

·  길상문

  길상 문양은 도교나 불교 등에서 비롯된 칠보문, 팔보문 등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실

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귀한 사물들을 도안화하여 길상문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형태는 보다 다양하다.

·귀면문

 흔히 도깨비무늬로 잘못 불리고 있는데 각종 재앙과 질병 그리고 사악한 모든 것을 

막아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도안한 것이다. 신이 갖는 무한한 힘을 빌

려 천재지변과 각종 재앙을 물리치고자 한데서 이런 의장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양은 기하학적 모티브에 의한 몇몇 문양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여러 개의 개체

문양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물문양, 식물문

양, 구름문양, 당초문양, 문자 등이 서로 어우러져 각각의 개별적 특성이 살아있으면서

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다. 기물에 있어서의 문양은 단독적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보조문양이나 바탕문양이 서로 어우러져 분위기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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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① 작품 활동

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Ø180x190㎜ 2001년 作

-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소장

은상감입사청동합 Ø120*45mm 1989년 作 

- LA에서 열린 인간문화재 공예대전 출품작

은상감입사 청동노리개 1998년 作 

- 제1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출품작

청동·은제 상감입사합 1981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향로 180×150㎜ 2005년 作

은상감입사청동합 1984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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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Ø260×200㎜ 2006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화기 Ø260×95㎜ 2006년作 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Ø270×175㎜ 2006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향로 Ø115×100㎜ 2005년 作

금·은상감입사 청동화병 Ø155×280㎜ 2007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화기 Ø120×185㎜ 2006년 作

-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작가상 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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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230×150㎜ 2008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합 Ø180×95㎜ 2009년 作

금상감입사 은다호 Ø70×60㎜ 2008년 作 금상감입사 은다기 주전자 Ø95×130㎜ 2008년 作

금상감입사 은다호 Ø70×60㎜ 2008년 作 금상감입사 은다호 Ø70×60㎜ 2008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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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감입사 매죽문 청동항아리 Ø220×245㎜ 2010년 作

-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G20세계정상회의 기념 전시 출품작

백금·금상감입사 청동정병 145×125×360㎜ 2010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화기 Ø320×95㎜ 2010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합 Ø180×95㎜ 2009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Ø200×145㎜ 2010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잔받침 Ø120×35㎜ 2009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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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상감입사 청동합 Ø100×60㎜ 2011년 作

백금상감입사 금노리개 2012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다반 Ø385×100㎜ 2011년 作

청동 은상감 차통 54×58㎜ 2012년 作

청동 은입사 합 120×40㎜ 2010년 作 금·은상감입사 청동화병 Ø190×165㎜ 2011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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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상감입사 청동향로 Ø400×380㎜ 2013년 作

금상감입사 은차통 Ø85×70㎜, Ø50×55㎜  2013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항아리 Ø400×280㎜ 2014년 作

백금상감입사 청동향꽂이 Ø150×100㎜ 2014년 作

은상감입사 청동향로 Ø150×260㎜ 2015년 作

백금상감입사 청동담뱃대받침 Ø80×80㎜ 2013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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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감차통 54×58㎜ 2017년作

금상감입사 은향로 Ø90×160㎜ 2015년 作

금·백금 상감입사 청동꽃병 160×130㎜ 2016년 作

봉황상감주전자 190×365㎜ 2017년作

은상감입사 청동향로 Ø90×160㎜ 2015년 作

금·백금 상감입사 청동향로 150×150㎜ 2016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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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수 활동 및 교육

김용운은 상감입사 기법을 전승하면서, 공방에서 전수자를 양성하고, 대학에서도 금속

공예부분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했다. 현재 그의 공방에서는 아들 김종국과 차녀 김종봉을 

비롯해 3~4명의 제자들에게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십여 명이 그의 기술을 전수

받았으나 생계 등의 이유로 하나 둘 떠났다. 또 2017년 6월 문을 연 삼성창조캠퍼스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기존 전승 방법의 문제점  

무형문화재는 공예분야의 경우 기술을 배워 직업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수생이 있고 

전승도 잘 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배워야 하고 또 작품을 만드는데도 

시간과 재료비가 많이 드는 반면 만들어 놓아도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배우려는 사

람을 찾기 힘든 분야도 있다. 보유자가 기량을 연습하고 후학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 확보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에 대한 내

용을 밝히고 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1조(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

여금 그 보유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보유 기능·예능별로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삼성창조단지 내 대구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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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수교육조교)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종목에서 해당하는 전수장학생

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형문화재 교육은 후보자나 조교에 의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 보

유자 및 전수자,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도 오랜 세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김용운의 경

우에도 십 수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으나, 대부분이 생계유지가 힘든 것 등의 이유로 하나둘 

작업을 포기하고 떠났다. 기능을 익혀도 작품 판매 등이 쉽지 않아 그것이 생계와 직접적으

로 연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운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능뿐만 아니라 

사명감 등도 함께 해야 전통 금속 상감 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다.  

2) 무형문화재 상감입사의 원형 보존 방법(제안)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원형 보호’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문화유산헌장에도 원

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무형문화

재를 온전히 원형대로 보존·전승하기 위해 학술적, 예술적으로 철저한 고증과 함께 기록물(

영상, 녹음, 사진자료 등)을 통한 원형의 영구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에 불과하다. 유네스코가 ‘인

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골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첫 선

정 후 30여 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선정기준은 전승지

역에 기반을 둔 인류나 민족의 무형유산으로써 전통성이 인정되는 기능과 예능이나 우수한 

기술 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살아

있는’문화 전통은 인간에 의해 전승되어 맥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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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재위원회가 보유자를 인정할 때는 전승계보로써 기능, 예능의 원형을 판단하

고 있다. 보유자의 기능, 예능이 그 계보에 따라 원형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

로 계승하여 보호하는 것이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의 줄기이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무형문

화재를 변화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원형’이란 무엇

을 의미하며,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원형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무형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전승시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에 전승되어온 기능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 공예분야는 기술

이나 재료에 따라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고 예능종목은 전승자의 연령이나 예술세계

에 따라서 기능이 변화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당대의 명무나 명인, 명장의 기·예능에 관한 기록이나 음향, 영상자

료는 대부분 없다. 단지 구전으로 활약상이 전해져 왔을 뿐이다. 이들로부터 기·예능을 전수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수준 높은 예술성을 갖춘 전승자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했다.

근년에는 기록매체의 발달로 영상, 음향, 책자 등의 다양한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유자의 

실현내용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다. 전수교재가 제작되어 보유자로부터 사사 받지 않더라

도 기·예능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독자적인 노력으로 그 

기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재가 정신적인 문화유

산 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나 예능이 예술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장인정신이나 

예술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다. 즉, 전승이란 기·예능만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며 

예술세계를 계승하는 정신적 의미도 담겨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많은 외국 국가들이 배워야 하는 모델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형문화재 교육은 후보자나 조교에 의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재해와 

임돈희와 같은 학자들은 무형문화재 교육도 현대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화되면 교육내용을 담은 교재와 교육용 영상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

다. 물론 이 교재는 문화재청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재와 

더불어 교과과정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학교에서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

르도록 만들어 과정 습득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규 학교 외 다양한 교



195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육기관 등지에서도 활발히 전승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대학에 전공

이 설치된 경우(가야금, 판소리 등)는 전승 교육이 체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도 높다.

또 보유자들이 그들의 기량을 연습하고 후학들을 교육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

요한데 대구의 경우 삼성창조단지 내 시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이 신설되어 일단 긍정적 역

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이곳이 작업실이자 전승 교육 장소,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

한 강습장소, 나아가 작품 전시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로,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등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용운의 경우도 그렇지만 무형문화재 기능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원

형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기능으로 유네스

코 등 세계적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는 등 그들의 기능을 보호할 방법을 검토해

야 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2016년 초 무형

문화재의 ①발굴 다양화와 원형보전 ②전승기반 강화 ③시민 향유기회 확대와 인지도 향상

을 3대 골자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의「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서

울시는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를 통해 원형을 보전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적인 역사도시의 위상을 고려해 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을 반영,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45개 종목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상당 부분은 공예, 놀이와 의식, 음악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극과 무예 등은 종목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네스코 기준을 반

영해 구전전통 및 표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등을 포괄해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

로써,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6년 하반기에 무형문화재의 지식과 기

술, 재료, 연행력 및 생애사, 계보 등에 대한 종합조사와 디지털 영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할 계획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수년 전 무형문화재 영상화 작업을 완료했지만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 무형문화

재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유자의 지식이나 솜씨, 기량 그 자체가 지정과 보존의 중

요한 대상인 만큼, 영상뿐만 아니라 도서 등의 기록화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

재의 지식과 기술, 재료, 연행력 및 생애사, 계보 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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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상 등의 기록물을 단순히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전수관 

등지에서 상영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작품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등 작품 활동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공예 종목 보유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연 1회 열리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전을 시민 참여 행사를 높이는 방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삼성창조단지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능을 차별화시키지 않고 

집단화시킨 것은 아쉽다. 기능마다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줄 필요도 있다. 

기능에 맞게 집단화시켜 기능 보유자들의 개인 작업장과 전수교육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시민들과 교류할 기회를 높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프로그램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수교육관과 연계된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우리 전통공예와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

리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형무화재 해외 전시와 홍보, 관광코스 개발, 다양한 체험·

시연·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우리 전통공예를 장인들과 함께 보

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3. 맺는말

상감은 금속, 자기, 나무, 가죽 등으로 만든 기물에 홈을 파거나 무늬를 깊이 새겨서 그 속

에 다른 재질을 넣어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 모두를 포괄한다. 우리나라 금속상감 기법은 B.C 

1~2세기 경 낙랑 출토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가장 화

려한 절정기를 맞았다. 조선시대에는 상감은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을 요하므로 조선 초기

까지는 귀족층의 기물에 주로 쓰였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

사를 개발해 일반에도 보급되었다. 조선시대 입사장은 철에 금이나 은으로 된 실을 붙이는 

일을 전담했다. 조각장은 쪼이, 조각, 타출, 상감을 두루 맡았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공조와 상위원에 속하였던 입사장, 조각장 등에 의하여 전승되

던 금속상감 공예기법은 이왕가(李王家) 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대구시무

형문화재 상감입사장 김용운은 이 전통적 기법을 전승한 상감입사장으로 인정받아 1997년 

대구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김용운은 상감입사 기법을 전승하면서, 공방에서 전수자를 양성하고, 대학에서도 금속공

예부분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했다. 현재 그의 공방에서는 아들 김종국과 차녀 김종봉을 비롯

해 3~4명의 제자들에게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십여 명이 그의 기술을 전수받았으

나 생계 등의 이유로 하나 둘 떠났다. 2017년 6월 문을 연 삼성창조캠퍼스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전승시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에 전승되어온 기능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 공예분야는 기술

이나 재료에 따라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고 예능종목은 전승자의 연령이나 예술세계에 

따라서 기능이 변화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기능도 유네스코 기준처럼 ‘변화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원형의 계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즉, 무형문화재의 ‘원형’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보유자가 기량을 연습하고 후학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교육 방법 또한 다양하게 차별화시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쉽게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중화 시킬 필요도 있

다.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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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창조단지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문화재에 따라 기능을 차별화시키지 않고 집단

화시킨 것은 아쉽다. 기능마다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줄 필요도 있다. 기

능에 맞게 집단화시켜 기능 보유자들의 개인 작업장과 전수교육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시민들과 교류할 기회를 높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프로그램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수교육관과 연계된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우리 전통공예와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

리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형무화재 해외 전시와 홍보, 관광코스 개발, 다양한 체험·

시연·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우리 전통공예를 장인들과 함께 보

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운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감입사 기능 외에도 금속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자료도 풍부해, 그에 관한 연구 및 기록 작업도 후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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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 주요 매체에 보도된 상감입사장 김용운에 관한 기사

<대한항공 모닝캄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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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관련

첫 귀금속 공예전

금속공예가 김용운씨의 첫 귀금속전이 13일까지 대백프라자갤러리(420-8013)에서 열리고 

있다. 20여 년간 연마한 귀금속 세공작업을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에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

드, 오팔, 진주 등 다양한 보석을 이용해 간결하면서도 섬세함이 돋보이는 반지, 귀걸이, 목

걸이 등 장신구 6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김씨는 전국민예품경진대회 대통령상등 다수의 공

모전에서 입상했고 기능올림픽, 대구산업디자인전등의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대구금속공예

가회 회장이다. (매일신문 1994.6.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349&yy=1994

두 번째 개인전

김용운 귀금속전이 대백프라자 갤러리 10층 전관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리고 있다. 대

구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인 김용운씨는 귀금속 공예가 송재환으로부터 사 사했으며, 지난 

72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천미사를 개업,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영남일보 

199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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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19970813.0

0000008.000160&newsType=old

세 번째 개인전

귀금속 공예가 김용운씨의 세 번째 개인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대백프라자갤러리(053-

420-8013)에서 열리고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주는 자연, 그 중

에서도 꽃을 모티브로 한 고전적인 느낌의 보석 작품을 선보인다. 액세서리라기보다 금·다

이아몬드·에머랄드·사파이어·루비·진주를 재료로 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보석 디자인

을 감상할 수 있다. 김씨는 한국 전통공예보전협회, 대구산업디자인협의회, 대구공예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매일신문 1999.8.1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358&yy=1999

아홉 번째 개인전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보유자인 은산 김용운(55)씨의 아홉 번째 개인전이 17일까지 인

터불고호텔 내 갤러리 쁘라도에서 열린다. 2001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금속 다기류를 선보인다.

150여 점에 이르는 금속 다기류들은 제각각 모두 다른 모양을 갖춘 수공예품으로 은과 금, 

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옻칠, 황칠 등을 더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특히 금속

기물의 표면에 칼로 선이나 면을 파낸 후 여기에 다른 금속을 박아 넣어 색채대비를 통해 문

양을 내는 금속공예품 제작 기술의 하나인 입사(入絲)를 사용한 것이 김씨의 독특한 방법이

다. 도자기류는 상감입사 방법이 종종 사용되지만 금속의 경우 서로 용접이 어려워 흔히 사

용할 수 있는 기법은 아니기 때문.

김씨는 “5년 전부터 상감입사 방법을 금속에 도입해 다기를 만드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

구해왔다”면서  “은 다기류의 경우 도자기와는 달리 아주 뜨거운 온도의 물을 보관할 수 있

기 때문에 특히 중국차를 마실 때 사용하면 차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재미있고 세련된 다기류를 감상할 수 있다. 김씨는 “그동안 전시 때마

다 귀금속, 노리개 등 각기 다른 테마를 선보여왔다”면서  “상감입사 기법을 사용한 대작으

로 3년쯤 후엔 전국 순회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5.03.1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459&y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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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관련

영남일보 

대구시 무형문화재 김용운씨(52). 그는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상감입사장이자 이름난 귀금

속공예가다.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김용운씨의 작업장을 찾은 날, 그는 마침 눈앞에 

닥친 전시회 준비로 부산한 와중이었다.

 “상감입사란 고려시대에 유행한 금속문양 기법입니다. 주로 청동처럼 무른 금속위에 조각

하거나 두들겨 찍어서 문양을 만든 뒤 그것에 금실이나 은실을 끼워넣는 것이지요. 보통 그냥 

입사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철기 입사와는 재료부터 공정까지의 과정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화려한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답지 않게 소박한 태도가 왠지 모를 미더움을 주는 김씨는 찬

찬한 말투로 30년 장인의 길을 더듬는다.

 “제가 우리 금속예술에 몸담게 된 것은 지금은 세상을 뜬 명인 송재환옹과의 만남을 계기

로 시작되었어요. 방직공장을 경영하던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사업에는 관심없이 귀금

속가게를 꾸리고 있던 중 우연히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일제시대 조선왕족의 물품을 

만드는 유물제작소에서 일 했던 스승님은 대공, 세공할 것 없이 금속으로 만드는 것에는 무

엇 하나 막힘없는 솜씨를 가진 분이셨어요.”

스승을 만난 지 1년이 못되어 김용운씨는 가게마저 거둬들이고 작업장에서 기술을 전수받

았다. 우리 금속예술의 기와 묘에 빠져든 그는 밥먹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무섭게 몰두했다. 

집안의 재산만 축낸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아랑곳할 바가 아니었다.

특히 김씨를 매료시킨 것은 우리 귀금속 공예가 절정에 달했던 신라의 공예품. 현대의 기

구와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신라유물의 용접술을 연구하느라 그는 이제는 공예유물 감정

사로 불려다닐 정도의 감식안을 갖추게 되었다며 웃는다.

 “신라공예품의 수준에까지 이르는데 성공했더라면 빨리 이 길에서 벗어났을 것도 같은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시대 장인을 

만나 도대체 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헛되지 않아 점점 김용운이라는 이름은 귀금속공예가와 상감입사기법

의 명인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섬세하면서도 입체감을 주는 합금기술, 남다른 상감

입사의 노하우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주로 향로나 불기 등에 쓰이던 상감기법을 귀금속에 응용한 독특한 작품은 큰 호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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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지금까지 외국의 기술, 디자인과는 완전히 단절한 채 우리 문양을 연구한 것이 오히려 좋

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옛 것을 완전히 익히고 난 뒤에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편이에요. 외국의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대신 우리 

문양을 다룬 책자가 나오면 반드시 2권을 사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곤 합니다.”그러나 

옛것을 온전히 익힌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욕구를 꺾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완성에 이른 후

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은 물

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대공예가들과도 접촉해 본 바 서로 각자의 세계에만 빠

져있는 풍토가 아쉬웠다고 말한다.

 “장인들은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현대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옛날 것은 

배우기 어렵다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계승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발전이 있어야 하

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이전 것에 대한 습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는 10월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 마련되는 개인전을 마치면 수년간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상

감입사를 이용한 작업에만 매달릴 생각이다. 자신의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장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옛날 장인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의 얼굴에는 부담감 대신 오히려 설렘이 떠오르고 있었다.(영남일보 2000.08.31.)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00831.

00000015.000200&newsType=old

매일신문

[일가를 이루다]상감입사장 김용운씨

일본서 고액에 기술전수 제의 “거절했죠”

20여년간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제자에게 스승이 남긴 유품은 정 한 자루였다. 목수

일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대패질이듯 금속장에게 정은 생명이고 정을 제

대로 다룰 줄 알아야 명장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1973년 24세 때 스승 송재환(1994년 작고)을 만나 상감입사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한

길만을 걷고 있는 김용운(59)씨. 그는 사라져가는 상감입사 금속공예 전통을 잇고 있는 상감

입사장이다. 상감입사 금속공예는 청동 등의 금속 표면에 홈을 파고 금 은 등 다른 금속을 박

아 넣는 기법을 말한다.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고려시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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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지만 조선시대 들어 금속 표면에 실같이 뽑아낸 다른 금속을 붙여서 문양을 만드는 기법

이 성행하면서 점차 쇠퇴를 맞았다.

김씨는 더디고 힘들더라도 고려시대 전통 상감입사를 고수하고 있다. 그가 만드는 작품은 

항아리`향로`향합부터 현대적 감각의 각종 화병이나 주전자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상감입사 금속공예 작품은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먼저 상감입사할 기물(항아리`

향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기물을 주문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직접 제작한다. 

김씨는 “과거 기물 만드는 사람들이 귀금속 분야로 대거 전업을 했죠. 가장 큰 원인은 기물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여년 전부터 전통 문화의 소중함이 부각되면서 기물 

만드는 사람을 찾으려는 사회적 관심이 일었지만 그때는 이미 맥이 끊어진 상태였고, 지금은 

기물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궁여지책으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

했다.  

기물을 완성하면 기물 표면에 상감입사할 문양을 그린 뒤 정을 망치로 때려 표면에 홈을 

내면서 조각을 한다.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 다루는 솜씨다. 정 날을 어떤 모양으

로 갈아서 어떤 각도로 잡고 홈을 파느냐에 따라 완성도 높은 작품의 초안이 완성되기 때문

이다. 0.3~0.5㎜ 정도의 금속실을 만들면 파진 홈에 실을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망치로 두

드려 홈에 넣은 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감입사가 끝나면 줄이나 사포로 표

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뒤 빛깔을 내면 작품이 완성된다. 항아리 하나에 상감입사만 하는 데 

보통 한달정도 소요된다.

김씨가 한창 상감입사를 배울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청년으로 생각했다고 한

다. “하루 종일 상감입사만 생각했습니다. 하루 한끼만 먹는 날도 많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

고 지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감입사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젊은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고 말한다.

몇년 전 김씨는 돈을 많이 주겠으니 상감입사 금속공예를 가르쳐 달라는 제의를 일본 사람

으로부터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감입사 금속공예 기술의 해외 유

출을 걱정해서였다. “중국 일본에는 금속에 상감입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금속 상감

입사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따라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금속 상감입사는 더욱 발전시켜야 할 우리 기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

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상감입사 금속공예는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전국에서 금속 상감입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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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3, 4명에 불과하다. 김씨의 뒤는 아들과 딸이 잇고 있다. 최소 10년 정도 배워야 금

속 상감입사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동안 배우러 온 사람들이 몇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

다. 그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우리나라 공예기술이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장인이 스스로 터득한 기술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작업하는 도

중 중요한 기법이나 공정은 따로 기록해 모아 뒀다”고 했다.    

김씨는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 입구에 작업실 겸 전시관인 ‘천미사’를 운영 중이지만 작품 

판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정해진 작품 가격도 없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

아서다. 가끔 지인들이 작품을 팔라고 하면 알아서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김씨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일요일 하루만 빼고 매일 작업실에서 지낸다. 웬만한 일

이 아니면 작업실을 떠나지 않고 상감입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재 그는 상감입사 위에 또 

상감입사를 하는 기법을 개발 중이다. 상감입사는 주로 청동 기물에 하다 익숙해지면 재질이 

무른 은 기물 위에 한다. 그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재상감입사다.

2년 후에는 개인전도 열 계획이다. 상감입사 공예품만 100여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로 

3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 “마지막 개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

져 예전에 비해 작품을 반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 5

년 이상 더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끼고 몇시간 동안 작업을 한 뒤 

작업실에서 나오면 초점이 맞지 않아 한동안 다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매일

신문 2009.01.2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79&yy=2009

뉴스천지

[대구] 선조의 지혜와 혼을 잇는 상감입사장

 “꾸준하게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내다보면 국민들도 언젠가는 관심을 가져 줄 날이 있겠죠.”

고려시대 때 발달한 금속 기법인 상감입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김용운(60) 씨의 말이다. 그

는 전국에서 금속 상감입사를 하는 몇 안 되는 상감입사장이다.

상감입사란 쇠나 구리 등의 금속 표면에 홈을 파고, 거기에 금·은·동 등의 다른 금속을 박

아 넣는 금속공예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기법이 쓰이기 시

작해 고려시대에는 상감입사기법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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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씨는 “이 기법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흡사하게 만들어 내나 전문가가 보면 우

리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의 독창적 기법이고 어려운 기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1973년 24세에 스승 송재환(1994년 작고)을 만나 상감입사를 배우게 된 그는 적성에도 맞

고 하고 싶은 일이었다며 그냥 이 일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 인연으로 그는 30여 년간 소신

을 갖고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운 씨의 상감입사 금속공예 작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발전해 온 모양을 토

대로 한 인주함, 여성장식용 노리개 등이 있다. 그는 “만드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1년에 3~4

개의 작품이 완성된다”며 “대구무형문화재제전 등 1년에 3~4번은 행사에 참여해 출품한다”

고 말했다.

그의 기법은 딸과 아들이 대를 잇고 있다. 아들 김종국(30) 씨는 어릴 때부터 접했던 것이

기에 자연스럽게 상감입사를 해야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8년 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전통 기법을 배우고 있다.

그는 “상감기법으로 된 우리나라 유물이 몇 점 없기에 대부분 보물과 국보로 지정돼 있다”

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기법인데 극소수다보니 작품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것이 

많지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운 씨의 작품은 지난 7일부터 열린 대구무형문화재제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

화예술회관에서 12일까지 열리며 소목장·하향주·대고장·단청장·모필장의 작품도 전시된

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오후 3시부터 고산농악, 공산농요가 시연되며 4시 30분부터 영제

시조, 살풀이춤, 가곡, 판소리 시연이 팔공홀(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뉴스천지 2010.09.0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28

수성이야기꾼 

- 고려시대 금속기법을 이어온 상감입사장 김용운 씨

상감입사(象嵌入絲)란? 

상감입사란 쇠나 구리 등의 금속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음각(陰刻)을 하고, 거기에 금, 은, 

동 등의 다른 금속을 박아 넣어 색채 대비를 통해 문양을 내는 금속공예품 제작기술의 하나

이다. 상감입사 용어는 고려시대 향완(香玩)의 명문에 보이듯 금속공예품에만 쓰는 기법이

다. 상감입사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상감입사장이라 한다. 중국 청동기시대부터 은



207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상감, 동상감 등의 입사가 보이기 시작하여, 춘추 전국시대에는 공예수준향상과 함께 발달

하였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입사공예품은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여 향완(香玩), 정병(淨甁), 향합(香盒)등과 같은 불교 공양구(供養具)에 많다. 이들에

는 용, 봉, 연화(蓮花). 당초(唐草), 모란문(牡丹文) 뿐만 아니라 물가 풍경문(水景文) 등 회화

적인 문양들이 격조 있게 입사되어 우리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

감입사와 입사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상감입사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법을 요하므로 귀족

층의 기물(器物)에 많이 쓰였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쉽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입사를 

개발하여 일반에도 널리 보급 되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상감입사와 얇은 금속판이 입사 재료로 쓰였고, 고려시대에

는 상감입사기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철문의 표면을 정으로 쪼

아 거칠게 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붙여 다시 정으로 쪼아 문양을 만들어 나머지 부분은 벗겨

지도록 하는 입사기법과 상감기법이 같이 쓰였다.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입사, 상감입사 등

의 공예기법은 조선왕실 미술제작소의 장인들에 의하여 전승되었고, 현재 상감입사장인 김

용운씨도 이 전통기법을 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감입사장 김용운

김용운씨의 상감입사 공예품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발전해온 모양을 추구하여 

만든 인주함, 여성장식용 노리개 등이 있다. 형태는 나비·달과 같은 곡선과 직선을 가미시

켜 금속재료 바탕에, 백금선으로 소나무, 학, 구름, 물결, 거북이, 사슴 등의 십장생 무늬를 

사용했다. 상감입사장은 전통공예기술로 기능보유자인 그는 1973년 24세에 스승 송재환

(1994년 작고)을 만나 상감입사를 배우게 되었으며 적성에도 맞고 하고 싶은 일이었다며 그

냥 이 일이 좋아서 30여 년간 소신을 갖고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운씨가 조선시대까지 발전해온 전통기법을 이용해,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기법은 대를 잇고 있다. 아들 김

종국(30) 씨는 어릴 때부터 접했던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상감입사를 해야겠다는 꿈을 키웠

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8년 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전통 기법을 배우고 있

다. (2012.08.06.)

http://blog.daum.net/gim-sh/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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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터넷 신문

국내 최고(最高)의 상감입사장 김용운

연재기획-대구 장인을 찾아서 1

 “나 어려운 거 없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금속만 모았어, 일부러. 이건 고려시대 공양할 때 쓰는 물병, 이건 비구니들이 쓰던 

손거울, 신라 왕릉에 있는 귀걸이, 고구려시대 인형….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13호 상감입사장 김용운 씨는 자신의 컬렉션을 설명하다 말고 물

었다. 김 씨의 작업실 겸 전시실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유물까지, 작은 박물관이라 부

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컬렉션을 자랑했다. 이렇게 많은 유물을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묻

자, 김 씨는 “내 형편이 되면 사는 게 즐겁다”고 대답하며 “간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싶으면 논밭이고 다 주고 가져왔잖아요. 해외로 유출되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꼭 국내에 와야 되는 유물은 누가 가지고 오든 가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다.

열정적으로 컬렉션을 소개하던 김 씨는 “내가 가장 아끼는 상감이에요”라며 직접 만든 상

감입사 작품을 꺼내왔다. “시름시름해서 일 년 반이 걸린 작품이에요. 고려 사람들은 청동에

다가 은을 상감했어요” 동색이 미미하게 감도는 검은 향로에 은빛 선으로 복잡한 문양이 그

려져 있다. 김 씨가 그 선을 가리켰다. “이건 백금이에요. 백금은 야물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

기 어려워요. 은은 새까맣게 변하니까 돈이 좀 들어도 백금을 넣었어요. 녹슬지 않고 이대로 

보존되죠” 향로에 있는 문양은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니었다. 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문양을 

파내고 그 안에 은실을 박아 넣어,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향로를 장식했다. 그 기법이 상

감입사다.

고려의 정수를 담다

≪경국대전≫에는 ‘당하관의 신분으로 말안장에 은입사하는 것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입사’는 과거 기록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기술 용어다. 그에 반해 ‘

상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져온 용어다. 게다가 ‘상감’과 ‘입사’는 모두 ‘파낸 부분

에 다른 재료를 넣는다’는 뜻을 지녀 ‘상감입사’라는 용어는 중복된 표현으로 이뤄져 정확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상감입사는 ‘금속에 홈을 파서 그 홈에 금, 은, 동, 주석 등

의 다른 금속을 채워 넣는 기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입사 기법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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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거쳐 이 기법이 들어왔는데 백제 근고초왕 때 제작된 칠지도가 현재 발견된 국내 최고(

最古)의 입사 작품이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입사 기법이 극치

에 달했다.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니 만큼 불교 사찰의 향로나 정수병 같은 유물에 입사 기법

이 쓰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물을 칼로 난도질하고 은실을 두드려 붙이는 식으로 간

소화되었다. 조선시대는 가구, 촛대, 담배 상자 등에 입사가 가장 상용화되었던 시기다. 그

러나 임진왜란 때부터 고려식 입사 기법은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통해 겨우 명맥이 이어졌다. 김 씨의 스승인 고 송재환 선생도 

이곳에서 기술을 배웠다.

 “우리 선생님이 고려시대 상감 기술을 아주 어린 나이에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어깨

너머로 조금 배우다, 해방되고 나서는 더 이상 유물을 만들 일도 상감할 일도 없으니까 일본 

사람 밑에서 다이아몬드 세공을 배웠어요. 우리 세대에 와서는 다이아몬드 기술도 새로 생겨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발붙일 때가 없어졌죠. 그러던 차에 만나 뵈니 옛 기술을 많이 아셔서 

집으로 모셔 친구 겸 선생으로 같이 20년 가까이 지냈죠”

고려시대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기술에는 타출, 쪼임, 상감입사가 있다. 김 씨는 송 선생에

게서 고려 상감입사기법의 기초를 배워, 십 분의 일도 남지 않은 기술을 논문과 옛 문헌을 공

부하며 복원해냈다. 고려의 정수 중 상감입사만이 이 대구 유일의 상감입사장에 의해 살아있

는 것이다.

 “선생님께 ‘고려시대에 이러한 게 있는데 참 잘 만들었다’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건 이

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말씀해줘요. 그럼 나는 ‘에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

요. 그 논쟁이 몇 날 며칠 가는 거지. ‘좋다, 한 번 만들어보자’해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만

들고, 나는 나대로 만들고. 선생님이 맞을 때도 있고 내가 맞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발

전한 거죠”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도 상감입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고려 상감입사

만큼 묵직하고 정확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일본이나 중국은 머리카락 같이 가는 홈을 파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는 선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홈의 두께가 굵직할수록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요. 

현재 일본이나 중국은 이 고려시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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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갈 듯 나를 갈다

상감입사 작품을 하나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장식할 기물을 제작한다. 기물

이란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잔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아무 문양이 없는 반제품 형태의 

기물을 준비해 썼지만 국내에서 상감입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기물 만드는 

사람도 없어져 직접 제작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기물에 꽃, 동물 등의 문양을 그려 넣는다.

(사진 1) 문양을 구상하고 그리는 데도 약 일주일이 걸린다. 문양이 완성되면 망치와 정을 이

용해 표면에 홈을 내며 조각한다.(사진 2) 망치로 정을 때리면 기물에 홈이 생긴다. 수천, 수

억 번의 망치질에 따라 홈이 문양을 따라 톱니바퀴 모양으로 조각된다. 그 다음 약 0.2~0.3mm

밖에 되지 않는 금속실을 그 홈에 박아 넣는다.(사진 3) 조각망치와 박음정으로 금속실을 박

고 필요에 따라 끊음정으로 실을 끊는다. 박아놓은 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

다. 실을 박아 넣으며 거칠어진 항아리를 줄로 다듬고 솔로 털어낸다. 그런 다음 미지근하게 

데운 착색액에 기물을 반쯤 담가 천천히 돌리며 색을 입힌다. 착색액의 온도에 따라 기물은 

커피색, 회색,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상감입사에 쓰이는 도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이다.(사진 4) 외견상으로는 단순한 쇠

막대로 보이나 끝이 날카로워 기물에 홈을 팔 때 쓰인다. 정을 직접 가는 것도 장인의 몫이

다. 각도 1, 2도에 따라 작품이 달라져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또한 금속을 파기 위해 딱딱한 

금속을 쓰다 보니 되려 정 끝이 부러지는 일도 허다하다.

 “유물을 하나 만들려면 정 세 개를 갈아요. 세 개를 갈려면 최소한 한 시간이 걸려요. 조그

만 실로 각도를 맞추는데, 이제 해보자고 정을 들면 일 분도 안 돼서 부러지기도 해요. 0.3 샤

프심 정도로 가늘어서. 폭이 똑같은 정이 필요해 또 갈아야하죠. 계속 갈다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은 정 가는 게 싫어요. 연필 쓰는 건 좋은데 깎는 건 또 싫잖아”

김 씨에게 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김 씨는 “어떤 분들은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겠

지만, 정은 하나의 도구죠”라고 대답했다.

 “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작품에 대해 고심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 장인들은 일단은 만들면서 생각해요. 현대 작가들은 만들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리 만들까 저리 만들까. 나는 선생님에게 배울 때부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품 하

나를 만들면 만드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작품

은 1년 내내 생각했던 거죠. 지금 머릿속에도 시간만 남으면 그걸 어떻게 만들까 오만 생각

을 다해요”



211대구수성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연구

Ⅳ. 상감입사장 김용운

김 씨는 그만큼 일을 할 때는 완벽주의자가 된다. “ ‘만들기 전에 실험해라. 실험해보고 만들

어라.’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는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점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 보고, 작품이 파손될 경우까지 고려한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작품할 때는 예민해져서 젊었을 땐 밥도 안 먹고 작업만 했어요. 몇 달 쥬스만 먹고 했죠. 

힘든 줄 모르고 자다가 일하기를 반복했어요. 50kg까지 빠진 적도 있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

이었으니까 집사람이 미숫가루나 쥬스 같은 걸 작업장 아무 곳이나 갖다놔요. 그러면 가다가 

목마르면 들고 마시는 거지. 그렇게 석 달 산 적도 많아요. 나는 어디 미치면 무섭게 미쳐요. 

어떤 때는 굉장히 절박하거든. 작업 때는 완전히 미쳐서 해요. 집사람이 당신 작품 들어가면 

무섭다 그러죠”

고생이면 그냥 안 하지

 “쉽게 안 보여요? 쉽게 보이죠?”

김 씨가 망치로 정을 내려치며 물었다. 망치질 한 번 할 때마다 청동 기물에서 경쾌한 소리

가 났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40년 해서 하는 거지 일반 사

람들은 이렇게 못 파요.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삼 일 있으면 슬슬 질려요. 그러다 몇 번 빠지

면서 결국 안 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 안 배워요. 눈으로만 배우지 손으로 단련시

키지는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상감입사를 가르쳤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김 씨의 밑에

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김 씨의 자녀들뿐이다.

 “막내아들이 외국계 회사에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 ‘야,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다. 쌀 

안 먹고 보리밥 먹는 건데 요새는 보리밥 먹어도 맛있다. 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순 없다. 대

신 자유분방하게 작품을 할 수 있다’고. 상감이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귀금속 

쪽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곧 돌아올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가고 싶을 땐 가봐야 해

요. 현대적인 접촉도 해보고 하고 싶으면 다시 오겠죠”

상감입사 작품의 국내외 수요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이 일을 생업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씨는 뜻밖의 답을 했다.

 “생업은 아니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면 벌써 손 놨을 거예요. 귀금속도 하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요. 이때까지 상감으로 팔아본 게 서른 점 안 됩니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작품을 

마음껏 하려고 하면 부모님을 잘 만나 유산도 많아야 해요. 궁색한 게 없어야 마음대로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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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전통 장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김 씨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라고 말

했다. “문화재협회 회장을 15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들이 그림을 그리든지 만들

든지 세계적으로 잘해봐라. 정말 귀신이 만들어도 이리 못 만들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하면 자

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노력도 안 한다’고. 예를 들어 국악 하는 사람들도 전통에 바

탕을 두고 더 빠른 박자로 관객을 미치게 하는 공연을 해야 돼요. 조선시대 공연을 하는 게 아

니고. 전통은 기본에 있고, 현대의 것을 해야죠. 상감입사도 시대에 맞게 조명등으로 만들든

지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만들어야 서로 살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작품이 아름다

워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장인들이 어려우니까 보태주어야지’하는 지원은 필요 없잖아요”

또한 김 씨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나 어려

운 거 없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생활이 안 돼서 억지로 하는 거면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돈 벌지 뭐하겠어요. 고생이면 그냥 안 하지, 안 그래요?”라고 말했다. “일반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과 장인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장인 열 명 중에 한 두 명은 생활을 위해 하

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자기만족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술 하는 사람은 돈 

생각 안 해요. 내가 제일 아름답게, 무조건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생명이에요”

전통의 미래

김 씨는 “전통공예품이 당연히 생활용품이 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용도 없는 공

예는 공예로 생각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용도가 편리하면서 형태를 더 아름답게 만드려고 하

는 거지, 기능이 없는데 형태만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시회 준비로 김 씨의 눈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

까지 두 시간, 오후에도 세 시간을 작업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 김 씨는 “5

년만 더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작업해보고 싶어요. 이제껏 나도 눈치 많이 보고 살았어요. 전

통을 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문양이 한국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이 많아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시켜 작품을 만들어왔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껏 전통을 복원하는 데 노력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에요. 형태, 재료, 기법도 마음대

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700년 전 기법을 쓸 수 없잖아요. 죽기 전까지 700년은 못 당겨도 

200년은 당겨서 전통기법을 응용한 내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2015.09.12.)

http://www.knun.net/mobile/article.html?no=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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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2일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27865

2015년 06월 23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

ey=20150623.010240803430001

2015년 06월 24일 

http://www.idaegu.com/?c=7&uid=319487

대전·대구 무형문화재 교류전

2014년 11월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32489&thread=07r02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65299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11040239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32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43187

무형문화재 제전 관련 안동MBC 방송

http://andongmbc.co.kr/adboard/NewsView16103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2016년 01월 26일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54

2016년 01월 26일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592

2016년 01월 27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385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2016년 03월 31일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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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1일

http://www.idaegu.com/?c=7&uid=337786

2016년 04월 05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995

2016년 05월 23일

http://www.idaegu.com/?c=7&uid=341172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79

2016년 05월 24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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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개인전 (10회) 

대백프라자 (대구)

신세계백화점 (서울 본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부산)

호텔 인터불고 (대구)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경력

1981. 전국 민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1981. 기능올림픽 심사위원장 (금은세공)

1982. 대구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1983. 가야·신라·고려 유물 재현, 복원, 수리

      (국보138호 금관 등 150여점)

1988. 대구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역임

1997. 대구무형문화재 상감입사장 지정

현재

대구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보유자

천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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