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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신석봉 법사(法師)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앉은굿
의 기초이며 핵심인 안택(安宅)굿의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앉은굿의 경문( 文) 구송(口 )을 위한 반주 악기로는 북과 꽹과리가 쓰이는데, 법
사의 오른편에 놓인 북은 경문( 文)을 읊을 때 기본 장단을 규칙적으로 조용히 연주해 
반주 역할을 하고, 법사의 왼편에 놓인 꽹과리는 경문 악절의 휴지부를 메우는 역할을 
하므로 각 고장( 杖)에 맞는 리듬 패턴을 다양한 변주 형태로 연주한다. 이와 같이 경
문을 구송하다 법사의 호흡이나 경문의 내용에 따라 잠깐의 휴지부를 갖고, 그 사이를 
꽹과리 변주 리듬으로 메우는 것은 국악 연주 방식 중 하나로, 합주 시 주선율 연주 악
기들이 쉬는 사이에 다른 악기가 주선율을 이어서 연주하는 연음형식( 形式) 과 같
다. 

이 악기 반주에 맞추어 구송되는 안택굿 경문의 장단 주기는, 대체로 3소박4박의 외
마치장단, 3소박8박의 두마치 장단, 그 외에 외마치 장단과 같이 3소박4박의 리듬형
을 가지고 있지만 그 템포가 매우 빠른 세마치 장단, 다양한 리듬패턴 없이 획일화된 
리듬형을 일률적으로 막치는 막고장, 그리고 그 일반적인 장단형에서 벗어난 못갖춘 
장단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신석봉 법사는 안택굿 전반의 각 처에 걸쳐 두마치 장단 주기로 소위 그가 청(淸)이
라고 말하는 창(唱) 즉 소리를 하고 있으며, 오직 안택 마지막 처인 대문에서 구송되는 
퇴송경만이 외마치 장단 주기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비교적 앞의 
두 장단보다 그 템포가 빠른 세마치 장단과 막고장은 무당이 춤출 때와 신장대 잡을 
때 경( ) 없이 악기 연주로만 행해졌다. 특히 춤출 때 연주되는 세마치 장단은 비교
적 느린 템포에서 시작하여 점점 몰아치다가 다시 느린 템포로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빠르기 형식 중 하나인 느림-빠름-느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음조직에 있어서는 구성음이 mi-la-do'-re'이며, 그 주요 음이 mi-la-do'의 완4도+
단3도 음진행을 보이고 있는 메나리토리의 음구성이나 음진행과 같지만, 첫 음인 mi음
을 떨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갖는 전형적인 메나리토리 시김새의 특징이 
조금 약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 지역에 걸쳐 그 음악적 어법( 法)이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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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교적 약한 충청도라는 지역적인 음토리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안택굿 음악의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비교적 그 템포가 다른 경문들에 

비해 빠르고 la음이 곡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퇴송경에서만은 오직 실라빅
(syllabic) 한 리듬형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코페이션(syncopation) 이나 멜리스마
틱(melismatic)  식의 리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각 경문에 따른 음구성을 간략히 살펴 본 결과, 음구성은 일반적으로 la음
의 비중이 크며, la음을 중심으로 la-do' 상행과 la-mi 하행의 단3도, 완전4도 음정의 
음진행을 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곡의 빠르기는 M.M. =116-184정도의 빠르기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굿 
전반에 걸쳐서는 대부분 경문 구송에 알맞은 빠르기인 M.M. =120-140 사이의 템포 
즉 보통빠르기 정도로 진행되었다. 

주제어 : 앉은굿, 안택굿 음악, 신석봉, 독경, 외마치 장단, 두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막고장, 

메나리토리, 실라빅, 멜리스마틱, 신코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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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巫)1)의 양대 주류는 굿무(굿巫)와 경무( 巫)이다. 이 중 굿무는 춤과 노래
로서 신령을 초빙하고 놀려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각종의 굿을 진행하며, 경무는 
판수나 법사(法師)라고 불리는 독경자( )가 불교와 도교 등에서 유래된 경문(
文)을 송경( )함으로써 굿을 진행한다2). 또한 굿무는 주로 일어서서 굿을 진행한다
하여 그의 굿을 선굿이라 하며, 이에 반하여 경무는 앉아서 독경을 한다고 하여 앉은
굿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앉은굿을 해 왔던 경무에 대해서는 한국민속학계에서 조차 근래에 들
어서야 학문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굿무 일변도의 연구에서 다소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3). 더욱이 한국음악사 연구에서 선굿 음악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있
어왔지만, 앉은굿 음악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전무한 편이다. 

곧 법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독경 시(時) 각 경문에 따라 그리고 의식 절차에 따라서 
고장( 杖)4)과 청(淸)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앉은 
굿은 선굿과는 달리 춤이나 노래 등이 없이, 단지 경문 읽는 소리 즉 단순한 장단이나 
선율선만 있다는 이유로 음악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실제로 앉은굿에 나타나는 장단과 선율선의 구조가 단순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성이란 이유로 음악적 관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장을 반주로 하는 독경 자체
도 하나의 음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음악이 경문이나 굿의 절차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곧 앉은굿에서 행해지는 고장과 청은 음악이며, 
그 음악이 제외되어서는 앉은굿이 성립될 수 없다. 비록 앉은굿의 음악적 리듬형이나 
선율구조가 단순하더라도 앉은굿 음악의 보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절
1) 조흥윤은 무당이나 그 신도들이 흔히 쓰는 무(巫)라는 용어가 무당이나 그의 신도, 그리고 그의 

신령들까지 함께 나타내는 집단 개념인 동시에 가치중립적인 것이기에 적당하다는 견해를 일찍이 
피력한 바 있다.

   조흥윤, 1984, 무(巫)에 대하여 동방학지 43, 연세대 국학연구원.
2) 이필영, 1998, 민간신앙 , 대전민속지 (上)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pp.1266~1347.
3) 앉은굿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보고서류에 산만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 앉은굿 자체에 대한 유용

한 연구는 10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연구 목록을 조사해본 결과 알 수 있었다. 
4) 앉은굿 법사들은 장단치는 것을 고장( 杖)  이라 한다.
5) 선율을 소리로 창(唱)하는 것을 앉은굿 법사들은 청(淸)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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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 앉은굿의 전통은 빠른 속도로 쇠퇴 변형되어 가고 있다. 앉은굿

의 음악적 원형 구조 조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앉은굿
의 전통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및 충남의 대표적 
법사인 신석봉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앉은굿 음악 원형 구조의 한 단면을 밝히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앉은굿의 각 절차에 따른 경문 독경 시(時) 가창되는 부분과 가창 없이 타악기
로만 연주하는 부분의 음악적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앉은굿 음악의 장단구
조와 음조직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인 안택굿은 앉은굿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굿으로서, 그에 대한 기초 
자료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앉은굿(안택굿 미친굿)  보유자인 신석봉 법사6)
로부터 얻었다. 

제1차 조사를 위하여 2005년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룡산 
굿당에서 행해진 신석봉 법사와 손혜자 무당의 신내림굿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신내
림굿의 절차와 내용은 안택굿과는 다소 다르지만, 그 절차나 경문의 고장 그리고 청에 
있어서는 집안의 재수를 비는 안택과 거의 같았음을 이후 안택굿 현장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제2차 조사를 위하여 2005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문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석봉 
법사의 대전 충청도 전통 앉은굿 보존회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면담은 약 2시
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앉은굿 중 안택굿의 성격과 그에 따르는 고장과 청에 대한 질
문과 답변 그리고 그 시연( 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신 법사의 말에 의하면 요즘은 옛날과 달리 안택을 하는 집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
제 안택하는 현장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행히 이 글을 쓰기 전인 
6) 신석봉 법사는 1936년 3월 5일 생으로 대전광역시 문창동이 그의 고향이다. 1951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해 그의 나이 18세에 해원사에 입산 수도하여 무속(巫俗)에 입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불법, 독경, 철학, 설경 그리고 고장 등을 사사받았다. 그는 1959년 대한승공경신연합회 에 
가입하였으며, 1985년에는 대한승공경신연합회  도지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충남 대전지역의 
무속단체 등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발히 법사로서의 활동을 하고있던 신 법사는 1994년에 대
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대전의 앉은굿(안택굿, 미친굿)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신 법사의 앉은
굿 무형문화재 지정은 전국 규모의 중요무형문화재 에도 없는 전국 최초의 앉은굿 무형문화재 지
정 사례에 속한다.

   대전 및 충남 지역에서 그는 이미 1970년대로부터 앉은굿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
다. 현재는 대한승공경신연합회 중앙본부 고문과 대전 충청도 앉은굿 보존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앉은굿을 거의 도맡아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민속학회편, 1997, 충청도 앉은굿의 명인 신석봉 , 한국의 명무 , 문덕사, pp.165~172.



10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2005년 5월 6일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김을태 보살의 집에서 벌인 안택굿 현장에
서 제3차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오전 9시경 온 집의 부정을 없애는 부정경으로부터 시작한 안택굿은 저녁 7시가 되
어서 끝이 났는데, 안택굿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다고 신 법사는 말했다. 즉 굿
을 하는 집의 여러 상황에 맞추는데, 흔히 굿을 하는 목적과 기주(祈主)의 경제력에 의
해 좌우된다고 한다.

      
      

앉은굿은 한국 무속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며 기본적인 무(巫)로 화려한 신당을 꾸
며놓고 춤과 노래를 수반하는 선굿과는 달리 독경을 통해서 신장을 불러내고 잡귀를 구
축하게 하여 개인 및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굿이다. 

또한 앉은굿이란 용어는 법사가 혼자서 주로 굿 당에 앉아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
며 독경을 하기 때문에 생긴 말로7), 최근 발표된 굿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앉은굿이
라는 용어가 이미 19세기 중반 이전부터 무속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음
이 밝혀진 바 있다8).

앉은굿에는 집안의 여러 신령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안택굿과 도교( 敎)의 
신령체계를 차용하여 높은 신령들에게 부탁하여 잡귀를 구축하여 환자를 낫게 하는 병
경이 있다. 즉, 이는 음력 정월과 시월 상달에 가내(家內)의 무사태평과 대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안택굿과 귀신이나 도깨비가 빌미가 된 정신병환자
를 치유하기 위한 미친굿을 말한다. 

이 중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인 안택굿은, 앉은굿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보편적으로 하
는 굿으로 법사가 하는 모든 굿은 사실상 안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만큼 안택은 앉은
굿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그 구조와 성격 측면에서 뿐 아니라 종교 수요에서도 바로 이 
안택이 중심을 이룬다.
7) 이필영, 2001, 가을 떡과 안택-충청지방 중심으로 , 한국문화 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

화연구원, p.137.
8) 식금굿 문서라고 쓰여진 제목으로 그 별목 항에 보면, 선굿(立-席어정)이란 용어와 나란히 앉음굿

(左-席어정)이란 용어가 보인다.
   권오성, 2004, 전라북도 무의식의 씻김굿 문서에 대하여 , 제7차 서울 새남굿 발표회 학술잔치 , 

한국샤마니즘학회 서울 새남굿 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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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은 낱말 뜻 그대로 가내의 안정과 화평을 비는 굿이다. 여기서 기도와 청원의 대
상은 집안의 신령 즉 사중팔신( 中八神)과 부계(父 ) 혈연의 조상이다. 특히 그중에
서 성주와 조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령이므로 이들 신령을 잘 받들면 안택(安
宅)이 되는 것이다9). 

안택에서는 법사(法師)에 의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종교의례가 진행되어 사중팔신을 
위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망을 청원하게 되며,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성주를 새로
모시기도 한다. 또한 성주대 가림으로 집안의 행(幸)과 불행(不幸)을 예지하고 그에 따
라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안택 안택굿 안택고사라고 부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수
굿 축원굿이란 명칭을 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앉은굿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한 안택굿은 독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송의 절차도 읽는 경문의 명칭을 따서 태을보신경(太乙保 ) , 부정경(不淨 ) ,  
조왕경(竈王 ) , 지신경(地神 ) , 성주경(城主 ) , 조상경(祖上 ) , 삼신경(三神
) , 퇴송경( ) 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경문의 구송(口 )에는 고장( 杖)과 청(淸)이 수반된다. 이를 위하여 법사

(法師)10)들은 신당 좌측에 신당을 마주하고 앉아서 오른편에는 북을 왼편에는 꽹과리
를 배치하고, 그  반주에 맞추어 각 석(席)에 맞는 독경을 한다.

이 때 법사들이 행하는 독경의 경문은 주로 신통(神 )의 나열, 신병(神兵)의 결진
( ), 귀신의 축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11), 이들 경문의 내용과 그 용도 등에 따라 
고장( 杖)의 장단형 그리고 빠르기, 청(淸)의 고저( 低)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안택굿의 기본절차에 따른 경문에는, 부엌의 조왕경, 장광의 당산경, 우물의 용왕
경, 안방의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 그리고 마당이나 대문의 퇴송경이 있다. 다음에
는 이들 순서에 따라 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9) 이필영, 2001, 앞의 책, p.141.
10) 예전에 쓰던 경객( 客)이란 호칭이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법사

(法師)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송경법사( 法師) 또는 독경법사(
法師)라고 부른다.

     이필영, 1998, 앞의 책, p.1271.
11) 서대석, 1968, 경무고 , 한국문학인류학  창간호,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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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안택은 부엌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왕신은 부엌을 관장하는 화신(火神)으로 
부정과 잡귀를 막으며, 그 집안의 식복( 福)을 관장한다고 하여 조왕신을 제일 먼저 
청배한다12), 

이같이 가신(家神) 중에서 가장 먼저 부엌의 조왕(竈王)을 위하는데, 이는 흔히 지주
(地主)는 조왕을 믿고, 조왕은 지주를 믿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왕신은 지주의 
직성(直星)13)으로 관념된다.

부엌에서는 안택을 위하여 미리 마련된 모든 제물을 부뚜막 위에 가득 벌려 놓는데, 
제물은 상에 차리지 않고 그릇째 혹은 시루째 부뚜막 위에 올린다. 진설을 하면 물을 
담은 바가지나 사발에 거멍(숯) 세 개, 소금 세 숟가락을 넣고 솔가지를 꺾어다가 솔잎
에 그 물을 묻혀서 사방에 뿌린다. 다음에는 부정경(不淨 ) 을 구송(口 )한다. 부정
경은 이렇게 안택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단 한번 하는 경문이다. 

이 경문은 일체의 부정을 가시게 하여, 축원하는 내용이 곧바로 신령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부정경을 읽기 전에는 진설한 모든 제물을 덮어놓아야 하며, 부정경을 외운 다
음에는 부정물을 제물 위로 왼쪽으로 세 번씩 돌려 부정을 가셔 낸다. 그리고 이 부정
물을 대문 밖에다가 내다버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경 을 읽고 부정물을 내다버리
기 전에는 제물의 뚜껑을 열어 놓을 수 없는데, 이는 제물이 부정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문( 文)에 따라서는 부엌뿐 아니라 안방에서부터 부엌, 장독대, 마당 등을 돌아다
니며 온 집안의 부정을 모두 가셔내는 부정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어서 태을보신경(太乙保 ) , 가택축원경(家宅祝 ) , 조왕경(竈王 ) , 명당
경(明堂 ) 을 차례로 구송(口 )한다. 태을보신경은 경객이나 기주(祈主) 등 굿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귀의 범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문이며, 가택축원경은 모든 
안택의 과정에서 신령에게 전달되어 가내(家內)의 제액초복( 厄招福)을 이룰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경문이다. 조왕경은 조왕에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조왕이 액살을 
막아주고 제액초복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당경은 안택을 구성하는 각 경문
( 文)  또는 석(席) 에서 초빙된 신령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문이다14). 그래서 각 석 
12) 김용복 편, 1999, 무형문화재 신석봉의 지정 보유자 자료집 , p.38.
13) 원래 직성(直星)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맡아본다는 아홉별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는 단순히 지주를 지켜주는 몸주 정도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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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잡귀의 범접을 막기 위한 태을보신경과 액을 없애고 복을 청하는 가택축원경은 
항상 읽는다. 특히 태을보신경은 항상 시작할 때 독경하며, 명당경은 굿을 이끄는 법
사가 판단하여 독경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즉 그 안택을 하는 집이 이사를 
했다거나 혹은 터가 세다고 판단될 때는 명당경을 독경15)하는 것이다16).

이 같이 안택에서 조왕경을 가장 먼저 구송하는데, 이는 조왕이 집안의 모든 위급을 
막아주기 때문이라 한다.

부엌의 조왕경이 끝나면 장광으로 제물 일체를 그대로 옮겨서 터주와 칠성을 위한
다. 다만 부엌의 부뚜막에 올렸던 성주시루나 조상시루 등의 제물은 안방으로 가져간다. 

장광에는 터주시루, 터주대감시루, 칠성시루를 시루째 진설한 후 이들 신령에게 팥시
루떡, 청수, 술을 올린다. 

여기서도 태을보신경을 구송하고, 이어서 당산경(堂山 ) , 지신경(地神 ) , 칠성
경(七星 ) , 축원경(祝 ) , 명당경(明堂 ) 을 읽는다. 당산경, 지신경은 터주신을 
송축함으로써 가내평안을 기원하는 경문이다.

농가에서 안택을 할 때는 대체로 용왕경과 우마경(牛 )을 읽는다. 이 용왕경은 
일년 내내 맑은 물이 샘솟고, 자손이 잘되라고 우물 앞에 백시루, 삼색실과, 술, 미역 
또는 미역국을 간단히 차려 놓고 용왕을 위한다. 

역시 태을보신경, 용왕경, 축원경, 명당경의 순서로 읽는다.

14) 신영순, 1993, 조왕신앙연구 ,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p.59~85.
    이필영, 2001, 앞의 책, pp.164~167.
15) 앞으로 각 경문에는 굿을 하는 곳의 터가 세다고 판단될 때 독경되는 명당경 을 경문의 순서에 

포함시켜 적기로 한다.
16) 2005년 4월 27일 신석봉 법사 앉은굿연구소 에서 신 법사와의 면담을 통해 들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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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는 문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조상상을 차리고, 그 옆에 성
주상, 그리고 그 옆에 제석이나 삼신상을 차린다. 

보통 안택의 경우에는 방안에 12대왕의 위목(位目)이나 열두 등(燈)만 설치하고, 설
경( )17) 같은 장엄구( 嚴具)는 차리지 않는다.

이렇게 안방에 조상상, 성주상, 삼신상 등을 진설하고 신령들의 위목과 12등 그리고 
조상꽃 등을 설치하면 경객은 의관을 정제하고 굿상을 향해 앉아서 북과 꽹과리를 두들
기면서 독경을 하기 시작한다.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을 차례로 구송한다. 각 경문을 읽을 때는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처음에는 태을보신경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축원경을 외우고 필요시에는 
명당경을 외운다. 즉,  태을보신경, 성주경, 성주풀이, 축원경, 명당경,  태을
보신경, 조상경, 축원경, 명당경,  태을보신경, 제석경, 삼신경, 칠성경, 축원
경, 명당경을 구송한다.

굿에 참석했던 잡귀들을 다 풀어먹이고 나서 모두 돌아가라는 내전 경문을 읽는다. 
이때 경객은 대문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독경을 한다. 

내전경을 읽으면서 막걸리에 메밀묵을 섞어서 앞뒤 도랑에 뿌리고 바가지에 밥 세 수
저, 나물 한 주먹, 과일 한 조각, 명태 대가리 등 제물을 골고루 담아서 대문 밖에 뿌린다. 

그 다음에는 모든 잡귀를 풀어 먹여서 다시는 그 집안에 잡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전 경문인 퇴송경( ) 을 구송(口 )한다18).

17) 창호지를 오려서 만든 일종의 장엄구( 嚴具)를 말한다. 설경에는 대설경과 소설경이 있는데, 소
설경은 하루 굿 정도에서 사용하고, 대설경은 사흘 이상의 큰 굿에서 쓴다. 소설경은 규모가 작
고, 대설경은 매우 커서 굿당의 크기에 따라 8장 또는 12장 이상의 설경을 건다. 대설경은 보통 
접설경(또는 대철망으로 부름)으로 만들어 귀신을 이중으로 둘러싼다는 뜻을 부여한다. 마치 철
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18) 이필영, 2001, 앞의 책,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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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굿에 쓰이는 악기는 북과 꽹과리인데19), 법사는 신당 좌측에 신당을 마주하고 
앉아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독경( )을 한다. 

이 때 북은 쐐기북20)을 흔히 쓰는데, 북은 체(주로 가정에서 가루를 곱게 내릴 때 
쓰는 도구)에다 쓰러지지 않도록 세로로 놓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
고 치며, 북 왼쪽에는 십자로 엮은 헝겊으로 된 두툼한 줄을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공
명이 잘 되도록 꽹과리를 엎어놓고 친다. 

북은 일반적으로 경을 할 때 생기복덕(生氣福德)  장단을 조용히 연주하며, 이 때 꽹
과리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연주하지 않다가 일정 장단 독경을 한 뒤 법사가 
잠깐 숨을 돌리는 휴지부에서 꽹과리를 크게 연주하여 독경 선율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
다. 즉, 구송 때와는 달리 북은 기본 리듬형을 규칙적으로 연주하는 반면 꽹과리는 크게 
쳐서 다양한 리듬 구성으로 휴지의 공간을 메꾼다. 이는 마치 국악의 주요 연주 형식 
중에 하나로 주선율 악기 혹은 소리가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악기나 창자(唱 )가 그 주
선율을 이어 받아 연주하는 연음( )형식을 연상케 한다.

두 악기들의 종교적 상징성은, 북은 신(神)을 초청하는 것이고, 꽹과리는 잡귀잡신을 
쫓는 것으로 법사는 이들 악기를 연주하면서 경문을 구송한다21).

19) 지역에 따라 북대신 장구를 쓰기도 한다. 
20) 쐐기북이란, 일반 소리북을 오래 사용해서 가죽이 늘어나면, 북에다 나무 쐐기를 박아 가죽을 조

여 사용하는 북을 말한다.  
21) 이필영, 1998, 앞의 책, pp.127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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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봉 법사의 안택굿에 쓰인 장단에는 외마치 장단과 두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그리고 막고장이 있다. 여기서 앉은굿의 기본 장단은 일반적으로 법사들이 생기복덕
(生氣福德)장단이라고 이르는 외마치 장단인데, 신 법사 독경의 장단을 분석한 결과 
이 외마치 장단은 안택굿의 마지막 절차인 내전에서 구송한 퇴송경 뿐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마치 장단은 외마치 장단을 두 장단으로 확대하여 연주하는 장
단형으로 위의 퇴송경 외에 다른 경문은 모두 외마치 장단의 확대형인 두마치 장단
으로 연주된다. 

세마치 장단은 외마치 장단의 리듬을 더욱 리드미컬하게 연주하는 장단형으로, 무
당이 신장대를 잡고 춤출 때 추는 춤고장으로 매우 빠르게 연주한다22).

마지막으로 안택에 막고장이 쓰이는데, 이 고장은 정해진 장단형이 없이 북과 꽹과
리를 막 몰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장단은 안택굿 중 가장 격렬하게 연주하
는 신장 내릴 때 치는 장단으로 독경 없이 단지 고장( 杖)으로만 연주된다.

(1) 외마치 장단
안택에서 진행되는 경문은 크게 열가지23)정도인데, 그 중 생기복덕 장단이라고 부

르는 외마치 장단은 굿의 절차 상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내전의 경인 퇴송경에만 보이
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퇴송경의 장단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법사의 퇴송경 처음 
한 장단을 사설과 함께 정간보와 그 선율선을 오선보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24).

안택굿 내전 중 퇴송경(2005년 4월 27일 신석봉 법사 구송)

                           상 탕 에 간 귀 야  

22) 신장대를 잡고 춤을 출 때 연주하는 고장을 춤고장  또는 세마치 장단 이라고 말하는데, 이 때에 
법사는 북과 꽹과리를 격렬하게 치고 법사의 문하생 등이 징을 연주하여 춤의 흥을 돋운다.

23)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경, 조왕경, 당산경,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 신장경, 퇴송경 이상 10개
의 경문을 말함.

24) 본인의 장단구조 고찰에 대한 기준은, 이보형님의 논문 한국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 박, 분박에 
대한 전통기보법적 고찰 , 국악원논문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92)제4집과 장단의 여느리듬형
에 나타난 한국음악의 박자구조연구 , 국악원논문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96)제8집 등의 이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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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사의 내전 중 퇴송경 전체는 이와 같이 규칙적인 3소박4박자가 한 장단주기를 
이루는 앉은굿의 기본 장단인 생기복덕 외마치장단이다. 이 경문에서는 일반적으로 3
소박4박 여섯 장단을 구송한 다음에 꽹과리의 간주가 네 장단씩 규칙적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간주의 역할을 하는 꽹과리 연주 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법사의 호흡 상태에 
맞추어 정해진다고 한다25).

(2) 두마치 장단
앞의 퇴송경을 제외하고는 아홉 개의 경문26) 모두가 두마치 장단으로 연주되었는

데, 그 중 태을보신경의 두마치 장단 구조를 오선보와 정간보 사설로 한 장단 적어 
외마치 장단의 확대형인 3소박8박27)의 두마치 장단 구조를 알아보겠다.

안택굿 중 태을보신경(2005년 4월 27일 신석봉 법사 구송)

               태 상 왈   황 천 생 아   
              
매 장단이 모두 같은 장단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꽹과리 간주의 시기는 퇴송경의 

경우와 같이 독경 네장단 후에 네장단의 꽹과리 간주가 규칙적으로 들어간다. 
(3) 세마치 장단
안택굿에서 말하는 3소박4박의 세마치 장단은 농악의 세마치 장단과 그 장단형이 

같지만, 경기민요에 흔히 쓰이는 3소박3박의 세마치장단과는 용어만 같지 장단형은 서
로 다르다. 앉은굿의 세마치 장단에 대해 부여의 김요천 법사는 일반적으로 안심경을 
읽을 때나 신명 날 때 치며, 복잡하여 아주 숙련자가 아니면 연주하지 못한다 28)라고 
말하며, 신석봉 법사 역시 신장 잡고 춤추는 춤고장 혹은 신굿 내릴 때 격렬하게 치는 
고장이다 라고 말하여 이를 굿거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 굿거리의 장단형
과 같고 리듬형도 아래<악보 1>과 같이 두 굿거리가 비슷하였다.
25) 2005년 4월 27일 신석봉법사 면담 내용임.
26)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경, 조왕경, 당산경,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 신장경을 말함.
27) 이보형의 장단통사구조 이론에 의하면, 3소박8박 장단이 한 장단 구조를 이룬다.
    이보형, 1995,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석 연구-사설의 율격이 음악의 박자와 

결합되는 음악적 통사구조에 기하여- , 한국음악연구 제23집.
28) 2005년 4월 17일 부여의 김요천 법사 인터뷰 중 앉은굿 고장( 杖)에 대한 내용 중 한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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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조사한 5월 6일 신탄진에서의 안택굿 중에는 4월 27일 면담시 신 법사의 말
대로 신장대를 잡을 때 세마치 장단이 연주되었다. 물론 이 때는 독경 없이 북과 꽹과
리의 맞고장 그리고 법사의 추임새만으로 연주 되었으며, 다른 고장에 비해 매우 빠르
게 장단을 몰았다. 

이와 같이 3소박4박의 외마치 장단을 빨리 연주하면 춤고장인 세마치 장단이 되는
데, 그 리듬형은 <악보 1>과 같고, 신 법사 면담에서의 언급과 같이 5월 6일 안택굿 
현장에서도 각 악기의 연주 점수는 꽹과리 11점과 북 7점으로 구성되었다.

<악보 1>

(4) 반주악기의 리듬형
리듬형은 크게 경을 읽을 때와 경을 읽지 않는 휴지부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을 읽을 때는 북으로만 기본 장단인 생기복덕을 독경의 청(淸)을 반주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연주하며, 휴지부에서 북은 규칙적으로 기본 박을 쳐주고 꽹과리가 여러 변주
형의 리듬을 다양하게 연주하여 독경 선율선을 꽹과리 리듬으로 대신한다.

다음<악보 2>와 <악보 3>은 경을 읽을 때와 휴지부에서의 3소박4박 외마치 장단
에 해당하는 반주 악기의 기본 리듬형이다.

<악보 2> 경을 읽을 때

<악보 3> 경을 읽지 않는 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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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봉 법사의 안택굿 경문의 구성음은 mi-la-do'-re'로 메나리토리와 같으며, 대부
분의 선율선은 la음을 중심으로 단3도 위와 완전4도 아래를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안택굿의 음조직은 크게 두 개의 선율진행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la-do'의 단3도 
진행이 주를 이루고 두 음이 거의 전체 음악에 출현하는 첫 번째 부류와 la-do'진행이 
주를 이루지만 가끔씩 la-mi, la-re', mi-la의 완전4도, 단3도, 완전4도 음진행으로 이
루어져 있고 간혹 re'-do'진행이 출현하는 두 번째 부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음은 이 안택굿 음악의 전형적인 음진행인 la-do' 단3도 진행이 음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앞부분 한 장단만이 re'-do'의 진행으로 구성되어 위의 첫 번째 
음조직 유형에 해당하는 내전의 퇴송경 앞부분으로 첫번째 간주 장단까지의 악보이다.  

<악보 4> 신석봉 법사의‘퇴송경’중에서 실음 채보

퇴  송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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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에서와 같이 퇴송경은 대부분이 la의 동음(同 ) 반복이나 la-do'의 음진
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do'에서 re'를 거쳐 다시 do'로 하행하는 선율이 간혹 보이지만 
출현 빈도가 음악 전반에 걸쳐 다소 나타나므로 퇴송경은 la-do' 단3도의 전형적인 앉
은굿 음진행의 한 음악적 예이다. 

다음 <악보 5>는 la-do' 주요음의 단3도 간격 음진행 외에, mi-la, la-mi, 
re'-do'-re'의 음 구성과 4도 상 하행과 2도 상 하행의 음진행을 보이고 있어 위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태을보신경의 선율선으로 첫번째 간주 장단까지의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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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신석봉법사의‘태을보신경’중에서 실음 채보

태을보신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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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의 음조직은 안택굿 음악의 다른 경문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인 la-do', do'-la의 단3도 진행이 주를 이루며, la음을 중심으로 앞부분의 la-mi 
완전4도 음정으로의 하행과 끝부분 mi-la의 역시 완전4도 음정으로의 상행 진행이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 

대전의 신석봉 법사 안택굿은 이와 같이 mi-ra-do'-re' 구성음의 완4도+단3도+장2
도의 음조직으로 되어 메나리토리와 같지만, mi음을 떨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시
김새를 갖는 전형적인 메나리토리의 음진행29)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는 아마도 충청도
라는 지역적인 음토리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1) 부정경(不淨 )
부정경은 집안의 모든 부정을 풀어내는 경문을 읽음으로써 신(神)에게 감축되어 굿에 

득(得)이 있기를 바라는 경문이다30). 장단주기는, 
천 상 부 정   퇴 부 정    

과 같이 3소박8박으로 이루어진 두마치 장단이다. <악보6>에서와 같이 일곱 번째 장
단은 다섯 박이 모자라는 못갖춘 장단을 이루고 있으며, 못갖춘 장단 네번째 박에서
부터는 간주인 괭과리 연주가 네장단씩 규칙적으로 나온다.

음진행은 la-do' 단3도 상행과 la-mi 완4도 하행진행이 주로 나타나며, do'-re'-do'
의 진행이 간혹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앉은굿 음악의 전형적인 음진행을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26-132 정도로 모든 집안의 부정을 내몰 듯이 비교적 빠르
게 연주한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신코페이션(syncopation) 과 일자다음(一字多 ) 의 
형태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난다.

29) 이보형, 1983, 메나리토리권의 무가 민요권의 음악문화 , 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p.236.

30)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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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실음채보

부  정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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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을보신경(太乙保 )
태을보신경은 굿을 집행하는 법사, 보살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당주에게 잡귀가 달

려들지 못하게 하는 즉, 굿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보(保)하는 내용의 경
문이기 때문에 구송 역시 조용히 글 읽듯 한다. 독경 장소가 바뀌거나 경문이 바뀔때마
다 이 경을 구송한다31). 이 경은 3소박8박으로 이루어진 두마치 장단이다. 또한 규칙
적으로 네장단의 끝에는 간주로 꽹과리가 법사의 호흡 고르기 부분을 네장단씩 메꾸어 
준다. 실제 사설을 적어 넣은 장단형과 채보악보는 앞에서 제시했으므로 생략한다.

음진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택굿 음악의 전형적인 음진행인 la-do' 단3도와 
mi-la 완4도 상행과 la-mi 완4도 하행 진행을 보이고 있다.

곡 전체의 빠르기는 M.M. .=116 정도의 보통 빠르기로 마치 예전 서당에서 글을 
읽듯이 부드럽게 구송 한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부정경과 같이 신코페이션과 일자다음의 형태가 동
시에 나타나지만, 일자다음 형이 주를 이룬다.

(3) 축원경(祝 )
축원경은 모든 굿의 의식이 신령에게 전달되어 가내의 제액초복( 厄招福)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문이다32). 장단주기는, 구 원 성 경   자 는
와 같이 3소박8박의 두마치 장단주기에서 벗어난 형태가 곡의 첫부분과 중간에 간혹 
나타난다. 그 외의 부분은 규칙적인 3소박8박의 장단주기로 구성된다. 불규칙 장단으로
구성된 일곱 번째 장단의 여섯번째박부터 간주인 꽹과리 연주가 네장단씩 나온다. 

 주요 음진행은 태을보신경의 경우와 같지만, do'음에서 불확실한 sol음 정도까지 끌
어내리는 음을 다섯장단 연주 후 꽹과리의 간주 바로 전부터 세박에서 네박 정도 진행
31)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25.
32)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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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음악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음진행으로 봐서는 do'-la의 하행음 진행이 
되어야 하나 흘러내리는 음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la음 보다 약간 낮은 불완전 음정
의 sol음 정도까지를 끌어내린다.

곡의 빠르기는 M.M. .=126 정도이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신코페이션과 일자다음과 일자일음(一字一 ) 의 

실라빅(syllabic) 형태가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악보 7> 실음채보

축  원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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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왕경(竈王 )
조왕경은 부엌의 불을 관장하는 화신(火神)인 조왕을 송축( 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단 주기는, 곡 전반에 걸쳐 홀수 장단인 1 3 5번째 장단은
지 신 지 나 향  중 나 와 같이 3소박6박의 못갖춘 장단  

주기이고, 2 4번째 장단인 짝수장단과 그 나머지 장단은
팔 만 사 천  제 대 조 왕  과 같이 3소박8박의 

장단을 이루고 있다. 열두번째 장단 일곱번째 박에서부터 간주인 꽹과리 연주가 불규적
으로 나타난다.

음진행은 la음이 음악 전반에 걸쳐 주를 이루고, re'-do' 장2도, do'-la 단3도, l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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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4도의 하행 진행과 mi-la 완4도의 상행 진행이 보인다. 앞의 축원경처럼 do'에서 
sol 까지의 흘러내리는 음이 등장한다. 음악의 분위기가 매우 상기되어 빠르게 연주하며 
꽹과리 간주 후에는 우후-  등의 일종의 추임새가 격렬하게 들어간다.   

곡의 빠르기는 M.M. .=138-144로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곡 전반에 걸쳐 대부분 실라빅한 형태를 보이지만, 

간혹 신코페이션이나 일자다음도 나타난다.

<악보 8> 실음채보

조  왕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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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산경(堂山 )
당산경은 대주신을 송축함으로써 집안의 동토를 방지하고자 구송되는 경문이다. 이 

경문의 장단 주기는, 곡 전반에 걸쳐 대 법 천 왕   당 산 신   
과 같이 3소박8박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두마치 장단이다. 꽹과리 간주 역시 다섯

번째 장단의 일곱번째 박에서부터 네장단을 규칙적으로 연주한다. 
음진행은 la음을 중심으로 do-la'와 la-mi의 하행 진행이 3도, 4도의 음간격으로 움

직이고, 처음의 re'-do' 2도 하행 진행과 mi-la의 4도 상행진행도 간혹 나타나서 역시 
전형적인 앉은굿 음악의 음진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12-126의 보통빠르기로 연주된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일자다음 식이 주를 이루며, 매 장단 끝에는 규칙적

으로 신코페이션이 나타난다.
<악보 9> 실음채보

당  산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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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주경(城主 )
가신(家神) 중의 으뜸인 이 신은 집안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는 직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주경은 그를 위해 송축하는 경문이다33).
장단 주기는 일반적으로 사 도 천 하   성 조 대 신   

과 같이 3소박8박의 두마치 장단이 주를 이루며, 아홉 번째 장단은 3소박 4박의 못갖춘 
장단으로 되어있다. 이 못갖춘 장단의 셋째박에서부터 꽹과리가 네장단의 간주를 연주한다.

음진행은 첫째 장단의 mi'-re'-do' 순차진행에 이어서 la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mi-la의 상행진행과 la-mi, do'-la', re'-do'의 하행진행이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 일반

33)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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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택굿 음 진행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장단 첫박부터 앞의 
조왕경에서와 같이 do'에서 sol음까지 격렬하게 끌어내리는 음이 4박 정도 등장하는데, 
이 장단 셋째박부터 꽹과리 간주가 네번의 변주 장단을 연주한다. 

곡의 빠르기는 M.M. .=112-126의 보통 빠르기이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곡 전체에 걸쳐 신코페이션이 주를 이루며, 일자다

음의 형태도 간혹 보인다.
<악보 10> 실음채보

성  주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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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상경(祖上 )
선망조상과 후망조상을 송축하여 조상신에게 천도시키고 극락왕생한 조상들이 액을 

걷어주고 복주기를 바라는 경문이다34).
장단주기는 곡 전반에 걸쳐 선 조 조 상   후 조 조 상   
과 같이 4 4조의 자수율을 가진 3소박8박 두마치 장단에 이어 네박의 휴지부가 네

장단에 걸쳐 나오고, 일곱 번째 장단에 이어서는 12박을 쉬는 형태의 음진행이 곡전반
에 걸쳐 등장한다. 이와 같이 매장단 끝에 휴지부가 나오는 경문은 조상경 뿐이다.

음진행은 do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 장단의 끝 음은 mi까지 끌어내리거나 끌어

34)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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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음을 다시 꺾어주기도 하고, mi-la 4도로 짧게 상행하며 그 장단을 끝내기도 하
여, 앞의 다른 경문들과는 다른 음진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38-144 정도로 빠르게 연주된다. 이 곡의 경문 내용은 일
종의 회심곡과 같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곡 전반에 걸쳐 신코페이션과 일자다음이 주를 이
루며, 실라빅한 리듬형도 간혹 나타난다.

<악보 11> 실음채보

조  상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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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신경(三神 )
삼신은 아기의 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으로 아이의 점지와 생육을 맡고 

있는 신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복을 주는 신이다35).
장단 주기는 우 웃 줄 삼 신   내 벽 삼 신   과 같이 3소박

8박인 두마치 장단으로 이루어 있고, 세 번째장단 일곱번째 박에 3소박 4박의 꽹과리 
간주가 한 장단씩 들어간다. 이 때 고장( 杖)은 삼신할머니를 곱게 불러들이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부드럽게 쳐야한다36).

음진행은 do'-la의 단3도 하행, mi-la 완4도 상행으로 전형적인 안택굿 음악의 형태
를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26-132 정도를 오간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일자다음과 신코페이션으로 되어 있다.
35)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27.
36) 2005년 4월 27일 신석봉 법사 면담에서 들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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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2> 실음채보

삼  신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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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장경(神將 )
신장경은 신장을 잡고 신을 내려서 신의를 묻고 길흉을 판단할 때 구송하는 경이다. 

장단 주기는 주로 삼 천 삼 경   천 존 신 장   과 같이 3소
박8박의 두마치 장단으로 되어있는데, 간혹 장 더   와 같은 3소
박4박의 못갖춘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간주인 꽹과리는 못갖춘마디 셋째박에서 시작하
여 규칙적인 3소박8박 장단주기이지만 음악 전반에 걸쳐 불규칙적인 횟수로 등장한다.

음진행은 거의 mi'-re'-do'의 2도 순차진행을 거쳐 중심음인 la음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면서, 네 번째 장단의 끝에는 do'에서 la음으로 격렬히 끌어내리는 음이 나타난다. 이 
곡 역시 일반적인 안택굿 음 진행형을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26-144
의 빠르기로 점점 빠르게 몰아친다.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형태는, 신코페이션과 일자일음의 실라빅이 주를 이루며, 일
자다음도 간혹 출현한다.

<악보 13> 실음채보

신  장  경

채보 :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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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송경( )
퇴송경은 모든 잡귀를 풀어 먹여서 다시는 집안에 잡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전의 경문이다37).
장단 주기는, 신 법사의 경문 구송과 함께하는 안택 전 거리 중에 유일하게 규칙적인 

3소박4박의 외마치 장단이며, 간주인 꽹과리 역시 여섯째 장단의 마지막 셋째박에서 
외마치 장단 형태로 등장한다. 장단 주기 유형과 그 악보는 앞에서 제시했으므로 생략
한다. 

음진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장단에 여러번의 re음 출현을 제외하고는 지
속적인 la음의 출현과 la-do' 단3도의 안택굿의 가장 기본적인 음 진행을 보이고 있다. 

곡의 빠르기는 M.M. .=160-184로 안택굿 음악 전체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연주된
다. 이 부분의 연주에서는 법사의 북과 꽹과리를 다루는 기량이 마음껏 드러나는 부분
이기도 하다38).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전체 열개의 안택굿 경문 중 유일하게 일자일음 식
의 실라빅한 형태로 되어 있다.

37) 김용복 편, 1999, 앞의 책, p.31.
38) 신석봉 법사의 경우 북의 양면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치기도 하고, 장구채를 위로 던져 받

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연주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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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신석봉 법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앉은굿의 기초
이며 핵심인 안택굿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안택굿의 독경( ) 구송(口 )을 위한 반주 악기로는 북과 꽹과리가 쓰이는데, 법
사의 오른편에 놓인 북은 경문을 읊을 때 기본 장단을 규칙적으로 조용히 연주해 경문 
구송 시(時) 반주 역할을 하고, 법사의 왼편에 놓인 꽹과리는 경문 악절의 휴지부를 메
우는 역할을 하므로 각 고장( 杖)에 맞는 리듬 패턴을 다양한 변주 형태로 연주한다. 

즉, 경문( 文)을 구송할 때 북은 경문 사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작은 소리로 연
주하는데, 특히 삼신경(三神 ) 에서는 삼신할미를 곱게 불러들이고 달래는 내용의 경
문이므로, 북의 음량뿐 아니라 독경 소리도 작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표현한다. 꽹과리는 
음량이 크고 음색 역시 강하기 때문에 독경 시에는 거의 연주하지 않고, 독경 구송 중
간 중간에 나타나는 경을 읽지 않는 휴지부나 독경 없이 악기로만 연주하는 춤고장이나 
신장대 잡을 때에 악기 연주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리듬을 큰 소리로 연주한다.  

이와 같이 경문을 구송하다 법사의 호흡이나 경문의 사설 내용에 따라 잠깐의 휴지부
를 갖고 그 사이를 꽹과리 변주 리듬으로 메우는 안택굿의 음악 연주 형식은, 국악 연
주 방식 중 하나로 합주 시(時) 주선율 악기들이 쉬는 사이에 다른 악기가 주선율을 이
어서 연주해 주는 연음형식( 形式) 과 같다.

이 악기 반주에 맞추어 구송되는 안택굿 경문의 장단주기는 대체로 3소박4박의 외마
치 장단, 3소박8박의 두마치 장단, 그 외에 외마치 장단과 같이 3소박4박의 리듬형
을 가지고 있지만 그 템포가 매우 빠른 세마치 장단, 다양한 리듬패턴 없이 획일화된 
리듬형을 일률적으로 연주하는 막 고장 그리고 앞의 일반적인 장단형에서 벗어난 못
갖춘 장단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신석봉 법사는 안택굿 전반의 각 처에 걸쳐 3소박8박의 두마치 장단 주기로 소위 
그가  청(淸)이라고 말하는 창(唱) 즉 소리를 하고 있으며, 오직 안택 마지막 처인 대
문에서 구송되는 퇴송경 만이 3소박4박의 외마치 장단 주기로 연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비교적 앞의 두 장단 즉, 외마치 장단과 두마치 장단 보다 그 템
포가 빠른 세마치 장단과 막 고장은 무당이 춤출 때와 신장대 잡을 때 경 없이 우후
등의 추임새와 함께 악기 연주로만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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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춤출 때 연주되는 세마치 장단은 비교적 느린 템포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몰아치다가 다시 느린 템포로 돌아옴으로써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빠르기 형식 중 
하나인 느림-빠름-느림의 전형적인 세틀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음조직에 있어서는 구성음이 mi-la-do'-re'이며, 그 주요음이 mi-la-do'의 완4도+
단3도의 음 진행을 보이고 있는 메나리 토리의 음구성이나 음진행과 같지만, 첫 음인 
mi음을 떨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갖는 전형적인 메나리 토리 시김새의 
특징은 조금 약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 지역에 걸쳐 그 음악적 어법이 메나리 토리권인 경상도가 아니고 메
나리 토리가 동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어 그 어법이 경상도에 비해 비교적 약한 충청
도라는 지역적인 음 토리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39). 이 의문의 해결은 앞으로 본인
의 앉은굿 음악 연구 계획 중에 각 지역의 앉은굿 음악을 비교  분석할 계획을 두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로 밀어 놓기로 한다. 

또한 안택굿 음악의 가사 붙임에 따른 리듬 형태는, 굿의 끝에 온갖 잡귀들을 몰아내
는 경문의 내용에 맞도록 la음 한 음만을 다른 경문들에 비해 빠르게 몰아 창(唱)하는 
퇴송경에서 만이 일자일음(一字一 )  식의 실라빅(syllabic)한 리듬 형태를 보이고 있
다. 그 외 대부분의 경문은 일반적으로 신코페이션(syncopation) 이나 일자다음(一字多

)  식의 리듬 형으로 불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경문에 따른 음악 구성을 간략히 살펴 본 결과, 음 구성은 일반적으로 

la음의 비중이 크며, la음을 중심으로 la-do' 단3도 상행과 la-mi 완전4도 하행 음정의 
비교적 단순한 음진행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안택굿에 쓰인 음악은 그 자체
가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굿을 위한 기능음악으로써 경문의 전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곡의 빠르기는 M.M. =116-184 정도 템포의 간격을 보이고 있지만, 일
반적으로 경을 읽을 때는 구송하기 편한 빠르기인 보통빠르기나 조금빠르게 정도
(M.M. =116-144)가 주를 이루고, 앞서 언급했듯이 경 없이 악기 연주만을 하는 빠
른 템포 부분의 춤고장이나 격렬한 고장을 연주하는 신장대 잡을 때는 매우 빠르
게(M.M. =144-184)의 템포로 연주되었다. 

결국 안택굿을 굿의 기능을 제외한 음악적인 견지에서만 고찰하면, 음악의 중심이 바

39) 메나리 토리권의 지역 한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메나리 토리 민요가 기층 음악문화를 이루는 지역
을 살펴보니, 함경도 전지역, 서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전지역, 경상도 전지역에 이르며, 그 밖에 
경기도 동남부, 충청도 동부, 전라도 동북부 지역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보형, 1983, 앞의 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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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문을 가사로 두어 노래하는 소리 즉 청(淸)에 있다. 그렇다면 이 음악은 장르 구
분 상, 불교음악인 범패와 같이 성악곡( 樂曲)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귀신 축출이 그 목적인 안택굿의 경문을 이와 같이 성악곡화하여 구송하는 
이유는, 원시 사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악 특히 노래를 통하여 일종의 주술적 효과
를 얻고자 했던 그 행위에  사상적 기저(基底)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대전의 안택굿 음악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

로 본인의 연구 관심 분야인 앉은굿 음악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각 경문에 사용
된 음악에 대한 더욱 세심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충청 외 지역의 안택굿 
음악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선굿 음악의 독경과의 비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졸고를 마치기로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 주의 내용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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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Sir Shin Seok-bong's Antaek-gut Music-

 Park Hye-jeong

Based on a field investig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 2, author Sir Shin 
Seok-bong of Daejeon Metropolitan Cityinvestigated the music of Antaek-gut, 
which is the base and core of Anjoon-gut, and found the following musical 
features:

A Jang-gu(drum) and Kkoaengkwari(gong) were used to recitethe Sutra 
(kyungmoon) of Anjoon-gut. The Jang-gu, located on the right side, played an 
accompaniment role with regular beats when the Sutra was recited. The 
Kkoaengkwari, located on the left side, played the role of covering the caesura of 
the Sutra passages, so it is played with various rhythmic variations in accordance 
with Kojang( 杖). This is one way of playing Korean national classical music that 
has temporary caesuras, depending on the rector's bre! ath or the contents of a 
Sutra during the Sutra chanting, with the Jang-gu covering the pause with its 
variation. In other words, when being played in concert, the instruments that play 
the main melody are at rest while another instrument takes its turn to play the 
main melody as a form of prolonged sound. 

The rhythmic cycles of the sutras of Antaek-gut recited with this instrumental 
accompaniment consist of five types; a) Woemarch-jangdan (a single beat) of 4 
meter by 3 bit, b) Dumarch-jangdan (two beats) of 8 meter by 3 bit, c) 
Saemarch-jangdan (three beats) of 4 meter by 3 bit with a fast tempo, d) 
Mak-gojang, uniform beats with a standardized rhythm, and e) incomplete beats 
deviated from the regular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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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Shin Seok-bong chanted Chang (唱), a traditional native song which he called 
'Cheong (淸)' with a cycle of 'Dumarch-jangdan' throughout the places of 
Antaek-gut. Only 'Toesonggyung' a chant for the gate that was the last location of 
the Antaek, was chanted with a cycle of 'Woemarch-jan! gdan'. In addition, 
'Saemarch-jangdan' and 'Mak-gojang' that had comparatively faster tempos than 
the former two jangdans, were played without a chant when a female shaman was 
dancing and catching her spirit-invoking wand. The 'Saemarch-jangdan', 
particularly, was played while dancing began at a relatively slow tempo, then 
proceeded at a violent tempo and then back again to the slow tempo. This show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mpos of our music with a slow-fast-slow tempo. 

The organizational tones were 'mi-la-do'-re'', and its key tones of 'mi-la-do'' 
were performed with perfect fourth and minor third, which was the same as those 
of Menari-tori. However, it did not show a typical Sigimse, an ornamental tone, of 
Menari-tory, whose first tone, 'mi', is vibrated and its Sigimse is gliding down 
from the tone 're' to 'do'. That is because the regional tone-tori of 
Chungcheong-do have a relatively weaker musical expression than that of 
Gyeongsang-do.

In addition, the rhythmic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of a song for the 
Antaek-gut music had a comparatively faster tempo than the other sutras. Also, it 
was only with 'Toesonggyeong' that the tone 'la' continuously appeared throughout 
the melody and showed 'a syllabic rhythm', while other places consisted of either a 
'syncopation' or 'melismatic' rhythm.

Finally, according to a brief investigation of the ton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sutra, the tone 'la' was given more weight. The tone procedure showed a 
mainly ascending 'la-do'' and the descending 'la-mi' with minor third and perfect 
fourth. Also, the overall tempo proceeded with M.M. =116-184, while the tempo 
for the Gut proceeded with M.M. =120-140, which was suitable for reciting a 
Sutra.
Keyword : Anjoon-gut, Antaek-gut music, Sir Shin Seok-bong, Sutra ch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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