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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줄곧 탄압의 대상이 된 불교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의 승병(僧兵)으로의 참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결과의 하나는 많은 사찰들의 소실이란 참화였다. 

이에 조선 후기에 들어 사찰의 재건이나 중수를 위해 승려들 스스로가 ‘○○사(寺) 건립패(建立牌)’란 걸립 풍물패를 만들어 활동

했다. 이러한 이른바 ‘절걸립패 풍물’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대들이나 일반 농민들의 정초 집돌이농악 같은 걸립풍물을 흉내낸 

것이었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오늘날에도 경북의 빗내농악, 전남 여수, 강진 일대의 ‘버꾸놀이’, 경기·

강원·충청의 절걸립패 고사소리, 경기·충청지역의 남사당패의 존재 등으로 그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악들이나 

농악과 관계되는 것들에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모습들이 분명한 형태들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절걸립패의 연장에서 생긴 남사당패가 오늘날 경기·충청지역에만 남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경기도지역의 사찰 건립이 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또 오랫동안 이루어진 절걸립패 풍물 활동은 종래의 풍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풍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깔, 종이꽃, 색띠, 소고, 바라 등 불교적 요소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은 우리나라 풍물사에서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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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풍물의 유래에 대해 우리는 흔히 농사안택축원설(農

事安宅祝願說), 군악설(軍樂說), 불교관계설(佛敎關係說) 

등을 앞세우듯,1 불교관계설의 실제 모습인 절걸립패 풍물

은 우리나라 풍물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일찍이 이능화는 다음처럼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있

었던 절걸립패 풍물의 존재에 대해 그 대략을 소개하며 『조

선불교통사』(1918)를 저술하던 1910년대에는 그러한 절걸립

패 풍물이 거의 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 승가에서는 옛날부터 일종의 자기 행화(行化)의 법

(法)이 전해졌다. 사찰이 재난(災難)을 입어 모두 사라져 버

리면, 사찰을 건립(建立)하려 승려들의 무리들이 모인다. 많

으면 50~60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일정치 않다. 하나의 단

체를 만드는데, 그를 일러 ‘건립(建立)’이라 한다. 또 ‘군중파

(群衆派)’라고도 한다. ‘금고(金鼓)’라고도 한다. 북소리에 앞

으로 나아가고 징소리에 물러나는 것이 마치 군법(軍法)과 

같기 때문이다.

춤을 잘 추는 사람, 법고(法鼓)를 잘 치는 사람, 바라를 잘 

울리는 사람, 해학(諧謔)을 잘하는 사람, 서기(書記)의 일을 

잘하는 사람 등 각자의 명목이 있으니, 화주(化主), 고수(鼓

手), 포수(砲手), 화동(花童), 무동(舞童) 등이라 한다. 마을

들과 여러 사찰들을 두루 다니며 차례대로 모연(募緣)을 한

다. 고승·대덕들도 모두 이런 일을 즐겨했다. 예를 들면, 금

강산의 우은달선(愚隱達善) 화상(和尙, 유점사의 중창 화주

이다. 절이 불타고서 스님이 모연하여 중건하였는데, 낙성하

기도 전에 또 불이 나 스님이 또다시 재건하였다)과 퇴운선

사(退雲禪師, 40년 동안 금강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경

전을 강설하던 스님이다)도 일찍이 화동을 했다. 이러한 것

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서산과 사명대사

의 승군 이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근년에 이르러 모두 저절

로 사라졌다.2

이렇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있었던 절걸

립패 풍물에 대해 이후 황도훈이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조

선 정조 때 만들어지고 범해(梵海, 1820~1896) 대강사(大

講師) 때 다시 엮어진 대흥사 절

걸립패의 활동 절차와 방식을 담

은 『설나규식(設儺規式)』을 발

굴·소개한 것이3 이 분야의 사

실상의 선구적인 업적이 되었다. 

대흥사는 임란 시 승장(僧將) 처

영(處英)이 대흥사 일대의 승려 

1,000여 명을 모집하여 활동하며 

권율의 행주산성 전투에 큰 공을 

세웠고, 임란 후 팔도 승병 도총

섭(都總攝)이었던 서산대사의 의

발(衣鉢)을 모시게 된 절이었던 

만큼 호남지역 승병들의 중심 사

찰이었다. 그러한 대흥사에서 실

제 행했던 절걸립패 풍물에 대한 

이 자료의 소개는 사실상 조선 후

기 절걸립패 풍물에 대한 정말 중

요한 조사 업적이었다. 이 『설나규

1 정병호, 1986, 『농악』, 열화당, p.20.

2 朝鮮僧家 從古以來 遺傳一種行化之法 如一寺刹被災掃蕩 謀欲建立 時聚群僧 多至五六十人不等 作一團派 謂之建立 亦云群衆派 亦云金鼓 以其鼓進金退 

一如軍法故名 善舞踊者 善打法鼓者 善鳴法鑼者 善諧謔者 善書記者 各有名目 卽云化主鼓手砲手花童舞童等 徧行閭里及諸寺刹 次第募緣 高僧碩德 皆樂

爲之 例如金剛山之愚隱和尙 (楡岾寺重創化主也 寺災 師募緣重建 未及落成 而又災 師又再建之) 退雲禪師 (四十年影不出山之講僧也) 亦嘗爲花童焉 未知

此法 出自何時 (疑卽出自西山泗溟僧軍以後) 而至于近年 並皆自廢矣.

 이능화 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역주, 1918:2010, 『(역주) 조선불교통사6』, ‘화청고무신식폐지(和請鼓舞新式廢止)’, 동국대출판부, pp.455~456 참조. 

3 황도훈, 1991, 『전(傳), 서산대사 진법군고 - 해남 전통민속 발굴보고서 -』, 해남문화원. 

그림 1.   건립 영기(令旗) 

(한만영 198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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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민간에서 ‘매구’와 같은 풍물을 치며 하는 걸립을 

따라 승려가 하는 절걸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속(東俗)에서는 혹 매구(埋鬼)라고 말하고 또는 초나(俏

儺)·타귀(打鬼)·금고(金鼓, 일명 걸립(乞粒), 일명 걸공(乞

工))이라 말하니, 이 금고(金鼓)의 출입이 오로지 우스게짓

이라 승려(僧侶)가 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

대성공위주(大成功爲主)하야 두재모립(頭載毛笠)하고 신착

채의(身着彩衣)하야 주부군현(州部郡縣)과 제각사찰(諸各

寺刹)을 주유행걸(周遊行乞)이다가4  

이후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는 송기태의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찰」(2006), 박흥주의 「전라남도 서남도서해안지방의 군

고 연구를 위한 시론」(2007), 손태도의 조선 후기 절걸립패

와 빗내농악의 관련 양상」(2012)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

이다.5 송기태는 해남 대흥사, 해남 미황사, 장흥 보림사, 여

수 흥국사, 남해 화방사 등지의 절걸립패들을 소개하여 남

해안 일대의 절걸립패들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히 드러냈다. 

박흥주는 종래의 전라 좌·우도농악이란 시각을 넘어 여

수, 장흥, 해남, 진도 등지의 풍물을 ‘군고문화권’이라고 새로

이 분리해서 구분했는데, 이 ‘군고문화권’의 풍물이 해남 대

흥사의 ‘군고(軍鼓)’ 등 절걸립패 풍물과도 상당한 연관들

이 있다 할 수 있다. 손태도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빗내농

악이 현재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에 있는 수다사(水多寺)의 

승려 정재진에게서 나왔다’는 그 일대의 이야기와 이에 대

한 조사가 거의 사실임을 밝혀, 빗내농악이 바로 절걸립패 

풍물 계통임을 논했다. 

특히 송기태가 경남 남해 화방사와 전남 장흥 보림사

의 기록들에서 찾아 소개한 다음과 같은 절걸립패에 대한 

자료들은 조선 후기 절걸립패의 존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실들을 소개한 것들이다.

남해 화방사(망운사 화방사 중창서, 1744년, 1767년 개서(改書))

(전략) 이에 사중(寺中)이 모두 모여 젊은이 뜻을 밝히고 큰 

소리로 발원(發願)하여, “우리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이다. 

유자(儒者)는 성인을 사모하고 치인(緇人)은 부처를 숭상하

나니, 이는 본디 공자(孔子)와 석씨(釋氏)가 성품이 같으면

서도 길이 다른 것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법당(法堂)이 없으

면 누구를 모실 것인가?” 하였다. 이에 대서특필한 스물다

섯 글자 중에서 매귀(埋鬼)의 교묘함으로 대업황제궁(大業

皇帝宮)의 금수(錦繡)의 장식을 재단하여 무동(舞童)에게 

입혀서 북을 쳐서 쟁인(錚人)들을 내보내고, 장삼을 걸친 

화주승(化主僧) 자감(自甘)은 인인군자(仁人君子) 앞에서 

앞장하여 권선(勸善)하고, 현승(賢僧) 민색(敏賾)은 또 동

서남북의 마을마다 차수(叉手)하여, 공은 흙 한 삼태기에서 

비롯하여 여덟 길 높이 쌓도록 꾀하였고, 새는 작은 나뭇가

지를 물어다가 또 큰 바다를 메울 것을 기약하였도다.6

4 황도훈, 1991, 앞의 책, p.21, 43.

5 송기태, 2006, 「전남 남해안지역 절걸립패의 활동 및 성격 고찰」 『남도민속연구』 제13집, 남도민속학회.

 박흥주, 2007, 「전라남도 서남도서해안지방의 군고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의 민속과 문화』,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손태도, 2012a, 「조선후기 절걸립패와 빗내농악의 관련 양상」 『풍물굿연구』 제2집, 한국풍물굿학회.

6 김무조 엮음, 2006, 『화방사지』, 보문, p.75; 송기태, 2006, 앞의 논문, p.233에서 재인용.

그림 2.   굿중패 노름놀고(조흥윤 글 200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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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보림사

1787년(건륭 52, 정조 11) 정미 2월 일 - 밤중에 우연히 실

화가 되어 대동료(大同寮) 매화당(梅花堂)과 절안에 각 요

사가 모조리 재가 되어 그 참담함을 말로 형언할 수 없었

다. 그러나 선사(先師) 서우(胥宇)가 가꾸어 놓은 터전을 

그렇다고 이대로 영원히 폐할 수 없다 하고, 기유년(1789) 

봄 정장(正裝)으로 금고(金鼓)를 발하니 좌우 양도에서 구

재(鳩財)를 건립하고, 또한 그 절에서 지냈던 승과 살았던 

사람들이 힘을 다해 재물을 거두어, 수년에 걸쳐 이자를 

불려 신해년(1791) 봄에 일을 시작하여 그해 가을 7월에 마

치니 (하략)7

한편 김정헌은 ‘농악’이란 명칭의 기록들을 조사, 소개

한 논문에서 다음처럼 1802년 경북 구미시 옥성면 복우산

(伏牛山)에 있는 대둔사(大芚寺)의 승려들이 직접 풍물패

를 갖추어 절걸립을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정오에 소를 타고 신풍진(新楓津)을 건너 대둔사(大芚寺)에 

갔다. 해가 이미 저물어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이 절의 승려 

삼십여 명이 풍물(風物)을 갖추고 십팔 일 동안 마을을 돌

며 곡식을 얻어가지고 오늘 비로소 절로 돌아왔다.

<노상추(盧尙樞, 1746~1829), 임술(1802) 11월 29일(병신), 

『노상추일기』8>

박흥주도 1922년경 전남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흥국

사(興國寺)에서 당시 주지 승려였던 김경연(金敬連)에 의해 

절걸립패가 주도되고, 당시 절걸립 풍물에서 중쇠를 맡았던9  

월초 박상종이 나중에 주지가 되었던 사실을 조사·소개

하였다.10

종래 절걸립은 승려와 전문 농악인들이 하는 경우, 전

문 농악인들만이 사찰의 위임을 받아 하는 경우 등이 논의

되었다. 그래서 이보형은 근대의 경우를 들어 절걸립은 전

문 농악대를 동원해서 한다고 했다.11 그런데 이렇게 승려들

이 직접 절걸립패 풍물 연주자들로도 활동한 사실들은 사

실상 조선시대의 절걸립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1918)에서도, “사찰을 건립(建立)하려 승려들의 무리들이 

모인다. 많으면 50~60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일정치 않다.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를 일러 ‘건립(建立)’이라 한다” 

하여 승려들이 직접 절걸립을 했음을 말했었다.

이 외 절걸립패와 관련된 사실들은 절걸립패와 일정

한 관계가 있는 남사당패 연구,12 절걸립패가 부른 고사소리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13 절걸립패의 활동들과 부분적

으로 관련될 수 있는 조사, 연구들에도 어느 정도 있었다.14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는 오로지 탄압의 대상

이었다. 신국가의 초기였고 그 자신 호불(好佛) 임금이기도 

했던 태조 때는 그렇게 큰 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7 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2001, 『역주 보림사중창기』, 장흥문화원, p.113; 송기태, 2006, 앞의 논문, p.232에서 재인용.

8 “午余騎牛 渡新楓津 往大芚寺 日已暮止宿 寺僧三十餘名 具風物乞谷村閭十八日 而今日始還寺云 夜風”. 김정헌, 2009,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

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문화재』 제42권 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103에서 재인용. 

9 상쇠는 ‘묘도단골’이 맡았다 한다.

10 박흥주, 2007, 앞의 논문, p.211.

11 이보형, 2005, 「조선말기 사찰 밖의 불교음악 개관」 『한국 전통음악학』 제6호, 한국전통음악학회, p.491.

12 심우성, 1989,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김원민, 2008, 「남사당풍물의 변화양상 고찰」, 한예종 전문사논문.

13 한만영, 1990, 「화청과 고사염불」(1977) 『한국 불교음악 연구』, 서울대출판부.

 손태도, 2003, 『광대집단의 문화연구1 광대의 가창 문화』, 집문당. ‘제3장 제1절 1, 고사소리의 종류’.

14 이경엽, 2001, 「도서지역의 민속연희와 남사당노래 연구 - 신안 남사당노래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제33집, 한국민속학회.

 송기태·엄수경, 2003,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화방마을 풍물굿 조사」 『남도민속연구』 제9집, 남도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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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종 때부터는 본격적인 불교탄압이 이뤄졌다. 태종

은 즉위 2년(1402)에 서울 밖의 70개 사찰을 제외한 모든 

사찰의 전토(田土)의 조세를 군자(軍資)에 귀속시키고 소속

된 노비들은 공공기관들에 복속시켰다. 그리고 즉위 6년에

는 다시 전국에 242개 사찰만 남기고 나머지 사찰의 토지

와 노비는 모두 국가에서 몰수하였다. 242개 사찰 외 나머

지 사찰들은 모두 폐사(廢寺)가 되게 한 것이다. 또한 종래

의 국사(國師), 왕사(王師) 제도를 없애고 승려의 자격증을 

제도화한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했다.

세종은 개인적으로는 호불 군주이기도 하였지만, 종래

의 배불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

종 등 종래의 7개 종단을 선·교 양종으로 정리하고, 불교의 

규모도 전국에 사찰 36개, 토지 7,950결, 승려 3,770명으로 

한정시켜 버렸다. 나아가 아예 연소자의 출가를 금지하고, 

승려의 도성 출입도 금지했다.15 성종 때는 승려가 되는 것

을 허락하는 도첩제마저 폐지되고, 중종 때는 승려의 시험

인 승과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후 명종 때 문정왕후에 

의해 이들이 다시 모두 부활되기도 했지만, 문정왕후 사망 

후 이러한 불교의 승려들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들은 다시 

모두 폐지되었다. 이 중 도첩제의 폐지는 사실상 제도적으

로 출가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임란이란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에서 승려들은 

휴정(休靜), 유정(惟政), 영규(靈圭), 처영(處英) 등의 승병

장들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전공(戰功)들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임란 후 종래의 지역 방어 위주의 진관(鎭管) 중심 

방어체계 외에 산성(山城) 중심 방어체계가 중시됨으로써 

승려들은 산성의 수축과 수축 후의 방어도 담당하게 된다. 

그 외 궁궐의 조영(造營), 산릉(山陵)의 조성, 제언(堤堰)의 

축조 등에도 승려들이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동원된다.16 

조선 후기에 들어 국가에서의 승도에 대한 정책은 종래의 

탄압 대상에서 이용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승려들의 일정한 활동들도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임란 때 불타거나 파괴

된 사찰들이 임란 직후부터 꾸준히 재건되었다. 그리고 그

러한 재원의 조달은 대부분 일반 평민들의 불심에 기반해 

이뤄졌다. 상층 지배층은 유학자(儒學者)들로서 사적으로 

이들 사찰들을 지원하려는 마음을 애초에 갖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에 사찰에서는 종래 광대들이나 농민들의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걸립 농악을 받아들여 사찰의 재건

이나 중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주요한 한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 이른바 사찰 계통의 풍물인 절걸립패 풍물이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조선 후기 절걸립패 성립의 

사회·문화사적 배경을 소개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전승되는 풍물들 중 절걸립패 풍물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풍물에 있는 일

반적인 절걸립패적 요소들도 가능한 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

다. 오늘날에도 확인되는 이러한 절걸립패 풍물의 요소들은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조선 후기에 성립된 절

걸립패 풍물의 풍물사적 의의도 간단히 논해 보도록 한다.

Ⅱ.   조선 후기 절걸립패 성립의 사회·

문화사적 배경

조선 후기 승려들의 상황과 이들이 절걸립패 풍물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 등을 사

회·문화사적 배경이란 시각에서 알아본다.

1. 임란 후의 사찰 재건

조선 전기의 척불정책으로 시련을 겪던 승려들은 임

란 발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의승(義僧)으로서 전

15 이러한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는 고종 32년(1895)에 와서야 풀렸다.

16 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 신구문화사,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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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강근, 1995, 「17세기 불전(佛殿)의 재건역(再建役)」 『미술사학연구』 208, 한국미술사학회, p.40. 

18 이강근, 1995, 앞의 논문, p.50.

19 황부연, 2012,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운영의 재정구조」,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p.93.

20 이병희, 1997, 「조선시기 사찰의 수적(數的) 추이(推移)」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p.54.

쟁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선조의 명을 받은 휴정(休靜)은 승군 8도 도총섭(都總

攝)이 되어 승군을 일으켜 이를 지휘했다. 이에 영규(靈圭)

는 의병장 조헌(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해 임란 때 최

초의 승전을 전하고, 금산성 전투에서는 조헌과 함께 순군

했다. 유정(惟政)은 평양성 탈환, 도성(都城) 수복, 처영(處

英)은 행주산성 대첩에서 큰 공들을 세웠다. 그러나 의승으

로서 국가로부터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된 승려들은 한편으

론 왜군들에 의한 많은 사찰들의 방화와 약탈이란 결과도 

수용해야만 했다. 오늘날 남아있는 고려말, 조선 전기의 불

전(佛殿)은 13채뿐이다.17 이를 제외한 조선 전기까지의 사

찰들이 임란 때 모두 불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사찰

들이 임란 때 소실(燒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임란 직후부터 승병들은 전란 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통도사 대웅전(1601), 송광사(1601), 법주사 팔상전(1602), 

선운사 대웅전(1614), 해인사 수다라장(1622), 상원사

(1644), 범어사 대웅전(1658), 금산사 대적광전(1686) 등 많

은 사찰들과 불전(佛殿)들을 재건하게 된다.18 

그리고 임란 후 종래의 지역 방어 위주의 진관(鎭

管) 체제보다 산성 중시의 방어 체제로 군사전략이 바뀌면

서, 남한산성, 북한산성, 남원의 교룡산성, 대구의 달성산

성, 삼가(三嘉)의 악견산성, 장성의 입암산성 등 많은 산성

들의 축조나 수축에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또 이러한 산성 

안에 사찰들을 지어 관군과 함께 승려들이 승군(僧軍)이 

되어 산성을 지키고 관리했다. 이러한 사찰들을 승영(僧

營)이라 했다. 

조선초기에 많은 사찰들이 폐사되고,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사찰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임란 후 기존에 있었던 사찰들의 재건과 중수는 물론 산성

들 안에는 새로운 절들까지 짓게 된 것이다.

1770년경에 작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전국의 45개 산성 중 39개 산성에 산성의 중요도에 따라 

승군 직책의 도총섭(都總攝), 총섭(總攝), 승장(僧將) 등이 

배정되어 있었고, 97개의 사찰들이 승영으로 있었다.19 이러

한 승영 사찰들은 대부분 임란 후 새로이 지어진 것들이다.

조선 전기, 후기, 말기의 사찰 수를 『신증동국여지승

람』(1531), 『여지도서』(1770년경), 『조선불교통사』(1918) 등

에 근거해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때 1,658개, 『여지도

서』 때 1,537개, 『조선불교통사』 때 1,283개로20 조선 전기

와 후기의 사찰 수가 그 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란 때 많은 사찰이 소실되

었음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사찰들의 재건이나 창건이 대

단히 많이 이뤄진 것이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하는 사(寺), 10명 이

내의 승려가 거주하는 암(庵), 기타로 나눠보면, 사(寺)는 

그림 3.   도별 사찰 수의 추이(이병희 199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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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1,469개, 조선 후기 1,029개, 조선 말기 737개

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암(庵)은 각기 167개, 

492개, 524개로 늘어나 전체 사찰 비중에서 각기 10.1%, 

32.0%, 40.8%로가 됨을 볼 수 있다. 10명 이내의 승려들이 

거주하는 암자수들이 늘어난 것이다.21

한편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찰 수는 시대에 따라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상도 지역은 각기 284개, 331개, 

338개로 오히려 사찰 수가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은 각기 212개, 139개, 189개로, 조선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사찰 수가 급격히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22

이 중 경기도 지역의 사찰 수의 증가는 조선 후기 서울

로의 인구 이동과 관계된다.23 17세기 이후 잦은 한발과 홍

수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유민들이 많이 발생하

였고, 17세기 중엽부터 본격화한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도성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 당시 성

밖의 호수는 서울 전체의 50%에 육박하였고, 성밖의 인구

수는 서울 전체의 40%를 웃돌아 도민(都民)의 절반이 성밖

에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24 조선 전기만 하더라

도 도성 밖은 위성농업 지역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가끔

씩 있었을 뿐인데, 17세기 이후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유민

들이나 조선 후기 농업발달에 따른 지주형 부농이나 경영형 

부농의 출현으로25 상대적으로 토지를 잃은 무전농민(無田

農民)들이 서울 주변으로 몰려든 것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에서 조선 말기로 갈수록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에서 말기 때의 서울로의 인구 집중

은 경기도 지역의 사찰 수의 증가와 관계되고, 이러한 사찰 

수의 증가는 이 무렵 절걸립패들의 활동과도 관계된다. 또

한 이러한 조선 후기에서 말기 무렵 경기도 지역에서의 절

걸립패 활동의 성행은 근대 무렵 성립된 경기도 중심의 남

사당패들의 성립과 활동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2. 준관군(準官軍)으로서의 승도(僧徒)

임란 때 팔도 도총섭에 임명된 휴정은 전국에 5천여 

명의 승군을 일으켰다 한다.26 묘향산에서 휴정이 1,500명, 

강원도에서 유정이 1,000명, 충청도에서 영규가 800여명, 

전라도에서 처영이 1,000명 등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의 일부는 임란이후에도 대부분의 산성에 있었던 

승영(僧營) 사찰들에서 군사적 활동을 했다. 산성이 아니라

도 국방상 중요한 곳의 사찰들도 승영 사찰이 되었다. 강화

도의 진해사, 구담사, 강원도 회양의 수국사, 함경도 단천의 

화장사, 경상도 통영의 미륵사, 황해도 장연의 금산사 등이 

그러한 사찰들이었다. 이들 산성 안의 승영 사찰들이나 국

방상 중요한 곳의 승영 사찰들에도 그 중요도에 따라 총섭, 

승장 등이 한 명씩 배정되었다.27

조선 후기의 5대 사고(史庫) 중 중앙의 춘추관을 제

외한 지방의 강화도 정족산, 평창 오대산, 봉화 태백산, 무

주 적상산성 등의 지방 사고들의 관리와 수호도 이들 승려

들의 몫이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의 경우는 원거주 승군 각 백수십 

명 정도 외 지방의 이른바 의승(義僧)들이 매년 2개월씩 6

차례로 나누어 입번해야 했다. 입번 시 갖추어야 될 군장

비들과 2개월간의 식량을 입번자가 준비해 가야 했기에, 지

21 이병희, 1997, 앞의 논문, p.60.

22 이병희, 1997, 앞의 논문, p.55.

23 경상도지역이 조선 후기에 오히려 사찰이 많아진 것은 사명대사 유정의 고향이 경남 밀양인데다가 경상도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 산성이 많이 지어진 결과로 

보인다.

24 최종성, 2004, 「조선시대 왕도(王都)의 신성화와 무속문화의 추이」 『서울학연구』 21, 서울학연구소, p.50.

25 김용섭, 1987,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일조각, pp.27~28.

26 김용태, 앞의 책, p.47.

27 이정미, 2006, 「조선후기 산성 승영사찰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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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입번 승려들의 고통은 컸다. 이를 위해 영조 32년(1756)

에는 입번대신 다른 승군의 고용전(雇用錢)을 내는 것으로 

이 입번제는 바뀌었다.

지방 승영 사찰의 승려들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식

이었다.

1.   총섭도 의당 초식(稍食: 녹봉)이 있어야 하니 한 달에 요

미(料米) 12두씩을 본부(本府)에서 마련하여 지급한다. 

1.   총섭은 사역시키는 승려가 없을 수 없으나 한번 사역승

으로 정해지면 임의로 출입하며 동냥을 하여 살아갈 수 

없으므로 기수(旗手)라고 칭하여 2명에게 요미 각 5두씩

을 본부에서 마련 지급하여 사역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총섭과 사역승에게 기왕 삭료(朔料)를 주면 염장(鹽醬)

도 없을 수 없으므로 봄·가을로 각각 콩 한 섬, 소금 두 

섬을 마련하여 주되 혹 쌀로 값을 따져 지급할 수도 있도

록 한다. 

1.   모집해 들인 승려로 군역이 있는 자는 어떠한 명목을 막

론하고 모두 공문을 발송하여 제역하게 하되 성을 버리

고 나가면 일일이 쇄환(刷還)하게 하고 타관에서 모집한 

승려는 본고을 승역(僧役)은 절대로 침책치 못하게 한다. 

1.   소모(召募)하고 화연(化緣: 불교로 교화함)할 즈음 논상

하여 격권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으므로 승도만 50명을 

소모한 자는 승장첩(僧將帖)을 만들어 주고 1백 명이 넘

는 경우에는 당상의 공명첩(空名帖)을 상으로 만들어 주

게 한다.  

<『비변사등록』, ‘문수산성 절목(文殊山城節目)’, 숙종 21년

(1695) 6월 23일>

이들은 거의 준관군(準官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승영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와서 비로

소 없어졌다.28

이 외에도 승려들은 궁궐의 조성이나 수리, 선왕(先

王)의 능침(陵寢)을 위한 산릉역(山陵役), 제언(堤堰) 조성 

등에 흔히 동원되었다.

사찰의 중수에 다음처럼 관찰사나 각 지역 수령들이 

관계하기도 했던 것은 이러한 승도들의 군역이나 부역 동원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지방의 관리들은 중

앙에서 필요한 일정 수의 승려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중수(重修)를 도모할 때 모연문(募緣文)을 본(本) 

고을 원님께 보이니 원님인 조공(趙公)이 기뻐하며 말하길 

⋯ 신관 사또 김후(金候) 또 전관(前官)의 일을 사모하여 

100근의 동(銅)을 주겠다고 모연문에 적었다.

<쌍계사 봉황류 상량기문, 1842> 

대시주질(大施主秩) 관찰사 심의면 정조(正租) 100석 대

(代) 110냥, 관찰사 한정교 공명첩(空名帖) 100장 대(代) 946

냥, 판관 심원열 청동(靑銅) ⋯ 청주병사 류상정 청동 10냥

<공주 마곡사(麻谷寺) 심검당(尋劍堂) 중건기, 185629>

준관군으로서의 이들 조선 후기 승려들은 군사적인 

일, 그 중에서도 풍물과도 연결될 수 있는 군악(軍樂)에도 

일정한 소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3. 군악(軍樂)의 발전

임란을 겪으며 조선은 당시 원정군으로 온 명나라 군

대의 전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명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당시 명군의 척계광(戚繼光, 

1528~1587)30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의한 왜군에 대한 

28 “이태왕 갑오경장 때 남북한 총섭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능화 저·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역주, 2010, 앞의 책, p.85.

29 문명대 외, 2011,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자료집Ⅰ』,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p.350.

30 명나라 사람으로 6대째 무장(武將)을 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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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은 분명 우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31 이에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입각한 전법이 조선에 전격 수용되

어, 다음 고종 때의 언급으로도 알 수 있듯, 조선시대 말까

지 이 전법에 의한 군사제도가 유지된다.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군령을 세우는 데에는 척계광의 『기

효신서』만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사(武事)는 전적

으로 이 책에 근거하였읍니다.

<『고종실록』, 11년 3월 20일(임술)32>

한편 척계광의 전법에 있어서도, 다음에 보듯, 북방 쪽

은 『연병실기(練兵實紀)』, 남방 쪽은 『기효신서』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병실기』는 실로 오랑캐를 막는 대법(大法)인데, 수레에 

화기를 싣고서 오랑캐의 군마를 차단하는 방법 ⋯ 서울에

서는 이 두가지의 법을 시행하여 그 규모를 세우고, 경기·

충청·전라·경상 4도는 『기효신서』의 법으로 가르치고, 강

원·황해·평안·함경 4도는 『연병실기』의 법으로 가르쳐서, 

일체 중국에서 남북을 방비하는 제도와 똑같이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선조실록』, 37년 12월 16일(신유)33>

그런데 이런 『기효신서』에 입각한 전법은 군사적 신

호 체계로서의 ‘형명(形名)’에 있어 조선 전기의 그것을 대

체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오위(五衛) 체제’의 형명은 다음에 보듯 

단순히 군사적 신호 체계로 되어 있었다.

오위 형명(五衛形名) ⋯ 대각(大角, 나무로 만든다) 소각(小角, 

뿔로 만든다) 탁(鐸, 쇠로 만든 방울[鈴]에 혀[舌]도 쇠로 되

었음) 금(金, 금지하는 것이니 진퇴할 때에 금지함에 쓴다) 

고(鼓)(움직임을 나타낸다. 군대가 행동할 때 무릇 그것을 

두드리며 행동을 개시하며, 징을 치면 그친다) 비(鼙, 말[馬]

에 타고 치는 작은 북) 도(鼗, 고[鼓]와 같은데 작고 자루

가 달렸으며, 양쪽에 귀가 있다) ⋯ 부장·유군장·위장에게

는 각각 대각(大角)이 하나·소각(小角)이 하나. (대각과 소

각은 합계 35개이다) 부장(部將)·유군장·위장·대장은 각

각 고(鼓) 하나·금(金) 하나·둑(纛) 하나·비(鼙) 하나·탁

(鐸)이 하나다. (고·금·둑·비·탁은 각 161개.) ⋯ 각(角)에

는 명령하는 것[令](명령을 내리려 할 때에는 먼저 대각을 

불어서 경고를 발하는데, 이는 정숙하라는 뜻이다), 접전하

는 것[戰](소각을 쓴다), 재촉하는 것[促](대각으로 재촉하

는 것은 진퇴할 때에 쓰고, 소각으로 재촉하는 것은 교전

할 때 쓴다), 보고하는 것(대장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각 위

에서 스스로 접전하는 각을 부는 것이다. 나머지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다)이 있다. 고에는 전진하는 것[進](지휘하는 

북이다), 교전하는 것(교전하는 각을 불면서 치는 것), 느린 

것[徐](느릿느릿 치는 것인데 교전과 전진하는 데에 통용한

다), 빠른 것[疾](자주 치는 것인데, 교전과 전진하는 데 통

용한다)이 있다. 금에는 퇴각하는 것[退](자주 치는 것인데, 

교전과 전진하는 데 통용한다)이 있다. 금에는 퇴각하는 것

[退](자주 치는 것), 정지하는 것[止](느릿느릿 치는 것)이 

있다. 비(鼙)는 시끄럽게 두드리고 고함치는 것(북을 두드리

31 “이때 접반사(接伴使)로 있던 이공 덕형(李公 德馨)은 명군의 포진(布陣)하는 방식과 병기를 운용하는 모양을 목견(目見)하고는 더욱 그 신묘함에 감탄하여, 

이 책을 명나라 장군에게 간청하여 8책을 얻으니, 이른바 『기효신서』라는 것이다. ⋯ 선조(宣祖)는 이 책을 보시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전법이라고 생각

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한 다음 한결같이 이 방식에 따라 대오를 편성하여”. 이상정(李象鼎) 저·국방연구소 역, 1788:1995, 『병학지남연의(兵學指

南演義)Ⅰ』, ‘이 책에 대하여’.

32 “夫編伍約束 莫如戚繼光之紀效新書 而我國武事 專靠是書”. 『고종실록』, 11년 3월 20일(임술).

33 “鍊兵實紀 則實是防胡大法 車載火器 阻截虜馬 又以騎步 藏在車陣之內 俟其敗北 飛追鏖殺 此其大略也 與我國陣法 亦多符合 所謂車則火車是也 騎步則

騎統 步統是也 誠用是法 則實亦參用祖宗之陣法也 自京中 行此兩法 立其規模 京畿忠淸全羅慶尙四道 則敎以 新書之法 江原黃海平安咸鏡四道 則敎以實

紀之法 一如中朝南北防備之制 亦爲宜當”. 『선조실록』, 37년 12월 16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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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럿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이며, 탁(鐸)은 엄숙히 

정돈시키어[肅整] 지껄이지 못하게 하는 것(정숙히 하며 정

돈하는 것)이다.34

그리고 군문에 쓰이는 다소 음악적 소양이 필요한 태

평소 연주와 같은 것은 다음처럼 군중에서 소질이 있는 사

람을 선택했다.

조라치[吹螺赤] 태평소(太平簫) 연재(鍊才) 제진(諸鎭)의 군중

(軍中)에서 취주에 능숙한 자를 택하여 항상 연습케 한다.

『경국대전』35

그런데 『기효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금고(金鼓)’ 기

(旗)를 내세우고 많은 악기들도 갖춘 군악대 곧 취고수(吹

鼓手)가 있었다.

금고(金鼓) 기(旗) 2부, 정(鉦) 2, 솔발(摔鈸) 2, 바라[哱囉] 

4, 나발[喇叭] 4, 고(鼓) 12, 적(笛) 2, 판(板) 2, 세악(細樂) 

8, 공용(公用) 취고수(吹鼓手) 38명36

또 이들 군악대는 다음처럼 상당한 수준의 군악을 연

주했다.

4. 세 번째 신호나팔

주장(主將)이 일어나 문밖으로 나오면 포를 세 번 쏘고 징

을 두 번 울리면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한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취타를 연주하는 것은 가장 먼저 군

중(軍中)이 화합(和合)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뜻에

서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설(舊說)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장수는 항상 즐거워야 하며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절제하여 그 화합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병학지남 연의(演義)』37

『병학지남』은 선조 때 『기효신서』의 주요내용을 간추

려 우리 군문에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병학지남』과 그 이

후에 이를 해설을 한 것들에서 대취타를 하는 것에 대해 

‘군중의 화합’과 ‘장수의 줄거움’을 위해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소취타38는 오늘날 전문적 군악이라 할 만한 

정도의 음악 연주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악의 변화는 농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적어도 고려 정종 6년(1040) 궁궐에 중국의 나

례(儺禮) 의식이 들어온 이래, 고려시대부터 이미 지방관아

에서 나례들이 이뤄졌고, 섣달 그믐날 그러한 지방관아의 

나례 의식을 한 광대들은 정초에는 민간을 돌며 그러한 나

례적 의식을 ‘매구[魅驅 혹은 埋鬼, 埋怪]’란 이름으로 했

다. 이러한 광대들의 정초의 매구는 우리나라 정초 집돌이

농악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39 나례는 

원래 군례(軍禮)로 궁궐에서도 예조가 아닌 병조에서 담당

했고, 그 담당자도 방상시[方相氏], 진자(侲子) 등의 나례신

들을 앞세우고 타악기들을 두들기는 것이기에 악기들을 다

3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역, 1971, 「오위형명」 『만기요람Ⅱ』, 민족문화추진회, pp.33~34.

35 ‘군사급사(軍士給仕)’. 『경국대전』.

36 “金鼓旗二副 鉦二 摔鈸二 哱囉四 喇叭四 鼓十二 笛二 板二 細樂八 公用 吹鼓手 三十八名”. 「출정기정재도행영 편(出征起程在途行營篇) 제9(第九)」 『기효신서』.

37 “掌三號第四  主將起身出門 放砲三擧鳴金二下大吹打.

  連路吹打 先示其和之意(舊說 將可樂不可憂 樂以節之 使不失其和)”. 이상정(李象鼎) 저·국방연구소 역, 1995, 앞의 책.

38 “대취타·중취타·소취타가 있다. 소취타는 태평소가 2인, 소라 1인, 나발 1인, 대북 1인, 바라 1인의 6인조이고, 중취타는 6인조를 곱하여서 12인조이며, 12

인조를 곱하여 태평소가 8인, 소라 4인, 나발 4인, 대북이 4인, 바라 4인 그래서 24인조가 대취타라고 한다. 그리하여 행진할 때 그들은 취타를 하고 삼현에서

는 길군악을 친다”. 성금련 편, 2014, 『지영희 민속음악 연구자료집』, p.518; 이숙희, 2007, 『조선후기 군영악대』, 태학사, p.270 재인용.

39 손태도, 2012b, 「정초 집돌이농악과 지방관아 나례희의 관련 양상」 『한국음악사학보』 제49집, 한국음악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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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악공들 곧 이른바 군악대들이 했다. 나례 때의 음악

은 군악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악의 변화

는 나례의 변모를 뜻하고, 나례의 변모는 이를 이은 광대들

의 ‘매구’, 곧 정초 집돌이농악의 변모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반 농민들의 농악도 이러한 조선 후기의 군악의 변

화에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군제는 양인(良人) 개병제

(皆兵制)이기에,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1년에 2번씩은 

군사훈련을 했다. 이러한 군사훈련 시 새로이 발전된 군악

을 접하고 일반 농민들도 그들이 모심기나 김매기 때 하던 

두레농악을 발전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이 다

음의 기사가 잘 말해 준다.

상(上)이 말하였다.

“원경하(元景夏) 어사(御使) 때 속공(屬公)한 것은 사중(寺

中) 기치(旗幟)였다. 그런데 지금 이 서계(書啓)에 민간의 징

과 북, 깃발들을 민간에 돌려주자는 요청이 있는데, 민간에 

이런 물건들이 이전부터 있었던가?”

(우의정 송)인명이 말하였다.

“민배(民輩)가 논을 갈고 수확할 때, 모두 이 기구들로 소리

를 내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경하가 당초 이를 금단한 것은 비록 나라를 위해 후환이 

될 것을 우려해서 취한 것이지만, 이것은 지나친 염려입니

다. 인심이 이반(離反)하면, 호미와 고무래, 가시나무 자루

가 모두 도둑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병기(兵器) 없는 것

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본래 민물(民物)이 되어서 

갑자기 속공(屬公)하면 의당 민원(民怨)이 될 것입니다.”

(호남어사 남)태량이 말하였다.

“민물은 결코 속공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상이 말하였다.

“안복준이 (부안)현감과 같은 지위에 있으며 어찌 조각 쇠

를 집으로 가져간단 말인가? 이상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 깃발은 군문(軍門)에서 보통 쓰는 것과 같은가?”

태량이 말하였다.

“모두 쓸모없는 물건이고 또 이미 백 년이 된 민속이어서 금

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명이 말하였다.

“빼앗은 뒤에 내주는 것도 일이 거꾸로 되는 것이므로 진휼

청의 회록(會錄)으로 값을 받아 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인명이 말하였다.

“값을 쳐서 민배에게 주고 주전(鑄錢) 때 사용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당당한 나라가 어찌 백성들의 징과 북을 기다려 이용하겠

오? 그냥 두는 것이 좋겠소.”

<『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11월 17일40>

1737년 전라어사였던 원경하가 전라도 부안에서 두레

농악의 농기와 농악기가 민중들의 반란 시에 군용물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여 모두 몰수해 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전

(前) 부안현감 안복준이 편철(片鐵)로 부수어 착복해 버렸

다. 이듬해 호남 암행어사 남태량이 이 사건을 국왕에게 보

고하자, 이런 논의가 있게 된 것이다.41

이 당시는 이인좌의 난(1728)과 같은 민란이 일어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원경하가 과잉 반

40 “上曰 元景夏御史時 屬公者皆寺中旗幟 而今此書啓 有民間錚鼓旗幟 還給民間之請 民間曾亦有此物乎 寅明曰 民輩耕穫之時 皆以此器 鼓動赴役者也 元

景夏之當初禁斷 雖出於爲國慮患之意 此亦過慮 人心若離 鋤耰棘矜 皆可爲盜 何患無兵器 旣是民物 遽然屬公 則宜有民怨矣 泰良曰 民物決不可屬公 何

以處之乎 上曰 安復駿之作位爲片鐵歸家者 豈不駭然哉 其旗幟 能如軍門恒用者乎 泰良曰 皆是無用之物 而旣是百年民俗 亦難禁止矣 寅明曰 旣奪之後 

出給亦顚倒 自賑廳會錄取直用之 何如 ⋯ 寅明曰 取直而給民輩 鑄錢時用之好矣 上曰 堂堂之國 豈待民之錚鼓而用之乎 置之 可也”.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1월 17일; 이태진, 1989, 「17·8세기 향도(香徒)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진단학회, pp.21~22 참조.

41 신용하, 1984,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pp.16~17. 



89  Son Tae-Do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과 그 풍물사적 의의

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 오늘날의 두레농악

에 비춰 보아 대기(大旗)인 두레기와 이 대기의 명령을 받

는 2개의 영기(令旗), 나발, 태평소, 꽹과리, 징, 장구, 북 등 

군문(軍門)의 취타수와 비슷한 구성을 한 농악패와 이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등 당시의 두레패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광경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레농악을 제대로 갖춘 두레패를 이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것이었기에, 전라어사로 내려간 원경

하가 이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당시 호남어사

로 내려가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조사했던 남태량도 ‘백 년

이 된 민속’이라고 하여 이러한 민속이 생긴 것은 조선 후기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두레농악의 역사는 오래되었겠지만,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며 크게 발전한 것은 조

선 후기였던 것이다.42

이러한 조선 후기 군악의 변모와 발전을 임란 때 승병

으로 있었던 승려들은 직접 겪었던 일이었고, 임란 이후에

도 준관군과 같은 처지들이었기에 그러한 방식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승려들의 조선 후기의 

보다 발전된 군악의 습득은 조선 후기 절걸립패 농악에까

지 이어졌을 것이다.

4. 서민들에 기반한 사찰 경제

조선시대 산릉을 지키는 사찰이나 선왕(先王), 선왕비

(先王妃) 등 왕가의 위패들을 모신 원당(願堂)으로서의 사

찰은 국가나 왕실의 보호와 후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대부

분의 사찰들은 일반 평민들의 불심에 주로 의지해 사찰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중기에 이미 집권 세력이 된 사림 계통의 집권 상

류층은, 다음과 같은 송시열(1607~1689)이 시집을 가는 딸

에게 준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사적(私的)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다.

비손하는 도리라

무당과 소경의 말 듣고 기도하지 말고, 산에 가 빌거나 물

에 가 빌거나 부모 병환에 기도하는 것은 집안의 의논 있거

든 분명 거짓노릇으로 알지라도 집안 의논대로 하야 우기지 

말고 하려니와, 그 외 질병에 마지못하야 하는 것은 그르고 

아니하는 것은 극히 옳으니라.

소경 들여 하는 기도는 마지못하나 무녀와 화랑이 들여 징

치고 장구치고 큰굿하는 집은 분명 상집이니 자손이 오래

지 못하여 상인이 되느리라 ⋯ 절에 가서 시주 불공이란 것

은 더 허무하니 생심도 마라. 

<송시열, 『계녀서(戒女書)』43>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의 일반 사찰은 신도(信徒)

들의 토지를 기부받을 수 없었기에, 사찰은 사찰 유지의 항

구적인 방식이 어려웠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염불계, 칠

성계(七星契), 지장계(地藏契), 불량계(佛糧契), 등촉계(燈

燭契) 등 일반 신도들도 참가하는 계들이 많았는데, 이러

한 계들이 조선 후기의 사찰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

반이 되었다.44 이 중 칠성계는 칠성신이 도교(道敎) 계통의 

신이기에, 불교 외적 존재인 칠성신을 위한 일반 평민들의 

신앙 행위로 불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사찰에서 

이와 같은 계를 수용한 것은 사찰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이러한 일반 평민들의 불심에 자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5. 서민화한 사찰 문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승과(僧科)가 어느 정도 이

루어져 불교에 있어 대덕(大德), 선사(禪師)의 전통이 어느 

42 위 기사와 관계해 그동안 농악이 조선후기에 생겨났다는 논의들도 있어왔다.

43 이필영, 1993. 2, 「조선후기의 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 16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2에서 재인용.

44 한상길, 2006,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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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어졌다. 승과에 선발된 승려는 이후 대덕(大德)이 되

어 사찰 주지(住持)의 승직을 받았다.45 그리고 선종의 경우 

선사(禪師), 대선사(大禪師), 도대선사(都大禪師), 교종의 경

우 대사(大師), 도대사(都大師)의 길을 걸었다. 임란 때 승병

장들이었던 휴정과 유정도 모두 이 승과 출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승과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

았다. 따라서 승려들 사이에서 대덕이나 선사의 존재는 공

식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웠다. 또한 승려의 신분을 보장하는 

호패나 도첩도 군공이나 부역에의 기여 여부로 주어졌기에, 

일반 유민(流民)들도 승려가 되어 사찰에 많이 들어갔다. 

그 결과 조선 후기의 사찰문화는 전반적으로 일반 서민의 

문화방식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찰의 서민화 경

향은 외형적 형태로는 사찰 전각(殿閣)들에서 산신각, 칠성

각, 독성각(獨聖閣)46 등의 존재들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불교 외적인 것들로 분명 민간신앙 계통의 것들이었다. 이

들이 불교 전각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이들이 사

찰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600년대 후반이므로47 이들

이 사찰 전각들로 일반화된 것은 조선 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교종이나 선종에 비해 염불이 중시되었

다. 대중불교의 방식이 사찰에 많이 도입된 것이다.

심지어는 사찰에 다음과 같은 이른바 ‘땅설법’이란 잡

희까지 있었다 한다.

여기에 소개(紹介)되는 삼회향(三回向)도 회향(回向)의 뜻

을 가지지만 이 삼회향(三回向)은 잡희적(雜戱的) 회향(回

向)을 말하는 것이니, 정식재회(正式齋會)가 끝난 뒤에 연진

(演進)하는 말하자면 파장노리인 것이다. 노리의 성격으로 

볼 때 “땅설법(說法)”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 삼회향(三回向)노리는 법당(法堂)안에서 장삼(長

衫)이나 가사(袈裟)를 입고 의궤(儀軌)에 따라 실시(實施)

하는 재식(齋式)이 아니라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엉터리 재

담(才談)이나 덕담(德談), 축원(祝願) 등을 하는 노리적 법

석(法席)이기 때문이다. ⋯

1. 재(齋)가 끝난 다음 법당(法堂) 앞뜰에 자리를 펴놓고 

대중승(大衆僧)들은 물론 재자(齋者)까지도 둘러앉는다. 

이때만은 공양주(供養主) 별좌(別座) 부목(負木) 등(等)도 

참가한다.

① 재담(才談) 과정(過程)

⋯ 그 가운데 글자 넉자가 있는데 무슨 글자가 있는고 하니 

상평통보48라 하였는데 ⋯ 우리도 한번 놀고나 갑시다.

④ 잡희(雜戱) 과정(科程)

“온 대중(大衆)이 얼굴에 분식(粉飾)을 하고 가장(假裝)을 

해서 각인각기(各人各技)를 연출한다. 각자(各自) 자기의 소

임을 나타내는 도구(道具)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며 끝판

에는 온 대중(大衆)이 한테 어울려 춤을 신나게 춘다”

⋯ 합장배례(合掌拜禮)하면서 피차(彼此) “성불하십시오”라

는 인사(人事)말로서 끝을 맺는다.49

원래 대중적 연희와 거리가 먼 불교계에서도 이렇듯 

조선 후기 서민 불교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승려들이 서민들

이 좋아하는 이러한 잡희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 후기 절걸립패 성립과 관계되는 것들

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든 것만으로도 조선 후기

45 매 3년마다 교종 20명, 선종 20명을 뽑았다.

46 “독성(獨聖)이란 스승없이 혼자 깨우친 성자(聖者) 즉 독수선정(獨修禪定)을 말하고 중국 천태산(天台山)의 나반존자(那畔尊者)가 그 같은 독성(獨聖)이라 신

앙하고 있으나 한국 사원에서 독성이란 단군신앙(檀君信仰)의 불교적 전개라 볼 수 있다. 이의 불교적 수용(受容)도 산신(山神)이나 칠성(七星)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윤식, 1983, 「한국 사찰내의 여러 전각의 형성」 『한국의 미13 - 사원 건축 -』, 중앙일보사, p.177.

47 김낙현, 2000, 「한국의 토속신앙이 사찰건축의 배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신, 독성, 칠성 신앙을 중심으로 -」,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48 숙종 4년(1678)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894년 주조가 금지된 뒤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화폐.

49 최정여, 1976, 「사원잡희 “삼회향”(속칭·땅설법)」 『도남(陶南) 조윤제박사 고희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pp.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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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절걸립패 풍물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던 일정한 사정들

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오늘날 절걸립패 풍물의 전승 양상

조선 후기에 절걸립패 풍물이 성립된 것은 앞서 소개

한 해남 대흥사, 남해 화방사(1744), 장흥 보림사(1787), 구

미 대둔사(1802),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 등의 문헌

기록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늘

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절걸립패 계통 풍물이나 풍물요소들

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러한 조선 후기의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을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알아본다.

조선 후기의 절걸립패 풍물은 사찰이 있는 모든 곳에

서 곧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그러한 사실은 앞으로 조사가 

진척되면 될수록 실제적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필자가 조

사·연구한 절걸립패 풍물의 모습들을 제시해 본다.

1. 김천 빗내농악50

1) 빗내농악의 유래

빗내농악의 상쇠 계보는 다음과 같다.

제1대 정재진 - 제2대 이군선(1868년생)51 - 제3대 유삼만 - 

제4대 우윤조 - 제5대 이남문 - 제6대 김홍엽(1922년생) - 

제7대 한기식(1933년생) - 제8대 손영만(현 상쇠, 1964년생)52

이 중 정재진은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산12번지에 있

는 수다사(水多寺)의 승려였고, 이군선은 무을면 오가리

에서 살았으며, 이남문도 역시 무을면 오가리에서 살다가 

6·25 이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光川里, 빗내)로 이사했

다. 현재 빗내농악은 그 원조를 수다사의 승려 정재진에 두

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일대에서는 “정재진 나고 매구 나고, 

엄복동 나고 자전거 나고, 안창남 나고 비행기 났다”란 말

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또 ‘수다사의 쇠북’이란 말도 전해

지고 있는데, ‘북을 반쯤 가르니까 징이 되고, 징을 같이 붙

여 놓으니까 북이 되더라’는 것이다.53 이것은 절에 걸린 쇠

북을 반으로 잘라 징을 만들고, 나중에는 다시 붙여 쇠북

50 여기에는 손태도가 앞서 조사·연구한 2012a, 「조선후기 절걸립패와 빗내농악의 관련 양상」 『풍물굿 연구』 제2집, 한국풍물굿학회의 내용이 많이 활용되었다.

51 금오문화연구소, 2002, 『무을풍물』, 무을풍물단, p.68.

52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한국의 농악 –영남편 -』, 수서원, p.131.

53 박혜영, 2007, 「감천 유역 마을굿의 전승맥락과 빗내풍물의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사진 1.   수다사의 ‘무을풍물비’.

사진 2.   경암사(瓊巖寺) 쇠북(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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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돌렸다는 것으로 역시 수다사에서 그 일대의 풍물

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현재 구미시의 무을농악과 김

천시의 빗내농악에 정재진이란 승려가 관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수다사에는 ‘무을풍물유래비’란 빗돌이 

2002년에 세워졌다. 이 비에는 무을 일대의 마을들에 원래

의 풍물들이 있었는데, 수다사의 정재진이 이를 중흥시켰

으며 이러한 무을풍물은 “농경농사굿 형식보다 모의 군사

적 싸움굿 성격이 우세하여 구미, 선산은 이를 것도 없고, 

김천, 금릉 및 상주 일대의 풍물의 본향(本鄕)이라 할 수 

있다”란 말이 새겨져 있다.54

이에 대해 석대권이 “무을풍물이 수다사 승려 정재진

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나, 단순히 쇠가락만 주민들에게 

전승하였는지 판굿의 연행내용도 전하였는지 의문이다”라

고 하고 있듯,55 정재진이 어떻게 이 일대의 풍물에 관계했

느냐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기식(제7대 상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젤 두목이 정재진이라. 그 분이 그래 거 나와가

지고 그래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 분이 전국을 댕기면서 이

제 절에서 나왔기 땜에 이제 구걸하러 댕기면서 그래 꽹과

리 쳤는기라.56

손영만(현 상쇠)도 ‘수다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재

진이 주동이 되어 5~6명의 승려들이 매구를 쳐 걸립을 했

다’고 했다.57 이 이야기를 과거 빗내농악의 단장이었던 이

정택에게서 들었고, 윗대 상쇠인 김홍엽에게서도 같은 이

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이정택과 같은 마을(황새골)에서 

살았던 김정길은 역시 이정택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정재

진이 매구를 잘 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수다사에서 김천

으로 나갈 때 중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매

구를 배웠다’고 한다.58

앞서 노상추(盧尙樞, 1746~1829)의 『노상추일기』를 

통해 그가 1802년 11월 29일 현재 구미시 옥성면 복우산

의 대둔사에 도착했을 때, 그 절 승려 삼십여 명이 18일 동

안 절걸립을 하고 온 사실을 소개하였다.

수다사는 대둔사와 같이 직지사(直指寺)의 말사(末

寺)로 현재 같은 구미시에 있으며, 현재의 포장도로에 승용

54 2012년 5월 28일 수다사 방문조사.

55 금오문화연구소, 2002, 앞의 책, pp.64~65.

56 박혜영, 2007, 앞의 논문, p.14에서 재인용. 

57 2012년 5월 28일 현지 면담조사.

58 김정길(1934년생, 과거 빗내농악의 북수), 이학구(1934년생, 과거 빗내농악의 소고수). 2012년 5월 28일 현지 면담조사.

사진 3.   빗내농악의 대북 연행1 

(대북을 ‘벅구’라고 하고, 양손에 북채를 잡고 친다).

사진 4.   빗내농악의 대북 연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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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달릴 경우 20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대둔사

는 “⋯ (고려) 제25대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

하여 다시 세웠다. 조선시대 선조 39년(1606)에 유정(惟政)

스님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승병 

만 명을 훈련시키며 머물도록 크게 지었으며, 암자가 10여 

개소가 된다”란 사찰 안내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과거 

대규모 승병들이 주둔했던 곳이다.59 그러므로 임란 당시 승

병들이 주둔했고, 그 맥락에서 승려들만으로 된 혹은 승려

들이 주동이 된 절걸립패가 대둔사에 있었다면, 여기 저기 

떠도는 승려들의 성격상 가까운 수다사의 승려들도 과거 

대둔사와 같은 절걸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정재진에 

대해서 법명보다 본명으로 알려지며 지금도 이 곳 사람들

은 ‘김천시 남면 부상리 출신’이라고 하고 있듯60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에, 그가 지닌 매구 기능을 전수받는 것도 그 일

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현재의 빗내농악은 절걸립패의 

상쇠였던 정재진에 의해 보다 새롭게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

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듯, 빗내농악은 일반 농촌마을 풍

물에 흔히 있는 ‘농사풀이’ 같은 요소가 전혀 없고, 군사적 

요소나 불교적 요소 같은 보다 전문적인 풍물들로 이뤄져 

있는 것이다.

2) 빗내농악의 연행 내용

(1) 양손으로 치는 대북(벅구)

불교에서는, 『법화경(法華經)』 「서품(序品)」에 “큰 법

라(法螺)를 불고 큰 법고(法鼓)를 두드린다”61라는 말이 있

듯, 일찍부터 법고 곧 북을 중시했다. 이후 후세 사람들도 

부처님의 말씀이 북소리처럼 퍼져 나가게 한다 하며 북을 

중시했다. 심지어는 근래의 일이겠지만, 불교의 재에 많은 

소고들이 장엄 설치물들로 공중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런데 불교의 법고는 북채를 양손에 잡고 두드린다. 그 

점이 민간에서 북채 하나로만 북을 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빗내농악은 과연 대북을 ‘벅구[法鼓]’라고 하며62 두 개

의 북채로 친다. ‘벅구’ 곧 ‘법고’는 풍물에서는 소고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지역들이 많지만(평택, 안성, 이천, 임실, 남원, 

전주, 이리, 청도, 진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등)63 전남 강

59 이 안내문은 “(대둔사) 의승(義僧) 만여 명을 운집(雲集)하여 의국법회(義國法會)를 열으시고 국정(國政)과 자가(自家)에 충성을 다 하여 오시다”. 정영호, 

1968, 『선산지구 고적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집, p.270 등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60 “빗내농악은 부산(?)출신이라고 전해지는 정재진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하며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앞의 책, p.130.

 황진일(1935년생, 무을풍물 단장), 박원용(1947년생, 무을풍물 상쇠). 2012년 5월 28일 현지 면담조사. 

61 吹大法螺擊大法鼓.

62 서영태(1941년생, 빗내농악 고문), 김정길(1934년생, 전 빗내농악 북수), 황진일(1935년생, 무을풍물 단장), 박원용(1947년생, 무을풍물 상쇠), 손영만(1964

년생, 상쇠). 2012년 5월 28일 현지 면담조사.

63 여기까지는 정병호, 1986, 앞의 책, p.37.

사진 5.   불교의 법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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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군동면 화방마을에서도 큰북을 ‘벅꾸’라 하고 있고,64 

강원도 홍제 농악에서도 법고와 소고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교 쪽 입장에서 보면 크든 작든 북은 

모두 법고라 할 만한 것이고, 그 크기로 인해 손에 들 정도

의 작은 것을 소고라 한다면 실제 큰북을 법고라 하는 것

이 보다 원래적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경기·충청의 웃다리농악, 전라도의 좌·우도농악 등 

보다 전문화된 농악들은 북보다 장구가 중시된다. 그래서 

그 순서도 장구 다음에 북이 오게 된다. 심지어는 이리농악

의 경우는 북이 아예 없는 편성으로 되어 있다.65 반면 빗

내농악은 대북 다음에 장구가 와 북이 더욱 중시된다. 또 

대북을 여전히 불교적인 명칭인 ‘벅구’라 하고 있고 그 연

행 방식도 불교에서처럼 양손에 북채를 잡고 치고 있다. 빗

내농악의 이런 점들은 정재진이 전했다는 절걸립패의 풍물 

방식과 관계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66

(2) 판굿 -잿북

‘잿북’은 불교의 재(齋)와 관계되는 명칭이다. 연행 방

식도 소고잽이 2명만 나와 양팔을 수평으로 들고 소고와 

북채를 수직으로 세워 춤을 추며, 나중에는 소고와 북채를 

땅에 놓고 앉아 서로 마주 보며 손으로 수박치기를 하는 

것이 불교 재의 작법 중 나비춤이나 바라춤 등을 연상시킨

다. 절걸립패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손영만의 말에 따르면,67 지금은 빠른 장단들을 치며 

이 놀이를 빨리빨리 진행시키지만, 원래 이 놀이는 느린 장

단으로 시작되기에 실제 소고수 2명의 춤이 불교의 작법과 

64 송기태·엄수경, 2003, 앞의 논문, p.322.

65 정병호, 1986, 앞의 책, p.34.

66 현재 진도에서도 양손으로 북을 치고 있는데, 그 유래를 ‘모방구 기원설’, ‘농악 기원설’, ‘장구 대용설’ 등으로 잡고 있다. 이윤선, 2009, 『진도의 농악과 북놀

이』, 국립남도국악원. ‘3. 진도 북놀이와 북춤, 그 생성과 변화에 대하여’; 진도에서도 이러한 북놀이 등을 ‘벅구놀이’라 하고 있는 만큼(김현숙, 2009, 『진도의 
농악과 북놀이』, 국립남도국악원. ‘1. 음악과 문화로서의 진도농악’) 진도의 양손으로 북을 치는 방식도 여기에서와 같은 절걸립패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바라

볼 필요가 있다.

67 손영만(1964년생. 상쇠). 2012년 5월 28일 현지 면담조사.

사진 6.   불교의 법고2(홍윤식 글·석선암 사진 1991: 91).

사진 7.   영산재의 나비춤.

그림 4.   잿북 연행(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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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한다.

(3) 영산다드래기

해남 대흥사 절걸립패의 주요 연행물은 다음에 보듯, 

‘영산다라귀(영산다리굿)’와 ‘판귀(판굿)’이다. 그러므로 ‘영

산다라굿’68 곧 빗내농악의 ‘영산다드래기’는69 절걸립패 풍

물에서 주요한 한부분임이 확실하다.

“각 편 치도(緇徒) 문안(問安)이요.”

각기 한 번 절한다. 다음으로 영산다라굿을 하고, 다음으로 

판굿을 한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70

실제 ‘영산’은 불교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영산은 ‘영산회상(靈山會相)’에서 나온 것이다. 

영산회상(靈山會相)은 또한 영취산(靈鷲山)에서 석가모니

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說法)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영산회상’을 좁은 의미로는 영취산에서

의 석가모니불의 『법화경(法華經)』 설법의 법회로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석가의 교설(敎說) 또는 불교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징적 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석가모니불을 봉안하

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러 불보살(佛菩薩)과 

불제자(佛弟子), 호법선신(護法善神)들을 그린 영산회상 탱

화(幀畵)를 그 석가불의 후불탱화로 안치하고 있다.71 ‘영취

산에 모여 있는 모양’ 곧 ‘영산회상(靈山會相)’을 구현해 놓

은 것이다. 그리고 실외에서는 영산회상 탱화를 내다걸고 

그 자리에 영산회상을 구현하는 재(齋)를 열곤 했다. 이러

한 재의 대표적인 것이 사자(死者)의 명복(冥福)을 비는 영

산재(靈山齋)인데, 불교문화에서 원래 이 영산재는 모든 재

(齋)의 중심이었다. 또 이러한 영산재에서 구원받는 망자들

을 ‘영산’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영산다드래기’는 원래 어떤 것과 관계된 것

일까? 영산회상을 구현한 것일까? 영산재와 같은 형태로 망

자를 구원하는 것일까? 단지 죽은 망자들인 영산과 관계되

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설명과 풍물대원이 2열 종대로 서

서(원래는 서로 반달 형태로 약간 둥글게 마주 섰다 한다)72 

서로 싸우는 듯한다는 손영만의 설명으로 보아 죽은 영혼

68 영산다드래기의 ‘다드래기’는 그냥 장단을 빨리 친다는 것에 그치는지 불교의 ‘다라니(多羅尼)’ 곧 범어로 된 주문을 빨리 외우는 것과도 관계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뭐라 하기 힘들다.

69 빗내농악의 대체적인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골매기굿, 질굿 - 2.문굿(문굿, 정적궁이) - 3.영풍굿 - 4.판안다드래기, 소리굿 - 5.기러기굿(기러기굿, 소

쩍굿) - 6.허허굿 - 7.쌍둥이굿(쌍둥이굿, 오방진굿) - 8.판굿(채굿, 잿북) - 9.영산다드래기 - 10.진굿(가세진굿, 홑진, 접진, 팔자진, 대진풀이, 도둑잽이굿) - 

11.상사굿. 김천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에 실린 김천 빗내풍물 연행 순서와 내용. 박혜영, 2007, 앞의 논문, p.138에서 재인용. 

70 “各便緇徒 問安이요/ 各一拜, 次作 靈山多羅鬼 次坂鬼하다/ 夕飯食堂”. 황도훈, 1991, 앞의 책, p.36. 

71 홍윤식, 1991, 「영산회상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 손영만 증언.

사진 8.   영산재의 나비춤2(홍윤식 글·석선암 사진 1991: 82).

A B

그림 5.   ‘영산다드래기’연행(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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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특히 전투로 죽은 영혼들을 천도하는 영산재와 가까운 

풍물놀이가 아닌가 한다.

이열종대로 마주보고 선다. 상쇠가 나가서 영산다드라기 매

구를 치면서 이열 중앙으로(대북앞) 나가서 원으로 돌아서 

소고 끝쪽, 이열종대의 중앙에 와서 선다(그림 5A). 종쇠는 

중앙으로 나가 원으로 돌다가 다시 수북 쪽 이열 중앙에 가

서 선다(그림 5B). 상쇠와 종쇠가 이열 중앙 끝쪽에서 맞서

고 전대원이 중앙으로 뛰어들면서 두 번 돈다. 이때 서로 양

편이 왔다 갔다 한다.

매구는 판안다드라기가 끝나면 종쇠가 원자리로 간다. 상쇠가 

매구를 그친 다음 잦은 가락을 치면서 다시 원형을 만든다.73

영산다드래기에서 마지막에 크게 원을 돌며 마치는 

것도 영산재의 마지막에 ‘도량돌기’라 하여 사부대중이 행

사장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도는 것과 관련되는 듯하다. 

(4) 진굿

진굿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듯, 군사진법 놀이다.

11. 진굿(가세진굿, 홑진, 접진, 팔자진, 대진풀이, 도둑잽이굿)

진굿은 군사굿의 특징을 보여주며 상쇠와 종쇠가 두 패로 

나누어 진을 치고 노는데, 이는 격전을 벌여 적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쇠가 진을 풀면 모든 풍물꾼들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기뻐하며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구며 춤을 춘다.74

군사진법 놀이라고 해서 절걸립패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소개했듯이 조선은 임란 때부터 

당시 원군(援軍)으로 왔던 명나라의 전법을 거의 전격적으

로 수용하여 북방의 오랑캐를 위해서는 명나라 장수 척계

광(戚繼光)의 『연병실기(練兵實紀)』의 법을 쓰고, 남방의 

왜구를 위해서는 역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법

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기효신서』에는 조선 전기 오위(五

衛) 체제에서는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음악을 연주하는 취

고수(吹鼓手)들이 있어서 조선 후기에 들어 군문(軍門)에는 

취고수란 새로운 군악대가 성립되었다. 이들 취고수들이 길

군악이나 대·중·소 등의 취타 음악을 연주한 것이다. 이러

한 사정은 명나라 군이나 관군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활동

을 했을 승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승군들에게도 

이러한 음악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러한 음악이 절걸립

패의 음악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풍물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사진법 놀이를 하는 것이 임란 이후에는 

승려들에게도 새삼스런 것이 아니었다.

진굿 마지막 부분에서 빗내농악에서는 상쇠가 “어이 

각항치배 관포하였느냐” 한다고 한다.75 해남 대흥사 절걸립

패의 문서인 ‘설나규식’에는 이를 “각편치도(各便緇徒) 문

안(問安)이요”76 하고 있다. ‘치도(緇徒)’는 곧 ‘승려들’이다. 

그러면 ‘치배’도 ‘치배(緇輩)’로 역시 ‘승려들’일 수 있다. ‘치

배’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악기 연주자’란 뜻 이외에도 

이제는 이런 뜻도 새로이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77 

그리고 해남 대흥사 절걸립패의 문서인 ‘설나규식’에

는 자신들의 걸립 풍물을 ‘군고(軍鼓)’라고 했고, 실제 그 

내용도 군사행위의 방식들로 소개하고 있다. 승병들도 군사

들이었으므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빗내농악의 군사진법 놀이도 역시 절걸립패적 

요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행 내용들로 보아, 빗내농악에는 지금도 상

73 한국향토사연구전구협의회, 1997, 앞의 책, p.127.

74 박혜영, 2007, 앞의 논문, p.138. 

75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앞의 책, p.128.

76 황도훈, 1991, 앞의 책, p.36.

77 이에 대해서는 박흥주도 이미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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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 절걸립패 풍물의 요소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2.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의 ‘버꾸놀이’

1) 수군(水軍) 승영(僧營) 흥국사(興國寺)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이 있던 여수에 있는 흥국사는 

여느 사찰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임란 때 수군에도 승병

들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작년(1592) 8·9월 사이에 근처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여

러 절에 숨어있는 승도(僧徒) 및 병적에 들지 않고 놀고 있

는 자를 적발하여 석주도탄(石柱陶灘), 두치(豆恥) 등지에 

나누어 파수 보도록 신칙(申飭)하였더니, 승도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들어 한 달 이내에 4백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중에 용맹과 지략 있는 순천(順天)의 승 삼혜(三惠)를 시

호별도장(豺虎別都將)으로, 고흥(高興)의 승 의능(義能)을 

유격별도장(遊擊別都將)으로, 광양(光陽)의 승 성휘(性輝)

를 우돌격장(右突擊將), 광주(光州)의 승 지원(智元)을 양

병용격장(揚兵勇擊將)으로 정하였다.

<『이충무공전서 상(上)』, 권3, ‘분송의승파수요해장(分送義

僧把守要害狀)78>

특히 여수반도에 있는 흥국사는 임란 이후에도 300

명의 수군 승군이 상존했는데,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은 

흥국사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729년 ‘봉황대루 상량문’; 승군대장 3명, 승병 300여 명

1780년 ‘선당수습 상량문’; 승장 3인과 300여 명

1812년 ‘심검당 상량문’; 300명79

그래서 이병연(李秉年)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

覽)』(1929)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흥국사: 임진란 다음 승군 3백을 두어 방(防)을 지키게 하였다.

<여수군 사찰조>80

이에 대해 1950·60년대에 흥국사의 주지를 지낸 월초 

박상종 스님(1893년생)의 수양 손자인 박만식(1937년생)은 

일제강점기까지도 흥국사에는 57개의 암자에 300명의 승

려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부에게 들었다 한다.81

이러한 대규모 승군이 조선 후기 내내 있었던 흥국사

는 사찰 중건,82 중수, 새로운 암자 설립, 군량미 확보 등의 

여러 사정으로 잦은 절걸립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

다. 그래서 박흥주는 흥국사의 경우 김경연, 월초 박상종 

78 진옥(眞玉) 편저, 1989, 『호국의 성지 흥국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영취산 흥국사, p.194에서 재인용.

79 진옥(眞玉) 편저, 1989, 앞의 책, p.86.

80 진옥(眞玉) 편저, 1989, 앞의 책, p.193에서 재인용.

81 박상종 스님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일찍 죽어 박씨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박만식이 수양 손자가 되어 지금도 그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박상종 스님의 수양 손자 박만식 선생님(1937년생)에 대한 면담조사. 흥국사에서 10리 떨어진 여천군 잔여리 출생, 30살 이후에는 흥국사 밑의 마을에서 살

았음(일시: 2014. 3. 22(토), 장소: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계동 자택, 자료보존: 녹음).

82 흥국사는 정유재란 때 전소되어 다시 중건되었다.

사진 9.   흥국사 대웅전 앞의 ‘심검당(尋劍堂)’ 

(심검당은 인조 2년(1624)에 창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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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지 스님 자신들이 절걸립을 직접 주도했음을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고하고 있다.

흥국사에는 스님들로 구성된 매구패가 있었다. 절의 불사를 

위해 크게 걸궁을 마지막으로 일으킨 것이 1922년경이었다. 

당시 “흥국사에서 절을 짓기 위해 흥국사매구가 났다” 하

여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일원 사람들이 구경을 나갔다

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1995. 8. 4. 김종연(남, 80세); 제보

자 김종연이 7~8세 되던 해에 흥국사매구를 구경하러 매구

패를 따라다녔다고 한다).

흥국사매구가 걸궁을 나가기 위해 흥국사스님 60여명이 2달

간 흥국사 대웅전 앞 중정(마당)에서 연화상(속명: 김경연)

이란 분의 지도를 받았는데, 연화상은 굿문서를 놓고 가르

쳤다고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매구패를 결성하여 삼

산면 일원을 한 달이 넘게 다니며 걸궁을 했던 것이다. 이때 

매구패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쇠: 묘도단골(이름 미상)

중쇠: 월초스님(속명: 박상종, 계사생)

삼쇠: 이근우

끝쇠: 배구직83 

여기서 김경연은 「흥국사사적 참고문」에 보면 1914년 

주지였음이 밝혀져 있고, 실제 중쇠가 되어 꽹과리를 쳤던 

월초 박상종도 이후 17년간 주지를 했다.84 월초 박상종은 

이후 매구 전통을 월암스님에게 넘겼다고 한다.85

이러한 사정으로 흥국사 일대 지역에는 흥국사를 비

롯한 그 일대 사찰들의 절걸립이 잦았을 것이고, 그 일대의 

풍물들에도 이러한 절걸립패 풍물들의 요소들이 상당수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가 그 일대 지역들

의 ‘버꾸놀이’다.

2)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의 ‘버꾸’와 ‘버꾸놀이’

여수, 강진,86 장흥, 광양 일대에서는 이른바 큰북을 

‘버꾸’라 한다. ‘버꾸’는 대체로 불교의 ‘법고(法鼓)’에서 나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의 현지조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87

그래서 1980년 광양군 광양읍 교촌리 우산리 농악을 

조사한 이보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흔히 다른 지역에서

는 소고를 벅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른바 큰북을 벅구

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수벅구: 북은 5개 내지 8개를 쓴다.

수북이라 하지 않고 수벅구라 부른다. 다른 지역에서 제1소

83 박흥주, 2007, 앞의 논문, pp.211~212.

84 월초 박상종은 사월 초파일날 재에서 바라춤 같은 것도 아주 잘 추었다 한다. 수양 손자 박만식 증언.

85 박흥주, 2007, 앞의 논문, p.212.

86 쇠, 쟁쇠, 장구쇠, 북쇠(벅꾸), 소구쇠. 송기태·엄수경, 2003, 앞의 논문, pp.322~323.

87 오병식 님(1939년생) 면담조사(일시 : 2014. 3. 10(월), 장소 :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마을회관), 박계홍(朴桂洪) 님(1940년생) 면담조사(일시 : 2014. 3. 

22(토), 장소 :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서귀수(徐貴洙) 님(1937년생) 면담조사(일시 : 2014. 3. 22(토), 장소 :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도실마을 자택, 

자료보존 : 녹음), 박만식 님(1937년생) 면담조사(일시 : 2014. 3. 22(토), 장소 :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계동 자택, 자료보존 : 녹음), 양일주 님(1936년생)·양

향진 님(양일주 님의 아들) 면담조사(일시 : 2014. 3. 22(토), 장소 : 광양군 광양읍 자택, 자료보존 : 녹음).

사진 10.   왼쪽부터 버꾸1, 버꾸2, 소리북, 농악 쐐기북 

(강진 화방마을 농악 물품 창고에 있는 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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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를 수벅구라 하는데 다르다. 고깔에 농악복색이다.

수방구 : 수벅구라 하지 않고 수방구라 한다. 고깔에 농악

복색이다.88

또한 강진군 화방마을, 장흥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북

을 소리북과 같은 징못들이 박힌 북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

다 한다.89 실제 화방마을에 남아 있는 농악기들에서 북들

을 보면, 과거 버꾸로 쓰인 북들은 지름과 높이가 31×21㎝, 

36×25㎝ 등으로 형태는 오늘날의 소리북(41×27㎝)과 같

은 형태지만,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군

악 취타대의 용고(龍鼓) 정도의 크기다. 흥국사의 승려들

이 승군들로 군대 편제를 하고 있었다면, 행진 때 사용하던 

용고와 같은 북이 절걸립 때는 ‘법고’로 불리며 풍물연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에서 버꾸는 북끈을 왼팔 

위에 묶고 치거나(여천군 돌산읍, 광양), 목에 감고 치거나

(여천군 잔여리), 왼쪽 어깨에 매고 치거나(강진군 화방마

을) 그 일대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이른바 큰북

을 ‘버꾸’라고 하고, 그 치는 법도 북 복판이나 북통을 치는 

다른 북들과 달리 북의 테두리를 많이 치는 것이 사찰의 

법고의 연주방식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이 일대에서 ‘버꾸놀이’에 꽹과리, 징, 장구, 소고 등 

다른 악기들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역시 주된 것은 북만 

독립적으로 치는 버꾸놀이다.

절걸립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공

연예술적 성취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냈을 것이다. 그리고 

88 이보형 외, 1980, 『전라남도 국악실태조사』, 문화재관리국, p.98.

89 “장흥에서 쓰는 북은 농악용으로 제작된 북보다 소리북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소리의 울림판인 가죽부분을 울리기도 하지만 둥근 나무통의 모서리를 쳐 

장단을 많이 맞추기 때문이다”. 장흥문화동호인회, 1998, 『장흥의 버꾸농악』, p.35.

사진 11.   강진 화방마을의 ‘버꾸’.

그림 6.   취고수, ‘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 김홍도(1786)(국립국악원 편 

2002: 42)’.

사진 12.   광양의 양일주 님(광양군 광양읍 용강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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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으로 흥국사를 비롯한 일대의 사찰들에서의 절걸립

패의 버꾸놀이가 일반의 풍물들 속에서도 ‘버꾸놀이’란 이

름으로 주요한 풍물놀이의 하나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 등 이른바 ‘버꾸놀이’ 풍물권의 

버꾸놀이는 이 일대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흥국사 등의 사찰

들에서의 절걸립패 활동의 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경기·강원·충청 일대의 고사소리

고사소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농악대의 고사소리, 

광대들의 고사소리, 절걸립을 했던 승려들의 고사소리 등 

많은 자료들이 조사·소개되었다.90 지역별로는 류종목이 

중부·관동지역의 걸립노래, 영남지역의 지신밟기노래, 호남

지역의 걸궁노래로 분류했다.91 중부·관동지역 곧 경기·강

원·충청지역을 고사소리에 있어 같은 지역으로 본 것이다. 

손태도는 경기·강원·충청 일대의 절걸립패 계통, 부산·경

남 일대의 성주굿 계통, 전라도 일대의 광대 고사소리 계통

으로 나누었다.92 최자운은 경기·강원·충청지역의 고사덕

담유형, 영남지역의 성주풀이유형, 경기·강원·호남·영남 지

역에서 산견되는 혼합유형으로 나누었다.93

이러한 조사와 연구는 중부·관동지역의 걸립노래라 

하든, 경기·강원·충청 일대의 절걸립패 계통이라 하든, 경

기·강원·충청지역의 고사덕담유형이라 하든 모두 경기·강

원·충청지역을 고사소리에서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강원·충청지역의 고사소리는 다음과 같

이 시작된다.

국태민안(國泰民安) 법륜전(法輪轉)

시화연풍(時和年豊) 연년(年年)이 돌아든다

이씨한양(李氏漢陽) 등극시(登極時)

삼각산(三角山) 기봉(起峰)하야

봉학이주춤 생겼구나

학을눌러 대궐짓고

대궐앞에 육조(六曹)로다94

‘국태민안(國泰民安) 법륜전(法輪轉)’이란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은 ‘법주사 대웅보전 중수(重修) 상량문(上樑文)’

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불교에서 국가와 국민을 축원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불교 계통의 말이 분명한 것이다.

봉위(奉爲) 주상전하(主上殿下) 수만세(壽萬歲) 왕비전하

(王妃殿下) 수제년(壽齊年) 세자저하(世子邸下) 수천년(壽

千年) 국태민안(國泰民安) 법륜전(法輪轉)

<법주사 대웅보전 중수 상량문, 1618>95

또 ‘이씨한양(李氏漢陽) 등극시(登極時)’라 하여 바로 

조선시대로 들어간다. 이것은 멀리로는 신라 화랑의 산천제

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를 광대 고사소리 계통이 다음처럼 

‘천지배판풀이’, ‘산천풀이’, ‘치국풀이’, ‘지세풀이’ 등을 길게 

부르며96 고조선, 신라, 백제, 고려 등을 거쳐 비로소 조선시

대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 절걸립패 고사소리는 조선 후

기에 시작되었기에, 바로 조선시대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90 한만영, 1990, 앞의 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한국 구비문학 대계』(전질).

 정병호, 1986, 앞의 책. ‘Ⅲ 농악관계자료 1. 사설’.

 이보형, 1997, 「이보형채록 ‘고사소리’」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등이 대표적이다.

91 류종목, 1990, 『한국 민간의식요 연구』, 집문당.

92 손태도, 2003, 앞의 논문.

93 최자운, 2006, 「농악대 고사소리의 지역별 특성과 변천 양상」,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1~119.

94 한만영, 1990, 앞의 논문, p.125. 

95 문명대 외, 2011, 앞의 책, p.399. 

96 손태도, 2003, 앞의 책,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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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설고설 고사로다/ 섬~ 겨드리고 가자 고사로다

하늘에는 삼십삼천/ 땅~ 에는 이십팔수

하도낙서 벌였는데 

산지조종은 골융산이요/ 수~ 지조종은 황하수라

골용산 일지맥이 뚝떨어져서

흔들거리고 내려오다/ 백두산 상봉이 생기시고

백두산 일지맥이 뚝떨어져서

주춤거리고 내려오다/ 송도 송악산이 생기시고

송도라 송도개경은/ 왕건태조가 치국을 잡으시고

두번개국을 잡으시니/ 평안도라 평양치국을 잡으시다

기자단군이 치국을 잡으시니97

또 이른바 절걸립패 고사소리는 부산·경남 일대에 전

승되는 이른바 성주굿 계통 고사소리와도 많이 다르다. 성

주굿 계통 고사소리는 ‘성주굿’과 같은 무가(巫歌)에서 나

온 고사소리이기에, 성주신이 태어나 고난을 겪고 집을 짓

는 업적을 남긴 뒤, 성주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같은 서사적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경기·강원·충청지역의 고사소리가 현재 

농악대나 남사당패 계통 사람들에 의해서도 불리지만, 절

걸립패 계통으로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긍할 만한 일이

다. 그것은 우선, 앞서 본 것처럼, ‘국태민안(國泰民安) 법륜

전(法輪轉)’이란 불교적 사설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날 남아

있는 이러한 고사소리는 과거 절걸립을 했던 승려들이 가

장 완벽하면서도 긴 고사소리를 전승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관악산 삼막사(三幕寺)의 승려였던 박청해(朴淸

海, 1906년생)와 서울 봉원사(奉元寺) 승려였던 김혜경(金

慧鏡, 1919년생)이 남긴 고사소리들이 그런 것들이다.98 오

늘날 조사된 경기·강원·충청지역의 농악대 고사소리들은 

이 두 승려의 사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이 중 박청

해는 삼막사에 12세에 입산한 뒤 그 절 주지였던 지정후에

게 고사소리를 배워 탁발을 많이 다녔으며, 1947~1948년경 

서울 상도동 사자암 걸립, 1949년경 경기도 수원 일왕면 청

계사(淸溪寺) 걸립 등에 참가하며 일생동안 고사소리만 했

다 한다. 김혜경은 20대에 동년배인 김인환과 2, 3년 연상

인 학달스님에게 고사소리를 배워 1946년 봉원사 대방(大

房) 신축 때 걸립을 다녔고, 1977년 당시 봉원사 주지로 있

었지만, 당시에도 공장이나 다방, 상점 등을 새로 열 때 가

끔 가서 고사소리를 부른다고 했다.99 

이렇게 승려들에게 이 지역의 고사소리가 나온 것은 

현장에서도 다음처럼 흔히 확인할 수 있다.

고사덕담은 절의 걸립승이 하던 고사염불(告祀念佛)이 

민간에 퍼진 것으로, 사물놀이의 비나리도 고사덕담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은 한춘수 어르신의 고사덕담이다.

“굽어보입소서. 해동은 대한국이요 오초는 동남인데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노인정이올시다.

노인정에 노인들 만수무강하옵시라고 축원덕담을 드리옵니다.

천개우주 하날 되고 지기조차 땅 생겼으니 삼강오륜이 의

뜸이요

국태민안 범년자 시화연풍 돌아든다

이씨 한양이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야 ⋯.

97 류종목, 1990, 앞의 책, p.228.

 인용된 자료는 박순호, 1985, 『한국 구비문학 대계6-4 - 전남 승주군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73을 류종목이 연행 현장 상황에서 재조사한 것이다. 당

시 제보자(김용인(61세), 상쇠가 아닌 소고수)는 이 사설들을 소리로 하지 못하고 종이에 적은 것을 그냥 읊어주었다 한다. 사설만 전승되고 소리는 그 전승이 

끊긴 것이다.  

98 한만영, 1990, 앞의 논문, p.125.

 홍윤식, 1969, 「제65호 화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9집, 문화재관리국, p.120. 

99 한만영, 1990, 앞의 논문, pp.98~102.

 홍윤식, 1969, 앞의 글, p.7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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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어르신은 열여섯 살 때 강화도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

에게서 이 고사덕담을 배웠다고 한다. 옛날에는 절의 스님

들과 민간 풍물패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 절을 증축하

느라 시주승들이 걸립을 다닐 때는 마을 풍물패와 함께 다

니면서 고사덕담을 해주고 시주를 받았다. 민간에서 널리 

퍼진 ‘회심곡’이라는 노래가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하는 

화청(和請)에서 나온 것처럼, 고사덕담도 절의 스님들에게

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100 

이른바 절걸립패 고사소리는 대체로 ‘Ⅰ. 고사선염불

(告祀先念佛. 고사반(告祀飯)): 1.서(序) - 2.직성(直星)풀

이 - 3.살풀이 - 4.삼재(三災)풀이 - 5.달풀이 - 6.호구역(戶

口疫)살풀이 및 노정기(路程記) - 7.과거(科擧)풀이(과거풀

이·비단풀이·옷마른게질) - 8.농사(農事)풀이/ Ⅱ. 뒷염불

(念佛)’(박청해 창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설 내용들은 다른 지역 고사소리들과 공통되는 것

들이 많지만, 우선 그 분량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난

다. 이를테면, 광대 고사소리의 대표격인 공대일 창본이101 

4·4·4·4 음절들을 한 행으로 봐서 174행, 성주굿 계통 고

사소리의 대표격인 조갑용 창본이102 219행인데 비해, 박청

해 창본은 425행, 김혜경 창본은 386행으로 다른 고사소리

들에 비해 절걸립패 고사소리들의 분량이 압도적이다.

또 절걸립패 고사소리는 ‘Ⅰ. 고사선염불(告祀先念佛. 

고사반(告祀飯))’은 다른 고사소리와 비슷하게 부르지만, 

‘Ⅱ. 뒷염불(念佛)’은 다음처럼 다른 고사소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부른다. 

Ⅱ. 뒷염불(念佛)

(합창)

「상봉길경(常逢吉慶)에 불공만재(佛功萬載)로구나

과재야 귀설이나 소멸을 하오

안과태평(安過太平)이야

나무아미로다

봉히야 에헤미로다」

(독창)

안과태평(安過太平)에 늘여갈때/ 건명전(乾名前) 모씨댁(某

氏宅)에

이집두 좋다마는/ 구가(舊家)성주는 버려두고

와가백간(瓦家百間)을 이룩할 때/ 안동군(安東郡) 추천이며

⋯

방치장을 볼작시면/ 방치장도 현란하다

(합창)

「각장장판 소라도반자요

백능화로다 도배하고」

(독창)

청우지로다 띄를띄고/ 황우지 굽돌위에

⋯

연못가운데 석화산(石花山) 고/ 초당삼간(草堂三間)을 지

어보자

(합창)

「삼간삼간(三間三間) 초당(草堂)의 삼간(三間)을

저절묘하게도 지어를 놓고」

(독창)

네귀반듯해 풍경을 달아라/ 동남풍(東南風)이 건듯불면

⋯

<박청해 창본>

‘뒷염불’은 고사소리꾼이 혼자만 부르고 반주만 있는 

독창 일변도의 ‘고사선염불’과 달리 독창 사이사이에 고사

소리꾼 외 나머지 풍물패 사람들이 합창하는 부분들이 있

100 최상일, 2002,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2』, 돌베개, pp.21~26. 

101 이보형, 1997, 앞의 논문, p.446. ‘1. 공대일 고사소리(1976)’. 공대일 고사소리는 광대들의 고사소리를 가장 갖추어 부른 것이다.

102 CD, 1999, 「조갑용 영남 성주굿」, 지구레코드. 부산에서 6살 때부터 농악을 한 조갑용이 자신이 전승하고 있던 성주굿 계통 고사소리를 가장 갖추어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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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계통의 고사소리들에는 없다. 그래

서 이보형은 “절걸립패는 창우집단103의 고사소리를 받아

들여 고사염불이라 일렀고 집단 스스로 뒷소리를 내였는데 

이를 뒷염불이라 하였다”104라고 한 것이다. 이 뒷염불은 사

실상 음악적으로도 수준이 높다.

조선 전기부터 사찰 계통에서 나온 사당패들은 이후 

판염불, 선소리 산타령 같은 노래들을 불렀다. 이 중 선소리 

산타령은, 오늘날에도 전승되듯, 선소리꾼 한 명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고를 들고 앞뒤로 다니며 후렴

을 부르는 식으로 되어 있어, 노래 부르는 방식이 절걸립패 

고사소리의 뒷염불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절걸립패 

고사소리의 뒷염불은 역시 사찰 계통 공연 집단으로 절걸

립패보다 먼저 있었던, 실제 근대까지도 사찰들 주변의 불

당골이란 곳들에서 살았던 사당패들의 판염불, 선소리 산

타령 등과 같은 노래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여 만든 노래가 

아닌가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화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경기·강원·충청지역의 풍물패의 대부

분의 고사소리는 조선 후기 이 지역에서 활동한 절걸립패 

풍물의 고사소리를 잇고 있다.

4. 남사당패의 풍물

사당패는 조선 전기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사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의해 성립된 집단이다. 사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민간으로 내려와 남자는 거사(居士), 여자는 사

당(寺黨 혹은 社黨)이 되어 유랑 연예활동을 하는 집단이 

된 것이다.

이들은 불교계통의 사람들이므로 염불을 주로 하고, 

떠돌이 연예활동의 과정에서 선소리 산타령이란 통속민요

를 새로이 만들어 그들의 공연종목으로 삼았다. 선소리 산

타령은 여자인 사당 1명이 앞소리를 부르면 3~5명의 거사

들이 소고를 들고 앞뒤로 진퇴하며 뒷소리를 받는 식의 노

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사당패는 인형극도 어느 정도 했다.

이 시기에 각지의 사당패들이 창조한 새로운 연주 종목에는 

연쇄가요 <사거리>라는 기본공연종목과 여기에 해당지방에

서 널리 알려진 서정민요, 때로는 민속적인 인형놀이도 첨

부했다.105

이들 사당패는 기본적으로 불법집단이고, 일반적인 

103 광대집단.

104 이보형, 2005, 앞의 논문, p.491.

105 문성렵·박우영, 1990, 『조선음악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208.

그림 7.   사당패(1), ‘사계풍속도병(四季風俗圖屛)’, 김홍도(1745~?) 

(국립국악원 편 200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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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하는 것 외에도 사당이 공공연히 매음도 하였기에, 

이들은 조선시대 내내 관의 적발을 피해 도망다닌 집단이

었다. 그래서 대체로 10명 이내로 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

운 변두리 농·어촌이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서 

숨어 다니며 공연했다. 

남사당패는 이와 달리 40~50명 정도의 대규모 집단

으로 공공연히 공연을 다닌 집단이었다. 그리고 가장 주된 

공연물은 풍물이다. 사당패에는 없는 공연종목이다. 

그러나 남사당패는 사당패와 일정한 관계를 지닌 집단

임은 분명하다. 우선 ‘남사당’이란 것이 ‘남자 사당’ 곧 남자

아이인 무동을 여자인 사당처럼 꾸민 것에서 나온 것이기

에,106 사실상 남사당패는 사당패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사당패의 염불, 선소리 산타령, 인형극은 대체로 남사

당패의 그것들로 이어졌다. 사당패의 염불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는 남사당패 고사소리의 

뒷염불과 같은 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선소리 산

타령은 오늘날 남사당패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조사

로 보아 과거에는 이러한 노래들을 남사당패에서도 했었다.

과거 남사당이 성(盛)했던 시절에는 ‘새타령’, ‘산타령’, ‘자진

산타령’, ‘개구리타령’, ‘흥타령’, ‘매화타령’ 등 많은 선소리도 

불려졌으나 현재 생존자들은 유시(幼時)였을 때라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한다.107

인형극은 남사당패의 그것으로 이어졌다.

사당패가 부른 소리들이나 인형극이 남사당패의 그것

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농업중심의 사회였기에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하며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

다. 떠돌이 집단을 가장 싫어했다. 더구나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사당처럼 남사당의 

무동들이 남색을 팔기도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했

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절걸립패도 반드시 관할 관청 수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말인 1889~1893

년에 함안군수를 지낸 오횡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

록을 남기고 있다.

106 이보형 담(談).

107 심우성, 1968, 「남사당」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집, 문화재관리국, p.716.

사진 13.   오늘날의 남사당의 무동(심우성 글·송복화 사진 2000: 67).

그림 8.   사당패의 인형극, ‘기산풍속도’(소고를 두드리고 있는 거사(居士)의 존

재로 보아 사당패의 인형극 공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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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昌原) 광산(匡山)의 백련사(白蓮寺)의 스님인 하은(荷

隱), 경담(鏡潭), 대성(大成)이 걸공사(乞功事)로 관청 마당

에서 먼저 한번 놀면 모든 읍을 두루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간청하니 나는 민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허락지 않았다.

<『함안총쇄록』, 1890년 정월 26일(정묘)108>

그러므로 40~50명 정도 규모의 남사당패와 같은 공

연집단이 생겨난 것은 사실상 전통사회가 무너진 1894년 

갑오경장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남사당패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심우성도 1900년 이전의 남사당패의 모

습을 당시로는 구성해 낼 수 없었기에, 다음처럼 남사당패

의 역사를 소급에 보는 데 있어 사실상 1900년대 초를 넘

어설 수 없었다.

남사당패란 1900년 초 이전에 있어서 서민층의 생활군단

(生活群團)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발전적으로 생성한 

민중놀이집단을 일컫는 이름이다.109

1900년 전후(前後)는 전통사회가 대부분 무너진 때여

서 다음처럼 종래 국가의 산대희와 같은 관의 행사에 대규

모로 동원되곤 했던 ‘창우(倡優)’ 곧 광대집단이 ‘광대’ 신

분에서 풀려난 때이기도 했다. 

1. 역졸이나 창우(倡優), 백정(白丁)들에게 모두 천인의 신분

을 면해 주는 일

<『고종실록』 31년(1894) 7월 2일(병자)110>

그래서 이들 광대집단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

게 민간의 여러 공연집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면 과거111는 다 없었던 때이라, 어떤 때는 굿

중패·남사당·모래굿패에 섞여서 다니고, 당굿에 나가서 춤

추고 어른의 생신 때에도 가서 놀고 동서부정(東西不定)으

로 다녔던 것입니다.112 

올해 일흔여섯인 조선시대의 마지막 광대 이동안은 이제 너

무 나이가 많아 줄 위에서 살판 재주를 넘지는 못한다. 그

는 남사당패와 어울려 소년시절을 보내다가 재인청에서 줄

타기를 배웠다.113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듯 남사당패의 줄

타기(어름), 땅재주(살판) 등의 기예는 광대집단의 것들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108 함안문화원, 2003, 『경상도 함안군 총쇄록(상)』, p.818.

109 심우성, 1989, 앞의 책, p.25.

110 一 驛人倡優皮工 竝許免賤事.

111 과거급제자의 행사를 말한다.

112 한성준, 1937, ‘고수(鼓手) 50년(年)’. 장사훈 편, 1989, 『여명의 국악계』, 세광음악출판사, p.131에서 재인용.

113 뿌리깊은나무 편, 1995, 『숨어사는 외톨박이Ⅱ』, pp.76~77.

그림 9.   사당패(2), ‘기산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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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李龍雨)씨(필자: 경기도 지역 대표적 화랑이)에 의

하면 ⋯ 사니(廣大)와 사당패114와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

서는 ⋯ 줄타고, 땅재주 넘고, 소리(唱)하고 음악(器樂)하고 

하는 일들은 본래(本來) 사니들이 하던 것이다. ⋯ 그 땅재

주나 줄타기를 사당패들이 사니들에게서 배워간 것이다.115

이러한 광대집단, 사당패, 남사당패의 관계에 있어 가

장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남사당패의 가장 중요한 공연물이

기도 한 풍물이다. 사당패에서는 풍물이 없었고, 광대집단

에게는 풍물이 있지만, 남사당패의 풍물을 광대집단의 풍

물로 모두 돌릴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를테면, 남사

당패 풍물에는 ‘새미’가 있다. ‘새미’는 원래 나이 어린 중인 

‘사미(沙彌)’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모양도 고깔, 장삼을 제

대로 갖춘 어린 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새미는 오늘날 

남사당패에서 1명이지만, 1968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3명이

었고,116 그 이전에는 그 숫자가 더욱 많았다.117 남사당패 풍

물에는 원래 이 새미가 주요한 구성원들이었던 것이다. 반

면 광대집단 풍물들인 이른바 전라 좌·우도 풍물에는 이러

한 새미를 찾기 어렵다. 또한 남사당패의 고사소리는 이른

바 절걸립패 고사소리로 광대집단의 이른바 광대 고사소리 

계통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대집단 풍물과 분

명히 다른 남사당패 풍물의 면들은 사실상 절걸립패 풍물

과 관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당패에서 남사당패로 넘어가는 과정에 절

걸립패가 있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절걸립패가 중심

이 되어 종래 역시 사찰과 일정한 관계에 있었던 사당패 계

통의 사람들과도 관련하며 남사당패를 성립시켰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909년 관기(官妓)제도의 철폐로 누구

나 기생이 될 수 있게 되자, 종래 사당이 되기도 했던 여자

들이 다소 편한 기생이 되는 길을 찾아갔기에, 이 무렵 사

114 남사당패를 말한다.

115 장주근, 1978,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편-』, p.122.

116 심우성, 1968, 앞의 글, p.707.

117 서울대박물관 소장의 1930년대의 유리원판 사진에는 적어도 4명 이상의 새미들이 보인다.

사진 14.   남사당놀이의 새미들과 벅구수들(1930년대), 적어도 4명의 새미들이 보인다(서울대박물관 소장). 사진 15.   버나(심우성 글·송봉화 사진  

200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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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이 없어진 사당패의 남자들인 거사들도 그들 활동의 

막바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사당패의 주된 공연물

이 풍물이 된 것이다.

절걸립패는 절걸립이 끝나면 승려가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해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걸립을 한 사람들 중에 

승려가 되기 힘들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기도 힘든 사람들

이 있어서, 자신들이 하던 절걸립패의 풍물을 민간에서 계

속하고, 이에 사당패의 남은 사람들도 관여하고, ‘광대’ 신

분에서 풀려난 광대집단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1900년 

전후에 새로 생겨난 떠돌이 유랑집단들이 남사당패가 아닌

가 한다. 

결국 오늘날 전승되는 남사당패의 풍물, 버나, 줄타기, 

땅재주, 가면극, 인형극 등 여섯 가지 공연 종목들 중 풍물

은 절걸립패, 버나·줄타기·땅재주·가면극은 광대집단, 인

형극은 사당패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사당패

의 주요 공연종목이 풍물이기에, 절걸립패의 풍물이 남사당

패 공연의 근간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전승되는 남사당패 풍물은 경기·충청지

역에서 활동했던 절걸립패 풍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조선 후기 절걸립패는 전국적인데, 오늘날의 남

사당 풍물은 경기·충청지역의 것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현재의 남사당패로 남

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앞서 논의했듯, 조선 후기에서 조선 

말기까지의 사찰건립 상황에서 조선 후기 서울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경기지역에서 사찰 수의 증가가 급격히 이뤄

졌기 때문이다. 사찰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절걸립패의 활

동이 많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기지역의 절걸립패의 활

동이 오늘날 경기·충청의 남사당패의 잔존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Ⅳ. 풍물 일반에 있어 절걸립패적 요소

조선 후기 광범위하면서도 오랫동안 이뤄진 절걸립패 

풍물은 우리나라 풍물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전승되는 풍물 일반에 있어 절걸립

패 풍물에서 나왔거나, 거기서 나왔을 여지가 있는 것을 대

체적인 방식으로라도 제시해 본다.

이러한 요소들도 조선 후기에 절걸립패 풍물이 성립

된 사실을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말해 줄 것이다.

1. 고깔

과거 승려들에 대한 그림들이나 오늘날에도 전승되는 

승무(僧舞) 등을 볼 때, 고깔이 불교에서 나온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고깔을 일반 평민들도 

풍물을 칠 때 쓰고 한다는 것이다. 풍물에서의 고깔은 두레

농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대집단의 풍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 불교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절걸립패의 풍물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에는 풍물대회들에서 상쇠와 소고잽이들이 전

립을 많이 쓰지만, 과거 마을 단위의 풍물들에서는 풍물복

을 갖쳐 입는 경우 악기 연주자들은 모두 이른바 조선복이

란 한복에 색띠를 매고 고깔을 쓰는 정도가 많았다.

이렇게 일반 풍물에서 고깔을 많이 쓰게 된 것은 분

명 불교적 요소, 좀더 정확하게는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

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이꽃

불교에서는 육법공양(六法供養)이라 하여 부처님께 

향(香), 등(燈), 화(花), 과(果), 다(茶), 미(米)를 받치는 의례

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 과정에서 종이꽃을 만드는 전통이 

사진 16.   강진 화방마을의 고깔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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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왔다. 꽃이 피지 않는 때는 부득이 종이로나마 꽃을 만

들어 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꽃들에는 연화, 모란, 작약, 

국화, 불두화, 싸리꽃이 있었다. 절걸립패는 고깔에 이 중 

불두화들을 꽂았다 한다.

전남 강진 화방마을과 장흥에서는 풍물패들이 고깔에 

담배꽃을 꽂았다 하는데, 그 형태는 사실상 불두화와 비슷

하다. 꽃의 개수는 5~7개 정도 단다 한다. 고깔 전체를 덮

을 정도의 큰 꽃 하나로 고깔을 장식하는 것은 근래의 일이

다. 옛날에는 그러한 큰 꽃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한다. 

3. 색띠

흰색 한복을 입고 고깔을 쓴 상태에서 왼쪽 어깨에

서 오른쪽 허리쪽으로 내려 묶는 색띠는 원래 승려의 복장

에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쪽으로 내려 묶는 가사(袈

裟)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단

히 맨 것이 풍물 복장에서의 색띠가 아닌가 한다. 그 색도 

원래 승려의 붉은색 가사처럼 붉은색으로 했을 것이다. 

전립을 쓰고서도 색띠를 매는 경우도 역시 전문적 풍

물패들이 승려들을 대신하여 절걸립을 할 때의 복장이라 

할 수 있다.

색띠를 교차시켜 맨다든지 오방색을 갖추기 위해 여

러 색의 띠들을 겹쳐 매는 것은 후대의 변모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소고

소고는 두레농악에도 필요없는 것이고,118 군악 신호에

도 필요없는 것이다. 이른바 ‘매구’라고도 하는 일종의 민간

에서의 구나(驅儺) 의례인 정초 집돌이농악에도 사실상 필

요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고가 풍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절

걸립패 풍물 때문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북소리처럼 퍼진다고 하

여 북을 중시한다. 그래서 북을 ‘법고(法鼓)’라 한다. 부처님

의 말씀 곧 ‘법(法)’이 울려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법고가 사찰에서 쫓겨나 유랑 연예활동을 하게 된 사

당패에게 내려가서는 오늘날의 소고와 같은 조그마한 북

이 된다. 사당패의 거사들은 선소리 산타령이란 그들이 만

118 모심기, 김매기 때의 두레농악에는 꽹과리1, 징1, 북1, 장구1 정도의 연주자들만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18.   평택농악의 색띠, 모두 붉은 색이다(정병호 1986: 92).  

사진 17.   왼쪽부터 작약, 불두화, 싸리꽃(심상현 200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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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대중적 노래에 반주하며 춤추기 좋게 오늘날 소고 모양

의 조그마한 손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절걸립패

가 성립되었을 때 이러한 거사들의 소고춤이나 소고놀이가 

풍물의 일부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전기부

터 있었던 이러한 거사들의 소고놀이가 발달되어 있어 조

선 후기 사찰의 또 하나의 대중적 공연예술인 이러한 절걸

립패 풍물에 이러한 소고놀이도 할 만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 오늘날 소고에 대한 명칭이 대부

분의 지역(평택, 안성, 이천, 임실, 남원, 전주, 이리, 청도, 진

주, 강원도 홍제 등)들에서 불교적 명칭인 ‘벅구’인 것이다. 

소고는 조선 후기 절걸립패의 활동으로 인해 비로소 

풍물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바라

정병호는 “옛적에는 절걸립을 할 때 바라를 쓰기도 했

다고 한다”라고119 했다. 실제 강원도 일대의 풍물들에는 바

라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바라는 역시 절걸립패 풍물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절걸립패 풍물의 풍물사적 의의

원시·고대시대의 축원 풍물과 역시 멀리로는 원시·고

대시대의 논농사가 시작된 이래의 김매기 등에서의 두레농

악의 역사가 있어 왔다. 그러다 고려 정종 6년(1040)에는 방

상시[方相氏], 진자(侲子) 등 잡귀잡신을 쫓는 나례신(儺禮

神)들의 가면을 쓰고 타악기들을 두들기는 중국의 나례(儺

禮) 의식(儀式)이 들어왔다.120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미 

궁궐에서는 물론 그러한 궁궐의 나례의식이 지방 관아들을 

통해 민간에도 전파되어, 충렬왕 21년(1286)에는 “12월, 민

간의 나례를 금했다”(『고려사』)121라고까지 한 것이다. 

고려말 강원도 원주에 살았던 원천석도 당시 강원도 

원주와 같은 지방에서도 이뤄진 민간에서의 나례의식을 실

제 다음과 같은 한시들로 남기고 있다.122

해시(亥時)가 이미 끝나니 정묘년의 그믐이고

자시(子時) 처음 열리자마자 무진년 봄일세. 

북소리는 끊이지 않으며 향나(鄕儺)는 성대한데 

사악한 정령 몰아 쫓고 복과 경사 오게 하네.

<제야(除夜), 1387>123

삼성은 비끼고 북두성은 굴러 밤은 새벽이 되니 

귀신 쫓는 사람들 소리가 사방의 이웃들에서 요란하네.

<그믐날 새벽에 일어나다, 1390>124

119 정병호, 1986, 앞의 책, p.57.

120 손태도, 2003, 앞의 책, p.307.

121 禁閭巷儺. 

122 손태도, 2012b, 앞의 논문, pp.242~243에서 재인용.

123 “「除夜」, 亥末已終丁卯臘 子初方啓戊辰春 鼓聲不絶鄕儺盛 驅逐精邪福慶臻”. 원천석, 『운곡행록』. 

124 ”「除夜曉起」, 參橫斗轉夜將晨 逐鬼人聲動四隣”. 원천석, 『운곡행록』.

그림 10.   사당패(3), ‘경국사 감로탱’(1887)(강우방ㆍ김승희 편 201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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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고대시대부터 축원 풍물이 있었고, 논농사가 시

작된 이래 근대 무렵까지도 두레농악이 이뤄졌지만, 오늘날 

대표적인 풍물의 하나인 흔히 ‘매구[魅驅 혹은 埋鬼, 埋怪]’

라고 하는 정초 집돌이농악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연말 나례의식 같은 것이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민간에

서도 이뤄져 왔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명나라 장수 척계광의 『기효신서』 

등에 입각해 새로운 군악이 갖추어져 ‘취타’와 같은 독립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연말 나례의식을 더

욱 발전시켰다. 나례는 원래 군례(軍禮)로 군악대에 의해 이

뤄지기에 군악이 발전하면 나례의식도 발전하게 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군악의 발전으로 인해 지방 

관아의 나례의식의 연장에서 이뤄진 정초 민간의 집돌이농

악도 갑자기 발전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임란 때 승병으로 참가하여 군악도 역시 갖추

게 된 승려들도 광대들이나 일반인들의 매구 곧 정초 집돌

이농악의 방식을 활용하여 임란 때 소실되거나 파괴된 사

찰들을 재건하거나 중수하는 과정에서 절걸립패 풍물이란 

새로운 풍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임란 때 승장(僧將) 

처영(處英)이 승병을 일으켰고, 임란 후 휴정(休靜)의 의발

(衣鉢)을 모셔 임란 때부터 승병운동의 한 중심지가 된 해

남 대둔사(大芚寺, 현대의 대흥사)는125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초에 나(儺)를 울려 바치는 것으로 널리 단월(檀越)126들

의 시주를 빌어 중수(重修)했다.

『대둔사지(大芚寺誌)』127

그런데 이러한 절걸립을 승려들이 주도가 되어 혹은 

승려들 자신이 연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매구와 같

은 걸립 풍물 요소들 외에도 승려들이 할 수 있는 불교적 

요소들을 더 갖추어 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풍물은 종래와

는 다른 새로운 요소들을 더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풍물 

일반에도 종이꽃을 단 고깔을 쓰고 승려의 가사에서 나온 

색띠를 매는 것과 같은 불교적 복장 방식이 광범위하게 행

해졌으며, ‘벅구’라고 하는 사당패 계통의 소고도 풍물의 주

요 악기의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다. ‘벅구’는 원래 ‘법고(法

鼓)’에서 나온 말로 원래부터 불교계통의 말이다. 지역에 따

라서는 풍물에서 이른바 큰북마저도 ‘버꾸’라고 하며 이러

한 버꾸를 중심으로 하는 ‘버꾸놀이’를 그들 지역의 대표적 

풍물 방식으로 삼는 지역들도 있게 되었다(여수, 강진, 장

흥, 광양 등). 또 경북 김천의 빗내농악처럼 실제 그 지역의 

사찰 승려였던 정재진이 한 절걸립패 풍물을 전승하고 있

는 풍물도 내려오게 되었다. 빗내농악에서는 여전히 큰북

을 ‘벅구’라고 하며 불교에서처럼 양손에 북채를 잡고 친다

든지, ‘잿북’, ‘영산다드래기’ 같은 불교계통의 풍물 연행 방

식들을 전승하고 있다. 

절걸립패 풍물은 종래의 광대들이나 일반인들이 정초

에 하는 구나(驅儺) 위주의 정초 매구와 달리 봄이나 가을

과 같은 풍물공연을 하기 좋은 때 민간으로 내려가서 축

원·덕담을 많이 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종래 내려오던 정

초 고사소리보다 사설 면에서 보다 확대·강화된 고사소리

를 만들어 이를 고사선염불이라 하고, 종래의 고사소리에

는 없는 뒷염불도 만들었다. 이 뒷염불은 음악적으로 상당

히 독특하면서도 수준이 높은데, 같은 불교계통 집단으로 

조선 전기부터 있어 왔던 사당패의 판염불이나 선소리 산

타령 같은 노래들이 일정하게 활용되어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가 한다.

또 1900년 전후 무렵에는 조선 전기 이래의 사당패와 

같은 유랑 전문 예인집단과 같은 남사당패가 성립되는데, 

125 일제 강점기 때 사명(寺名)을 대흥사로 바꿈.

126 독실한 신자들.

127 歲初鳴儺之獻 廣乞檀施以重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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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사당패의 성립에도 절걸립패는 중요한 역할을 했

다. 남사당패는 사당패의 연장인 면이 있지만, 사당패와 달

리 풍물 위주의 공연집단이 된 것은 이 집단이 근본적으로 

절걸립패 풍물집단들의 연장에서 생겨난 집단들이었기 때

문이다. 

이외에도 절걸립패 풍물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풍물

들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쳤음이 사실이다. 또한 조

선 후기의 절걸립패 풍물에는 승려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공연 집단이 되어 절걸립패 풍물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풍

물을 했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는 종래의 걸립 풍물을 이으

면서도 그들만의 불교적 방식으로 우리나라 풍물을 일정하

게 더욱 발전시킨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 후기 광범위하면서도 오랫동안 이뤄

진 절걸립패 풍물은 종래의 풍물에 절걸립패 풍물 계통의 

풍물 복장, 풍물 악기들, 놀이방식, 새로운 사설이나 노래 

형태 등의 고사소리 등 여러 요소들로 종래의 풍물을 보다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

로 절걸립패 풍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심화될수록 더욱 확

대될 것이다.

Ⅵ. 맺음말

조선 전기 줄곧 탄압의 대상이 된 불교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의 승병(僧兵)으로의 참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

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결과의 하나는 많은 

사찰들의 소실이란 참화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부터는 승려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정을 받았다. 산성이나 국방상 중요한 

곳 등의 승영(僧營) 사찰들에 승병으로 주둔하고, 각종 부

역에 동원되기도 하였기에,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승려들은 우선 임란 후 전란

으로 불탔거나 파괴된 사찰들을 재건하거나 중수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승려들은 종래 광대들이나 

일반 농민들의 정초 집돌이농악 같은 걸립농악을 흉내내어 

절걸립패를 만들어 사찰의 재건이나 중수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는 일을 했다. 당시 상층의 사람들은 대개 유학자

들로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 배타적이어서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오직 일반 평민들의 불심에 의지해 그러

한 사찰의 재건이나 중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전승되는 풍물 일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

깔, 종이꽃, 색띠 등은 이러한 조선 후기의 절걸립패 풍물에

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흔히 ‘벅구’라고 하는 소고도, ‘벅구’가 ‘법고(法鼓)’란 

불교의 북에서 나온 것이듯, 절걸립패 풍물에서 나온 것이

다. 조선 전기 불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사당, 남

자는 거사로 불리는 사당패란 불교계통의 떠돌이 유랑 연

예인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선소리 산타령 등을 부를 때 

반주악기로 사용된 이 소고가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이러한 사당패

들의 이른바 소고놀이가 발달되어 있어, 조선 후기에는 같

은 불교계통의 공연집단인 절걸립패들의 풍물로도 들어오

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절걸립 풍물을 시작한 승려들은 생활의 일

부로 풍물을 치며, 모심기나 김매기 때의 두레를 마친 뒤

의 두레먹기나 정초 집돌이농악 같은 데서 했던 축제적 놀

이 정도에 머문 일반 농민들의 농악과 달리 ‘걸립’이란 보

다 전문적인 풍물을 했어야만 했기에 다소 전문적인 공연

들을 했다.  

오늘날 경북의 빗내농악은 구미시 무을면의 수다사

의 승려 정재진에게서 나왔다 한다. 그래서 이 농악은 지

금도 큰북 자체를 ‘벅구’라고 하고, 치는 법도 불교의 법고 

연주에서처럼 양손에 북채를 잡고 친다. 또, 다른 농촌마

을의 농악들에 흔히 있는 ‘농사풀이’ 같은 농사놀이적 요

소는 없고 ‘판굿–잿북’, ‘영산다드래기’ 같은 불교적 풍물

놀이들과 군사적인 진법놀이를 주로 한다. 이 지역의 절걸

립패 풍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 빗내농악은 당시에도 이름

난 농악이었고, 지금도 경북의 대표적인 농악의 하나로 전

승되고 있다.

전남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는 ‘버꾸놀이’가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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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들 지역에도 이른바 대북을 ‘버꾸’라고 부른다. 전

남 여수의 흥국사에는 임란 후부터 근대까지도 300명 정도

의 수군(水軍) 승군(僧軍)이 주둔해 있어 그 일대에서는 절

걸립패 풍물이 많이 이뤄졌는데, 그러한 절걸립패 풍물의 

‘버꾸놀이’가 그 일대의 농악들에서 ‘버꾸놀이’란 이름으로 

계속 전해진 것이다. 이러한 ‘버꾸놀이’는 사실상 이들 지역 

농악들의 중심에 있다.

오늘날 경기·강원·충청지역의 이른바 절걸립패 고사

소리는 역시 이들 지역의 절걸립패 풍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역의 고사소리는 첫구절이 ‘국태민안 법륜전 시화연풍 

연년이 돌아든다’와 같은 불교적 사설로 되어 있고, 축원·

덕담의 사설들도 다른 지역의 것들에 비해 보다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 그 사설의 분량이 많다. 또 다른 지역들에는 

없는 뒷부분의 ‘뒷염불’은 고사소리꾼의 독창으로만 이뤄지

는 고사선염불과 달리 고사소리꾼의 독창 사이사이에 나머

지 풍물패의 합창들도 들어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

고, 그 음악적 수준도 높다. 이 뒷염불은 한 명의 사당이 노

래를 매기면 여러 명의 거사들이 소고를 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후렴을 받는 사당패의 선소리 산타령과 그 노래 

방식에 있어 비슷한 면이 있다. 사당패나 절걸립패는 모두 

불교계통 집단이기에, 사당패의 판염불이나 선소리 산타령 

같은 노래들이 어느 정도 활용되어 이와 같은 노래가 만들

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1900년 전후 무렵 오늘날과 같은 남사당패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40~50명의 대규모 공연단체가 

공공연히 떠돌아다니며 공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남사당패가 전승하고 있는 풍물·버나·줄

타기·땅재주·가면극·인형극 등 여섯 가지 종목들 중 인형

극은 사당패의 것을 이은 것 같고, 버나·줄타기·땅재주 등

의 기예와 가면극은 광대집단의 것들이 들어간 것 같다. 풍

물은 절걸립패의 것이다. 남사당패는 사당패를 이었다고 하

지만, 사당패에는 풍물이 없고, 남사당패 풍물에는 전라도 

좌·우도 농악같은 광대집단의 풍물에는 없는 나이 어린 중

의 모습을 한 ‘새미’들이나 이른바 뒷염불 등도 있는 절걸립

패 고사소리 등이 있어 이들 광대집단의 풍물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절걸립패는 승려들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절걸립이란 

일정한 목적 행위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걸

립 행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절걸립 풍

물을 민간에서 여전히 하고, 이에 1909년 관기(官妓)제도의 

폐지로 아무나 기생이 될 수 있게 되자 사당이 될 만한 사

람들이 다소 편한 기생 쪽으로 가 버려 그 활동의 막바지

에 있었던 사당패의 거사들도 이에 관여하고, 1894년 ‘창우

(倡優)’ 곧 ‘광대’ 신분에서 해방된 광대집단의 사람들도 이 

집단에 많이 들어가 오늘날과 같은 남사당패가 성립된 것

으로 보인다.

결국 오늘날 전승되는 남사당패 풍물은 조선 후기 경

기·충청의 절걸립패 풍물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외의 지역들에서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진 절걸

립패 풍물들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 그 지역 절걸립패 풍

물에서 나온 농악이나 농악요소들이 더욱 많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은 풍물 일반에 있는 

요소들이나, 지금도 전승되는 몇 가지 풍물들이나 풍물요

소들의 성립이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

들은 조선 후기 전국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뤄진 절걸립

패 풍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앞으로 심화·확대될수록 더

욱 많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

은 우리나라 풍물에 있어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

나 여기에서 조선 후기 절걸립패에 대해 논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다뤄진 것들은 앞서도 밝혔듯이 사실상 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절걸립패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선 

다루겠다 하며, 경상도의 빗내농악, 전남 여수 일대의 ‘버

꾸놀이’, 경기·충청 일대의 남사당 풍물 정도만 어느 정도 

다뤘을 뿐, 그 외 다른 지역의 절걸립패적 풍물에 대해서

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를테면, 절걸립패 풍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강원도지역의 것들 같은 것은 거

의 다루지 못했다. 

또 사찰의 법고 연주처럼 풍물에서 양손에 북채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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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른바 대북을 치는 것도 여기서는 김천 빗내농악만 

다루고, 역시 그와 비슷하게 했던 경남 김해나 전남 진도

의 경우128는 다루지 못했다. 김해는 아직 필자가 조사를 

하지 못했고, 진도의 경우도 아직 그 조사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129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필자의 조사·연구

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필자 등에 의

해 이제 비로소 절걸립패 풍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작되

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풍물에 있어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이 중요한 만큼 본고와 같은 조선 후기 절걸

립패 풍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시각은 우리나라 풍물연

구에 있어 분명 새로운 많은 조사·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조사·연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동안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에 대

한 조사·연구에 매달릴 것 같다. 동학들의 많은 도움과 참

여를 바란다.  

128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북채를 치면서 추나, 전라도 진도와 경상도 금릉지방과 김해지방의 농악은 쌍북채를 치면서 춤춘다”. 정병호, 1986, 앞의 책, 

pp.76~77. 

129 진도의 경우 쌍북채춤이 모두 풍물의 일부로 있고, 절걸립패의 활동과 관계되는 조리중의 역할이 주요한 면, 진도 조도에는 여수, 강진, 장흥, 광양 일대에서와 

같은 ‘버꾸놀이’가 있는 점 등은 이들 쌍북채춤을 절걸립패적 시각에서 볼 여지가 있지만, 모내기 할 때의 모방구도 쌍북채로 하는 점 등은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을 분명 망설이게 하는 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진도에서의 쌍북채춤은 절걸립패 풍물에서만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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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빗내농악 및 무을농악 조사>

  ● 수다사(水多寺, 경북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방문조사 
- 일시 : 2012년 5월 28일 

  ● 김정길(1934년생, 과거 빗내농악의 북수), 이학구(1934년생, 과거 빗내농악의 소고수), 황진일(1935년생. 무을풍물 단장), 박원용(1947년생, 
무을풍물 상쇠), 서영태(1941년생. 빗내농악 고문), 손영만(1964년생. 상쇠) 님 등의 조사 
- 일시 : 2012년 5월 28일, 장소 : 빗내 및 무을 현지

  ● 대둔사(大芚寺, 경북 구미시 오성면 대둔산) 방문 조사; 주지–진오(眞悟) 스님 
- 일시 : 2012년 5월 28일, 2014년 4월 7일

<전남 여수, 강진, 광양 일대 풍물 조사>

  ● 오병식 님(1939년생) 면담조사 
- 일시 : 2014. 3. 10, 장소 :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마을회관

  ● 흥국사(興國寺, 전남 여수시 중흥등) 방문조사 
- 일시 : 2014. 3. 22

  ● 박상종 스님의 수양 손자 박만식 님(1937년생)에 대한 면담조사; 흥국사에서 10리 떨어진 여천군 잔여리 출생. 30살 이후에는 흥국사 밑의 
마을에서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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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홍(朴桂洪) 님(1940년생) 면담조사 
- 일시 : 2014. 3. 22, 장소 :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 서귀수(徐貴洙) 님(1937년생) 면담조사 
- 일시 : 2014. 3. 22, 장소 :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도실마을 자택, 자료보존 :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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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which was subject to repression all over the early Joseon Dynasty, received a certain recognition 

from the state, because Buddhist monks had participated in the war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On the 

other hand, however, one of the results was the destruction of many temp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uddhist monks themselves acted as players of Pungmul(people’s percussive 

band music) for the rebuilding of Buddhist temples. These so-called “the Buddhist monks’ Pungmul” is the 

imitation of former clowns’ Pungmul and farmers’ one that sometimes request money or rice at houses of 

villa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ctivities of the Buddhist monks’ Pungmul were held all over the country. 

Today, there are “Bitnae Nongak(farmers’percussive band music)” in Kyeongsangbuk-do, “Beokku-noli (the 

drum play) in the areas of Yeosu and Gangjin in Jeollanam-do, the song of the Buddhist monks’ Pungmul for 

the people’s house spirits in the Gyeonggi-do , Gangwon-do and Chungcheong-do, and Namsadang-pae(the 

nomadic entertaining groups composed of only men), as clear pictures of it. In these things related to Nongak 

or Nongak relevant affairs, the shapes of the Buddhist monks’ Pungm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remain 

clear. On the other hand, today the Namsadang-pae, which was formed as a result of Buddhist monks’ Pungm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left only in the Chungcheong-do and Gyeonggi-do , because the temple 

construction in the Gyeonggi-do was made especially man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uddhist monks’ Pungmul , which had long-lived and had taken place 

throughout the nation, had a great impact on Pungmul . There are the Buddhist elements, such as Gokkal(the 

Buddhist monk’s peaked hat), paper flowers, the color band, the small drum, and Bara(small cymbals) are often 

found in the Pungmul of Korea.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t is obviously important place in the Pungmul history of Korea. 

Research and studies on this subject should be made more in the future.

Establishment of Buddhist Monks’Pungm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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