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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속음악
제1절 개관
제2절 농업노동요
제3절 어로요(漁撈搖)
제4절 잡역요, 의식노동요 등
제5절 서천지역 민속음악의 특징

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민속음악은 기악과 성악으로 대별되고, 성악은 민요와 판소리, 무가 및 전문
예인(藝人)들의 가요(선소리 산타령, 좌창 등)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민요란 민(民)
이 그 생활환경,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한 노래로서 오랜 세월동안 전하여 온 것을
일컬으며, 기능면(노래의 역할, 쓰임새)에서 보면 노동요(일노래)·의식요(儀式
謠)·놀이요(강강술래 등 유희요)·흥민요(단순히 친목을 도모한 여흥 또는 자기
자신의 흥을 위한 것 이외의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 등으로 나누어 진다.
본 장에서는 운상(運喪)소리와 같은 의식 노동요를 포함한 노동요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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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민속음악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리하여 제1절에서는 광의의
농업노동요를, 제2절에서는 어로요, 제3절에서는 잡역요와 의식노동요를 다루기

제1절 개관

로 한다.
서천지역에 대한 필자의 현장 방문은 1987년, 2002년, 2005년, 2006년 및
2007년에 실시되었으며, 노동요의 가창자는 다음과 같다.
기산면외산정리: 허수동(남,1905년생), 박형순(남,1915년생), 윤길성(남,1901년생)
마산면 가양리 : 최병선(남,1922년생)
마서면 계동리 : 김두성(남,1919년생)
마서면 송내리 : 이창구(남,1931년생)
문산면 신농리 : 최두식(남,1917년생)
비인면 선도리 : 박진순(남,1921년생), 김종석(남,1934년생), 이평강(남,1944년생)
비인면 성내리 : 최정술(남,1906년생), 강용헌(남,1913년생)
비인면 성산리 : 신통두(남,1911년생)
서면 원두리 : 배경환(남,1913년생, 임용호(남,1925년생)
서면 도둔리 : 이순용(남, 1915년생), 전용직(남, 1941년생),이상윤(남, 1941년생)

최송일(남,1941년생), 김정웅(남,1943년생)
시초면 풍정리 : 백상기(남,1929년생)
종천면 신금리 : 김옥동(남,1911년생)·
종천면 종천리 : 나석기(남,1917년생), 이홍직(남,1915년생), 김영환(남,1925년생)
판교면 상좌리 : 신용식(남,1919년생), 신은찬(남,1933년생)
판교면 현암리 : 김영두(남,1903년생)
한산면 단상리 : 유희태(남,1924년생), 유영돈(남,1931년생)
한산면 동산리 : 황상옥(남,1905년생), 나성렬(남,1945년생), 김강렬(남,1939년생),
전금순(여,1939년생), 서봉희(여,1930년생), 이순옥(여,1933년생),
이정순(여,1937년생), 김순옥(여,1938년생), 김순여(여,1942년생),
이선성(여,1943년생)
한산면 성외리 : 신광렬(여,1952년생)
한산면 여사리 : 이기병(남,1928년생), 김동주(남,1931년생)
화양면 금당리 : 김영준(남,1921년생)
화양면 월산리 : 양원헌(남,1927년생), 정정순(여,1939년생)
2004년도『서천통계연보』
에 의하면 임야가 서천군 총면적의 41.7%, 논은
면(66.8%) > 문산면(65.7%) > 비인면(58.2%) > 마산면(56.6%) > 종천면(53.8%)
> 서면(39.1%) > 시초면(34.8%) > 기산면(34.2%) > 마서면(27.2%) > 한산면
(26.6%) > 서천읍(25.5%) > 화양면(19.9%) > 장항읍(15.3%) 순이다. 장태산
(366.5m)을 경계로 보령시 미산면과 접하고 있는 판교면과@원진산(270.5m)을
경계로 부여군 옥산면과 접하는 문산면이 임야비율이 높다지만 7할이 못된다. 이
들과 함께 5할이 넘는 비인면·마산면·종천면도 북부에 위치한다. 서천군에서
는 장태산이 가장 높다. 차령산맥의 말단 여맥이 군의 북부에 미치고 있으나@
300m 내외의 산들이며, 대개는 준평원들이다. 남부는 평야지대를 형성하며 금
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시와 마주 보며, 서면과 마서면은 서해안에 접해 있다.
1914년의 군폐합 이전의 조선시대엔 문산면·시초면·서천읍·마서면·장항
읍 등 중부지역은 서천군에, 판교면·종천면·비인면·서면 등 서부지역은 비인
현에, 마산면·한산면·기산면·화양면 등 동부지역은 한산현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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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를 차지한다. 각읍면의 개별 총면적에 대한 임야비율을 산출해 보면,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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