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한산면 여사리에서는 모심고 나서 15일 내지 20일 내에 아시논을 매는데, 아
시매기와 두벌매기는 호미로 하고 만물매기는 손으로 훔쳤다. 모심을 때는 장구
를 치며 소리를 멕였다.
한산면 동산리에서는 곡우전에 열흘간 볍씨를 물에 담궜다가 곡우에 낙종한
다. 망종 넘어, 낙종한지 35일 지나면 모를 쪄서 품앗이하여 심는다. 모심고 나서
20일 있다가 호미로 초벌을 맨다. 열흘 후엔 호미로 두벌을 매며, 또 열흘 뒤엔
손으로 피도 뽑으면서 만물매기를 한다. 칠월칠석엔 좌상네 집에 모여 두레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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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이 때, 잘 사는 집에서는 돈을 내고, 없는 집에서는 보리 한 말씩 내어
돼지 한마리 잡고 술마시며 하루를 걸판지게 놀았다. 모심을 때나 논맬 때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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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은 장구를 쳐가며 소리를 했다.
광의의 농업노동요로는 모 심는 소리, 논 맴소리, 벼 수확요(벼베기 내지 벼 개
려 세우기·벼바숨·나비질·곡식 긁어 모으기·말 되기·산대 놓기), 보리방아
류, 논두렁 가래질, 소부림말, 길쌈노래들을 녹음하였다.@

1. 모심는 소리
1) 서천형 모심는 소리 <서천 1①>
(1) 특징 및 전파권
시초면 풍정리<서천 1①>의 받음구 예는“에 - 에헤 야, 에 - - 흐이여 로사,
사헤가 네로 구나”
이다.‘에헤야’
와 같은 입말 뒤를‘사헤가 네로 구나’
라는 류로

여밈을 특징으로 하는‘서천형’
모심는 소리는 전국에서도 서천군과 그 인접지역
인 부여군 옥산면에만 전파되어 있다.@
군내에서는 마서면 계동리·문산면 신농리·마산면 가양리·기산면 외산정리와
한산면 여사리와 단상리에서도 수집된다. 판교면 현암리에서는 그 흔적을 보인다.
부여군 일대에서는 일명‘산유화가'라 일컫는‘부여형 상사'를 모심을 때 부르
지만, 판교면에 인접한 부여군 옥산면 봉산리에는 서천형이 전해져 있다. 봉산리
사람들은 예전에 판교장으로 장보러 많이 다녔다고 한다.@

(2) 구조
<서천 1①>은 비고정(非固定) 장단곡에 속하지만, 받음선율(받)은“에 - 에헤
야/ 에 - - 흐이여 로사/ 사헤가 네로 구나”
와 같이 내재 3마디로, 메김선율(메)
은“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녘>에, 달이나 솟네 에헤 에헤"와 같이
내재 2마디로 해석할 수 있다.
메김구는 4음보로 구성되되 끝에 솟네의‘네'를 연장한‘에헤 에헤'와 같은 첨
어를 붙인다.
(받)은 솔도레미(솔)의 솔선법 계통(S2.v1,4,6.t4)이며, (메)의 주된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의 라선법 계통(L1줏대.v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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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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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잦은소리 <서천 1②>
<서천 1②>는 시초면 풍정리에서 서천형 긴 모심는소리에 이어 부르던 잦은 모
심는 소리이다. 전북의 농부가형 상사류에 속한다. 그 받음구 예는“어헙, 어이여
루 상사 디히여"이다.
<서천 1②>에서는‘상'보다‘사'를 눅여내어(낮추어) 요성(搖聲)하는 농부가형
상사의 특징이 살아 있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12/8박) 2마디씩이다. 음
조직은‘미라시도레미’
의육자배기선법 계통(Y2.v1,4,7.t4)이다.

마서면 계동리의 잦은소리(상<사 :‘사’
를 높임)와 송내리, 문산면 신농리, 한산면
동산리(상<사, 상=사)와 여사리(상>사), 화양면 금당리와 월산리, 종천면 화산리(상<
사, 상=사)와 신금리(상>사), 서면 출신의 강용헌 창, 서면 원두리(상<사, 상=사), 비
인면 선도리, 판교면 상좌리 (상<사)에서도 농부가형이 불리운다. 이 중에서 마서면
계동리, 문산면 신농리, 시초면 풍정리 및 한산면 여사리는 서천형과 공존한다.
<서천 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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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맴 소리
1) 아시매기 <서천 2①,3>
(1) <서천 2①>
<서천 2①>은 한산면 여사리의 논맴소리이다. 메김구 중에 호미질 가사가 있어 아
시매기라 곡명을 붙여 보았지만, 손으로 훔치는 만드리 때도 이를 가창한다.
받음구 예는“어-어, 어- 허허-야-아, 허 - 어이 허-이, 어허- 허어 - 이 이이”
으로‘어허야’
‘허이’
와 같은 입말로만 구성되어 있다. 메김구는 4음보 이상이다.
선율은 유장한 편이며, 미솔라도레미의 미선법(M1.v1,4,8.t3g)에 속한다.

<서천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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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천 3>
<서천 3>은 기산면 외산정리의 논맴소리이다. 받음구 예는“위 - 히 - 에 - , 아 허 - 이, 에 헤 - 에어헤”이다.‘위,히,에,아,허,이’
와 같은 입말로만 구성되어 있다.
메김소리로는 촘촘히 엮은 다음“아 어 - 이, 에 에- ”
와 같은 입말의 첨어를
붙인다. 받음소리꾼들이 이러한 첨어부분에 참여하여 다함께 부르기도 한다. 부
여군 옥산면 수암리의 논맴소리는 서천방면의 논맴소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데, 메김소리 끝에 긴 입말을 붙인다.
구성음은 미솔라시레이다. 기음인 미와 그 4도윗음인 라를 주로 요성한다. 솔
을 퇴성하면서 종지한다.
<서천 3>

257
제5장 민속음악

(3) 계동리 논맴소리
마서면 계동리의 받음구 예는“응아-, 오 허허어- 허허, 어 어어 허- 허어위-”
이다. 메김구 예를 보면“에 헤에- 으어 -허 허허-이, 오늘은, 여기서 매고, 내일
은 어디가 맬까나-하”
에서처럼 의미구 앞에 긴 입말을 붙이는 점이 색다르다.

(4) 기타
그밖의 받음구 예를 나열해 본다.
@ 시초면 풍정리(백상기) :“우- 우 우우-, 야 헤 -, 우--우”
@ 마서면 송내리(이창구) :“위--, 아 -, 에-헤,헤,위, 어허 - 허허, 어허 허
위”
@ 문산면 신농리(최두식) :“위위- 위, 아, 헤 - 으, 어-허-, 허어-, 위-”
@ 마산면 가양리(최병선) :“위 아-하아-하-,아에- 에에에야,나-에, 헤이가
하, 네로구나 위”
@ 종천면 신금리(김옥동) :“아하 에헤어이 여루 위”또는“위야 에- 이에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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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에헤 - 에 위 -”
@ 종천면 종천리(나석기) :“아 하아하,제봉천 또아, 에헤이헤-, 에헤-,에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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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화양면 금당리(김영준) :“위- 히이 위야, 에 헤에, 에 헤헤에 - 에, 에에- 히
- 히이이”

2) 에염싸기 <서천 2②>
<서천 2②>는 한산면 여사리에서 논을 다매갈 무렵에 둥그렇게 에염을 싸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선소리꾼이‘위 - 히’
하고 소리를 내는 대로 다른 논매기꾼들
도‘아-헤에 - 헤헤이, 어 - 어 허에’하고 합세하며, 마지막은‘위여-’
라 외치
고는 논둑으로 나온다. 음조직은 도미솔라도의 도선법(D2.v1.t8g)에 속한다.
판교면 상좌리에서는‘먼들소리’
라 하여 농악치는 사람 4인을 안에 넣고 오그
러 들며 삥 둘러서서“아 히 위, 에 헤헤-아”
를 불렀다(신용식).‘먼들소리’
라는
곡명은 에염을 싼다는 형상을 가리키는 서부 경기도의‘몸돌소리’
에 해당한다.

부여군에서는‘옹골소리’
라고도 일컫는다.
종천면 종천리와 비이면 선도리에는 멕받형식의 잦은 논매기소리가 있는데,
그 받음구 예는 전자가“위야 에위”
, 후자는“에 헤이 허어허”
이다.
@ 기타 마을의 먼들소리 예는 아래와 같다.
@ 문산면 신농리(최두식) :“위,아,위”
@ 마서면 송내리(이창구) :“바-에-이,어,아, 이 -요차”
@ 비인면 성산리(신통두) :@“위 위 --, 에 헤 - 우- 히”
@ 서면 원두리(배경환) :“위여차”
<서천 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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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둠소리(收穫謠)
1) 벼베기 내지 벼개려 세우는 소리 <서천 4>
<서천 4>는 마서면 계동리에서 벼베기를 하는 한편, 벼를 베어 묶은 볏단을 타
작하기 좋게 말리기 위해 들녘에 세우며 부르던 소리이다. 받음구 예는“헤 헤,
에에에 에헤야,/ 에야, 에헤히, 허아- 헤”
이며, (메)와 (받)이 각각 느린 3분박4박
2마디씩이다. 메김구는“오늘은 - , 여기서 허고,/ 내일은,어디가 허헐까”
에서처
럼 4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3~6자 구성이다. 선율은 육자배기선법과 솔도레미
의 솔선법계통이 공존(Y1+S2.v4,8.t4g)한다.
비인면 선도1리 박진순 창의 벼베어 세우는소리도 <서천 4>와 동류인 바 이들

<서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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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여군의 옛 석성현 방면인 석성면과 초촌면 및 이에 인접한 논산시 성동면 원
북리 일대의 논맴소리인‘에이양 허리’
류에 속한다.‘에이양 허리’
류는 석성면 출
신으로 논산읍에 거주하는 강영식 창의 논맴소리, 홍성군 홍북면이나 예산군 삽교
읍의 논맴소리로도 발견된다. 또한 논산시 채운면의 벼등짐소리로도 원용된다. 논
산읍과 채운면은 성동면에 이웃한다.
서천군의 벼베어 세우는 소리는 옛 석성현 방면의 논맴소리를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벼바숨 소리 <서천 5~7>
군내에서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벼바숨소리(개상질소리·벼타작소리·자리개
질소리)가 수집된다. 나무 절구통을 옆으로 누여놓고, 자리개로 묶은 볏단을 각
각 들고 절구통 양편에 서서 내려치면서 소리한다.

(1) 외산정형(A형) <서천 5>
<서천 5>는 기산면 외산정리에서 녹음된 것이다. 악보의 열 번째 마디부터 제
16마디까지를 제창(tutti)하는 점, 이어서 메김소리꾼이“어허어/ 네꽃진다고”
를
또 동일 패턴을 반복하는 점이 특이하다.
외산정형의 변화구를 abcd로 표시한다면,“①에야하 에에헹/ ②에야하 에에헹
/③ab / ④에야하 에에헹/ ⑤cd / ⑥에 -, 헤헤야,/ ⑦cd / ⑧에헤야, 어허허이 /
⑨어허어 c / ⑩어허어 d ”
가 한 패턴을 이룬다. 예를 들면 a에‘명사십리’
, b에
‘해둥화야’
, c에‘네꽃진다고’
, d에‘서러말어라’
가 들어간다. 메김소리꾼은 ①
③과 ⑤의 c 및 ⑨를 가창했고 받음소리꾼은 ②④⑩을 부르며, 나머지(⑤의 d, ⑥
⑦⑧)는 함께 소리한다.
①부터 ⑩까지가 4분의3박(3/4박) 20마디이므로, 1마디에 내려치고 또 1마디
에 들어올리는 동작을 상정하면, 양자 모두 다섯 번씩 내려친다. 이렇게 다섯 번
만에 벼를 다 떨구는 일꾼은 일잘하는 사람에 속한다.
<서천 5>의 출현음은 (시)미(솔)라시도 이다. 미(솔)라시도의 육자배기선법(Y1)
이 조금 나타나며, 거기다 미라도의 미선법(M3)적인 맛도 가미되어 있는 선율이
다. 종지음은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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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받음소리꾼이“어허어/ 서러말어라”
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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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5>

262
제2절 농업노동요

(2) B형 <서천 6,7>
가. <서천 6>
<서천 6>은 기산면 외산정리 사람들이‘밥먹고 하는 된소리’
라며 가창한 것이
다. <서천 5>와 비교했을 때, <서천 5>의 ①에서 ④까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
으나 ⑤이하는 다르다. <서천 6>에서는“⑤저꽃시 다떨어진다/ ⑥헤 - , 헤헤야/@
⑦허어어 아어허,/ ⑧어어허 에헤야/ ⑨에야아 저꽃시다/@ ⑩에야하 떨어진단다/
⑪에야하 디여/ ⑫나흐 헤”
로 단락이 나는 바, ⑤⑨는 메김소리꾼이, ⑩은 받음소리
던 부분이다. ⑫의‘나흐 헤’
란 바숨이 끝난 볏단 몽뎅이를 던지는 동작을 뜻한다.
ade 3음이 주요하게 쓰인다. 드물게나마 미라시도의 육자배기선법(Y2)도 나
타나며, 솔도레미의 솔선법 계통(S2)이 되기도 한다.

<서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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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이 가창하며, 그 이외의 ⑥⑦⑧과 ⑪⑫는 제창(tutti)한다. ⑪⑫는 A형에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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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천 7>
<서천 7>은 시초면 풍정리의 백상기 창이다. <서천 6>과 동류에 속한다. 솔도
레미솔의 솔선법계통(S2)으로 해석된다.
문산면 신농리 최두식 창도 B형으로 해석된다.
<서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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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형
<서천 5~7>과 문산면 신농리 최두식 창을 제외하고는 <서천 5,6>의 ⑨⑩에서처럼
“에야하+의미구”
를 메김소리꾼 또는 받음소리꾼이 소리하는 예가 나오지 않았다.
C형이 오히려 충남의 일반형에 속한다.@

3) 나비질 소리 <서천 8>
나비질(나부질)이란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나 티끌들을 날려보내기 위해 키로
나비 날개치듯 바람을 내는 짓을 일컫는다. 전국에서도 드문 일노래에 속하는
바, 서천군에서는 널리 애창되며, 부여군이나 홍성군에서도 수집된다.@

<서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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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8>은 마서면 계동리 김두성 창으로 받음구 예는“어이기여라 나비허허”
이다. (메)와 (받)이 각각 느린 3분박 4박 1마디 씩이다. (메)를 2마디로 가창하기
도 하였다. 육자배기선법과 솔선법계통이 공존한다.
기산면 성내리 최정술은 예외적으로“어이혀라 받어라”
라는 받음구로 가창하였다.

4) 곡식 긁어모우기 등
마서면 계동리에서는 탈곡한 곡식을 나무가래로 긁어 모으며“에 낭서-언 가
래로세”
를 받음구로 불렀다(김두성). 메김구로는 탈곡한 곡식을 모아놓고는 술한
잔을 먹자는 내용이다.
논두렁 가래질이나 흙가래질 때도 같은 받음구로 노래한다고 했다.

5) 말 되기, 산대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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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대 놓기 <서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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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9>는 마서면 계동리에서 남의 논을 타작할 때 열뭇에 산대 하나를 놓으
면서 수를 세던 소리이다. 타작꾼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로 세고 나면, 논주인
이나 주인집 마름이‘열’
하고 받으며 산대 하나를 놓는다. 출현음은 미라시(레)미
또는 레솔라(도)레이다. 동음연타 진행이 많다.
<서천 9>

(2) 말 되기
마서면 계동리에서는 타작을 마친 곡식을 말로 되어 가마니에 퍼담을 때, 하나
부너 세면 딸낳는다고 둘부터 열아홉까지 차례로 센 다음‘한섬’
이라 외쳐 주면
논주인이나 주인집 마름이 하나를 긋는다.“둘 셋, 세이 넷, 네이 다섯, …… 열여
덜 열아홉, 열아홉 한섬”
.
기산면 외산정리의 박형순은“한말, 또 두말, 서말, 너말, …… 아홉말, 열말 ”
하며 센다.

4. 소부림말
논밭갈이나 쓰레질하면서 소를 부릴 때, 왼쪽으로 가게할 때는“저라 저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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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저저저저”
한다.“이랴”
하면 앞으로 가고,“뭐라”
하면 뒤로 물러서며,“워”
하

5. 길쌈노래
1) 저산 팔읍 길쌈놀이 노래 <서천 10>
(1) 구성
저산팔읍(苧産八邑) 길쌈놀이가 1982년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
음 입상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저산팔읍 길쌈놀이 노래는 1981년을 전후해
서 민속예술경연에 출품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1986년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던 팜플랫을 보면,ⅰ.모시베
끼기, ⅱ.모시삼기와 꾸리감기, ⅲ.모시날기와 모시매기, ⅳ.모시짜기 ⅴ, 저산팔
읍 예찬의 순서로 노래가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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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멈춘다. 오른쪽으로 돌릴 땐 고삐만 오른쪽으로 당기면 소가 알아챈다.

<서천 10>은 1986년도에 선창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였던 신광열(1952
년 경북 선산군 출생. 1975년에 한산면 성외리로 시집옴) 창으로 1987년에 방문
녹음하였다. <서천 10①>은 위의 ⅰ에, <서천 10②>는 ⅱ에, <서천 10③>은 ⅳ에,
<서천 10④>는 ⅴ에 해당한다. ⅲ(모시날기와 모시매기)에서는‘강실 강실 강실
도령’
으로 운을 떼고 있다.
저산팔읍은 조선조에 모시를 중심으로 저산팔구(苧産八區 ; 한산·서천·비
인·남포/ 홍산·정산·부여·임천)의 보부상들이 형성한 유통시장권이다. 남포
는 현 보령시 지역이며, 정산은 청양군, 홍산·부여·임천은 부여군 지역이다.

<서천 1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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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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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0 ③>

<서천 1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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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서천 10①>은 3분박 4박 1마디 안에 가사 2음보씩을 배정하였다. 그 1음보는
4 또는 3자 구성이다. 강남땅의 강수자에 대칭한 한산땅의 이수자는 한산 이씨
본거지의 처자가 길쌈솜씨가 좋음을 그리고 있다. 출현음은 라시도미라이다. 도
는 시로 진행하며, 꺾는윗음적인 기능을 주로 한다. 요성은 라라에 나타난다. 제1
행은 질러내고 제2행은 눅여내기를 반복한다.
<서천 10②>는 전지다리를 마주하고 긴긴밤을 무릎비벼 삼삼는 정경을 읊고
음은 미라시도이다(Y2.v4).
<서천 10③>은‘하늘에다 베틀놓고’
의 베틀노래 가사로 시작한다. 서울가신
낭군의 도포를 지어줄려고 베를 짰으나 죽어 돌아왔다는 슬픈 사연이다. <서천
10②>와 동류의 선율이다.
<서천 10④>는 저산 팔읍을 중심한 주변지역의 지명에 대해 글자풀이한 내용을 선
율에다 얹었다. 3분박 4박 1마디 안에 가사 2음보씩을 배정하되 그 1음보는 3 내지 5
자 씩이며, 선율4행 뒤엔“에헤야 헤야”
라는 입말을 4회(또는 6회)넣어 단락을 짓는
다. 출현음은 미라시도미라이다. 육자배기선법(Y2.v1,4,8,12.t4)이 나타난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13호‘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의 기능보유자(모시감별)였
던 고(故) 구자홍(具滋弘. 1925년 부여군 남면 금천리 출생. 6세에 동산리 이주)
은 출연 연습당시 박홍남과 대전에서 온 김선생으로부터 노래지도를 받았다고
하였고, 한산면의 신광열과 노래 예능자인 전금순도 1982년도 출연 연습당시, 박
홍남과 대전에서 온 김선생으로부터 노래지도를 받았다고 하였다. 박홍남(朴弘

273
제5장 민속음악

있다. 3분박4박 1마디 안에 가사 2음보씩(1음보는 4자구성)을 배정하였다. 구성

男. 1920~2006)은 전북 출신이며 1982년
도에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산유화가’
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한 분이고,
김선생은 국악인 김영균(金榮均. 그당시
대전의 연정국악원 단장)이다. 그당시 박
홍남이 노래지도를 했고, 김영균 본인은
육자배기조로 흐르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
는 등 협조하는 역할이었다고 말한다.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의 노래는 동자
북에 전해내려오던 놀이 가락이 아니고, 경
연대회 출품을 위해 창작되었으나, 노래지
도를 한 박홍남이 전북 출신의 우수한 향토
민요 가창자이니 만큼, 그 자체로는 한국민
요 전통가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 놀
이노래의 선율은‘저산팔읍찬가’
를 제외하
면, 8행 정도의 서로 곡풍이 비슷한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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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활용하고 있어 부녀자들이 배워 부

<사진1> 전국민속예술경연(광주)에 출연한 저산팔읍 길쌈
놀이(198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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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쉽게 짜여져 있다. 모시베짜기의 가사
를‘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아걸고’
로 한 것은 이 지역 전통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 끝은‘친정어머니 죽었다는 부고왔네’
로 스토리를 엮어 맺음이 더 좋을
것 같다. 서천 토민의 음조직에 있어 육자배기선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다.‘저산팔읍
찬가’
를 제외하고는 도선법계통(도레미솔라)이나 솔선법계통(솔도레미)만으로도
불리우는 곡이 있도록 지도함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꾸리감기, 베틀노래 <서천 11>
<서천 11①>은 화양면 월산리에 전해오는 베틀노래이다. <서천 10③>에서처럼
‘하늘에다 베틀놓고’
로 시작하나 친정 어머니 부고가 온 것으로 전개한다.
<서천 11②>는 연지북에 넣을 실꾸리 감기를 소재로 삼는다.
<서천 11>의 구성음은 도미솔이다.

<서천 11 ①>

<서천 1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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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리방아 류
한산면 동산리의 김순옥 창은 두곡 모두 자진아라리 곡풍이긴 하나 엇모리장
단이 아니라
3분박4박 장단으로 가창되었으며, 그 음조직은 솔선법 계통(S2.v1.t4)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