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漁撈謠)

서해바다에서 고기잡는 작업관련의 소리로 덕타령·노젓기·닻감기·안강망
그물당기기 등을 수집하였다.
서면 도둔리(都屯里)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순에 당제를 지내고 나면 곧,
흑산도·홍도로 조기 잡으러 나간다. 2월엔 영광·법성 쪽으로, 3월엔 칠산바
다·울섬(인천 조금 위에 위치한다)으로, 4월엔 연평도로 조기잡이 간다.
또한, 5월에 잡은 새우로 만든 젓을 오젓이라 하며, 6월 육젓, 가을에 잡는 추젓,
겨울에 잡는 동젓 중에 육젓을 최고로 치는 바, 육젓담을 새우를 잡으러 목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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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성 쪽으로 나가며, 추젓잡이는 울섬바다에서 한다. 7·8월엔 갈치를 잡았다.
도둔리 어부들은 7·8명이 승선하는 10톤짜리 중선배를 타고 제주도 근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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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에 이르기까지 서해바다를 누비며 안강망으로 조기·새우·갈치를 잡았다.@
@
@@

1. 덕타령 <서천 15>
덕타령<서천 15>은 도둔리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 귀항하면서 만선했음
을 알리며 흥에 겨워 불렀던 풍어노래이다. 서해안의 다른 고장에서는 배치기,
봉기·봉주·봉죽타령, 에밀량, 이물양 등으로 이름한다.
이 노래는 서해안 중에서도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 쪽이 그 문화중심처로 보인
다. 풍물을 곁들여 신나는 노래이므로 전파범위가 넓어 목포나 진도군의 조도,
소흑산도 등에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도둔리에서는 처음에 선소리꾼이“우리배 선장님 신수가 좋아,/ 새벽 동트기
도장원 했다”
와 같은 의미구를 노래한 끝을‘아 - 아’
하고 3박을 끌면 제4박은
잽이들이 함께 고개 숙여 입을 모아‘아’
하고 부른다. 이어서 다함께“아 아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요”
를 제창한다. 노래는 여기서 단락이 지나, 누군가“좋
다 -”
하고 외치며 흥을 돋구곤 한다. 풍물만 두장단 더 울린 후, 다시 의미구의
가사를 부른다. 의미구로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뱃집 마누라 신수가 좋아, / 새벽 동트기 만선을 했다”
“칠산 바다 들오는 조기, / 우리배 망자로 다 잡어 낸다”
“아래울 바다 다잡어 먹고, / 연평 바다루 돈실러 간다”
“어야 디여차 돌마장 쳐라, / 연평 바다루 돈실러 간다”
“어야 디여차 배포장 쳐라, / 새벽 동트기 도장원 했다”
“선주 마누라 기분이 좋아, / 선원들께 술사 준단다”
“술집 마누라 술동이 이고, / 발판 머리서 춤을 춘다”
<서천 15>의 3분박 4박 7마디중 첫3마디는 첫박에만 풍물(꽹과리·북·징 등)
을 울린다. 꽹과리는 선소리꾼인 전용직이 맡았다 (제4마디 이하는 악보 참조)북
과 징은 매번 함께 쳐 나갔다.
약간 빠른 속도로 가창된다. 음조직은 라도레미솔의 라선법(L1.v3,4.t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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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덕타령 가창자들(서면 도둔리 앞바다에서)

<서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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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젓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등 <서천 13,14>

해의 출항 준비를 위해 정월부터 하는 줄감기, 막개를 돌려 닻을 감거나 닻올릴
때 등엔 선소리꾼의 작업관련 어휘만 달라질 뿐, 다른 선원들은 <서천 13, 14>에
서처럼 3분박2박 1마디를 기본으로 하여“어야디야(차)”
“어기여차”
“에헤야 헤”
등 힘내는 소리로 비슷하게 받아나간다.
<서천 13>의 구성음은 미라도레이며, <서천 14>의 그것은 도미솔라도이다.
<서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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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저을 때<서천 13>, 바다에 쳐놓은 안강망 그물을 당길 때<서천 14>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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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4>

281
제5장 민속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