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1. 잡역요, 나무꾼소리
1) 집터다짐 <서천 12>@
<서천 12>는 한산면 동산리의 집터다짐소리로 받음구 예는“어이야라 처하”
이
다. 주춧돌 놓을 자리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이백근짜리 돌을 동아줄로 묶고 일
제히 들어올렸다가‘쳐’
할 때 탁! 놓는다(마서면 이창구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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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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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터다짐소리에는 차류·상사류·지경류·지점류·지정류·망깨
류, 달고류 등이 있다. <서천 12>는 차류에 속한다. 차류의 출처지는 경상도이다.
마서면 송내리·시초면 풍정리·문산면 신농리의 그것도 차류이다. 부여군도 차
류가 지배적이다.
<서천 12>는 (메)와 (받)이 각각 느린 3분박6박 1마디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음
조직은 도레미솔의 도선법(D4)이고 기음에서 요성(v1)하며, 중간음을 퇴하면서
종지한다(t3g).

2) 말둑 박기
시초면 풍정리에서는 차류로 집터를 다지지만, 다리놓느라고 말박을 때는 상
사류(받음구 예 :“어러얼 러얼럴 상사으디야”
)를 부른다.
또한 한산리 여산리의 이기병과 김동주는 수리조합 말둑박을 때 불렀다며“어
이또 쫀다”
를 받음구로 가창했다.

3) 나무꾼소리
지게지고 산길을 걸을 때는 노래가락, 청춘가 등을 부르곤 했다(마서면 이창구).

서천군의 의식 노동요로는 운상(運喪)소리와 묘터 가래질소리가 수집된다. 달
구질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상여를 올려메거나 내릴 때는 요령을 잦게 흔들면서“우여 우여 우여 우여”
하
는데, 이는 충남지방 상부소리의 한 특징이다.

1) 운상소리 <서천 16>
상두꾼들이 상여를 묘지까지 운반하면서 발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운상소리
(행상소리)로는‘두마디 어허’
류<서천 16①>와‘한마디 어허’
류<서천 16②> 및
드물게나마 비탈길갈 때의 예로‘두마디 넘차’
류(비안면 선도1리 :“어 허 허허
허이,/ 어화 넘차 넘어 간다”
)가 녹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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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식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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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마디‘어허’
류
<서천 16①>의 받음구 예는“허허 어허와, 어허 허어이 어헤”
이다. (메)와 (받)
이 각각 느린 3분박4박 2마디씩으로 내재(內在)된다.
<서천 16①>의 음조직은 도레미솔라의 도선법(D1.v1,3,5.t1)에 속한다.

(2) 한마디‘어허’
류
한산면 여사리에서는 이를 오르막을 오를 때와 같은 잦은 운상소리로 가창한다.
<서천 16②>의 받음구 예는“어허 허아 허아 헤”
이다. (메)와 (받)이 각각 조금
빠른 3분박 4박 1마디씩이다. 구성음은 도미솔라도이며, 오음음계의 도선법
(D2.v5.t3)에 속한다.

<서천 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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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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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가래질소리
문산면 신농리의 묘터 가래질소리이다. 받음구 예는“에나앙 서-허허언, 가래
이 노세,헤에”
이다. 동일 곡이 논두렁 가래질소리나 곡식 긁어모으는 가래질소리
로도 두루 쓰이지만 메김가사 중에 상례를 연상케 하는 구절이 있는고로 묘터 가
래질소리로 배정하였다.
선율은 솔선법(S1.v1,2,4,6.t1)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