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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序)

      (1) 주암댐 수몰(水沒)지역

  1984년 10월에 착공되었고 1989년 말(末)에 완공할 예정인 주암(住岩)댐 (주암(住岩)<本>댐과 이사천

(伊沙川)<조정지(調整池)>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지역은 <표1>과 <지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군

(郡) 9면(面) 49개리(個里)에 걸쳐 있다.

덕<표1> 주암댐 수몰(水沒)예정지역

군(郡) 면(面) 리(里) 비고

          

승주군

(昇州郡)

(4面23個里)

주암면(住岩面) 광천(廣川), 구산(九山) 대광(大光)

송광면(松光面)

(12個里)

오봉(梧峯), 신흥(新興), 봉산(鳳山), 이읍(梨邑), 덕산(德山), 우

산(牛山), 대곡(大谷), 낙수(洛水), 삼청(三淸), 후곡(后谷), 월산

(月山)

쌍암면(双岩面) 신학(新鶴), 신성(新星), 유평(柳坪), 남강(南江), 죽학(竹鶴) 조정지(調整池)댐

상사면(上沙面) 도월(道月), 용계(龍溪), 봉래(蓬萊) 조정지(調整池)댐

화순군

(和順郡)

(1面 7個里)

남면(南面)
복교(福橋), 남계(南溪), 사수(泗水), 주산(舟山), 사평(沙坪),절

산(節山), 장전(長田)

보성군

(寶城郡)

(4面19個里)

문덕면(文德面)

(8個里)

덕치(德峙), 죽산(竹山), 용암(龍岩), 봉갑(鳳甲), 운곡(雲谷), 봉

정(鳳亭), 양동(陽洞), 동산(桐山)

복내면(福內面)

(7個里)

봉천(鳳川), 복내(福內), 반석(盤石), 동교(東橋), 용전(龍田), 유

정(楡亭), 시천(時川)

율어면(栗於面) 욜어(栗於), 금천(金川)

겸백면(兼白面) 운림(雲林), 석호(石湖)

   전남 (<지도1>참조)을 곡성군(谷城郡) 옥과면(玉果面) 설산(雪山)에서부터 해남(海南)반도의 끝인 송

지면(松旨面) 갈두리(葛頭里)까지 직선을 그어 보면 대개 두 개의 지형(地形)으로 대별(大別)된다. 1) 이 

선(線)의 서부(西部)는 북부(北部)의 노령산지(山地)를 제외하면 산강(榮山江) 유역의 넓은 평야(平野)

1) 「全南道地」第1卷 198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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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전부이고 인구 도가 높아 전남전체 인구의 65%가 이곳에 살며 농경과 산업(産業)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 선(線)의 동부(東部)는 소백(小白)산맥과 그 지맥(支脈)들이 높은 산간(山間)지대를 형성하고 있으

며, 섬진강(蟾津江) 유역에 해당한다.

<지도 1> 주암댐 (▩)   

  주암댐 수몰(水沒)지역은 이러한 동부(東部) 산간(山間)지대에 위치하며2) 섬진강의 지류(支流)인 보성

강(寶城江)3) 연변에 주로 놓여 있다.

  주암댐 수몰지(地) 관계면(面) 인 승주군 송광면․화순군 남면, 보성군 복내면․문덕면 율어면에는 다

량의 지석묘가 군집(群集)하며4) 승주군 송광면 우산리(牛山里)의 지석묘에서는 무문토기, 석축, 석검이 

2) 全南에 뻗혀 있는 소백산맥의 3大지맥 중 중앙지맥과 서쪽지맥에 위치한다.

   中央지맥 ; 智異山一帶에서 출발하여 고흥반도를 뻗어내린 連峯들로, 구례군 土旨面과 馬山面 일대를 지나면서 섬진강의 河谷  

           을 건너 승주군에 들어서 五聖山(608m) 曹溪山(887), 尊帝山(705m)을 일으키고 순천의 서쪽 깃대봉, 수리봉(549m)  

           를 거쳐 고흥반도를 접어든다.

    서쪽지맥 ; 지이산 노고단에서 출발하여 西南部의 해남반도를 向하여 뻗어 있다.

               和順의 母后山(919), 斗峯山(629), 柱堂山(580m)등을 용출시키고 보성군에 드러와서는 복내면의 天鳳山(608m) 碧  

            玉山(479) 웅치면의 帝岩山(778m)을 일으킨다. 이들 支脈들은 老年期 地形의 特色을 나타낸 산맥의 흐름이 분명  

            하지 않다. (前揭書.pp.56, 59참조)

3) 寶城江은 和順의 同福川과 寶城 帝岩山에서 발원하여 寶城들을 지나 和順郡과의 경제인 昇州松光面 月山里에서 小支流인 同福

川(무등산의 東斜面에서 발원하여 東流함)의 赤壁江과 合流한 후 昇州郡 谷川에서 流路를 北으로 잡아 廣川을 지나 木寺洞쪽

으로 흐르다가 石谷川을 合하여 鴨錄으로 흐른다. (石鴨江邊 : 全長 약 16km) 그것이 다시 谷城 鴨錄에서 섬진강과 合流되어 

南海로 흐른다. 보성강은 산간유역과는 달리 넓은 평야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寶城 福內와 昇州 新平里 등 몇군데만

이 약간 넓은 충적평지를 이루고 있다.

   帝岩山(778m)은 보성과 장흥의 경계에 있는 山으로 보성의 웅치쪽에서는 원만하지만 장흥쪽에서는 급경사를 이룬다. 산의 정

상에 30m이상의 바위가 3계단을 이루고 우뚝 서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山祭를 지냈다.

    寶城의 웅치사람들은 제암산처럼 뒷이 무르다는 편이 있다.

    (「住岩댐 水沒地區 地表調査報告書」 全南大學校博物館 1985 및 全南道誌(前揭書 pp.68, 69) 「寶城郡 전통가꾸기」 1982, <

지도2> 참조)

4) 「全南古文化의 現況과 展望」 光州博物館 1987, PP57f., 65, 69f.

   "石槨形은 全南地域 支石墓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榮山江유역이나 耽津江유역, 남해안 지

역(高興 長水里) 보다 섬진강 유역인 寶城江一帶에서 나타난 石槨이 훨씬 정교하게 築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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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출토되었고, 그 밖에 곡옥․회색연질토기․요녕식동검이 나와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내지 철기시

대에 걸친 문화를 말해 준다.

   (2) 주암댐유역 민요의 범위

  1. 지역적(地域的) 범위

  보성군, 화순군, 승주군의 전(全)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수몰(水沒)지역 내(內)엔 이미 적

당한 가창자(歌唱者)를 발견할 수 없거나 (사망 또는 이주), 수몰(水沒)지역내(內)의 민요의 윤곽을 뚜렷

이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의 비수몰(非水沒)지역에 까지 확대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가창자(歌唱者)의 범위

  조사지역의 토박이 거주자(居住者)(토인(土人) :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者)를 우선으로 하

되 타(他)지역으로부터 시집을 온 자(者)나 이주(移住)한지 오래된 자(者)도 참고로 한다.

  희귀(稀貴)한 노래에 있어서는 타군(他郡)의 제보자도 이를 참고로 하 다.

  본고(本稿)의 가창자들은 1986년 5월에서 1987년 2월(月)에 걸친 필자(筆者)의 주암댐수몰(水沒)지역 

민요에 대한 집중 조사시(時)의 대상자들이 주(主)가 되고 1984년도의 부분 조사시(時)의 경우도 포함되

었다.

<지도2> 주암댐 수몰(水沒)예정 지역(0표)   

  3. 대상(對象)민요의 유형적(類型的) 범위

  민요는 그 향토색(鄕土色) 여부에 따라 향민요(鄕民謠)와 통민요(通民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민요(旣民謠)와 희민요(稀民謠), 그 기능면(機能面)에 따라 의식요, 노동요, 유희요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희(稀)민요의 관점에서 주로 소개하고WU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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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성군(寶城郡)

  (1) 배경

  보성군은 마한(馬韓)․백제의 역으로 통일신라시대 (경덕왕(景德王)A.D757)에 보성군(寶城郡)이라 

불리워졌다. 조선조 세조시(時)엔 순천도호부(順川都護府)에 속하 고 고종 32년(1895)엔 승주군, 화순군, 

능주군과 더불어 나주부(羅州府)관할이었다. 1908년에 낙안군의 일부(一部)인 고하(古下)․고상(古上)․

남상(南上)․남하면(南下面)을 합(合)하고 1914년 부군(府郡) 폐합과 함께 장흥군 소속이었던 천포(泉

浦)․회령(會寧)․태치(態峙) 삼면(三面)이 본군(本郡)에 병합(倂合)되어 회천(會泉)․태치면(態峙面)으로 

개편되고 1929년에 순천군(順川郡) 동초면(東草面)(지금의 승주군(昇州郡) 별량면(別良面))의 수산(遂

山)․풍림(風林)․회정(回亭)․장양(壯陽)․호동(虎東) 5개리(個里)를 벌교면(筏橋面)에 편입시켰는데 153

7년에 벌교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관내(管內)를 2읍 10면 126개리(個里)로 하 다. 1930년에 경전서부

선(慶全西部線)(일명 송려선(松麗線))이 통과(通過)함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1차(次)산업

에 치중되어 1인당(人當) 생산소득이 낮은 군(郡)에 속한다.

  1973년에 문덕면 동교리(東橋里)가 복내면으로 편입되고 문덕면 한천리(寒泉里)가 우산리(牛山里)로 

개명(改名)되어 승주군(昇州郡) 송광면(松光面)에 귀속되었다.

  전남지방의 첫서리는 보성(寶城)이 10월(月) 10일(日) 경으로 가장 빠른 편이며 1400mm 이상의 강우

량으로 승주(昇州)와 함께 다우(多雨)지역에 속한다.5)

  보성군 회천면은 강산제 보성소리를 완성한 정응민과 심청가의 인간문화재 던 정권진을 배출한 판소

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2) 의식요(謠)

  1. 걸메당 소리

  이는 전날 신부(新婦)집에서 대례(大禮)를 마친후 다음날 시가(媤家)로 오는 신행(新行)길에 가마를 메

고 가며 부르는 소리이다.

  멕이고 받는 방법으로 노래한다. 득량면에서는 “에헤-이, 에헤이에-, 에헤이에으-, 어두룸아허” 유(類)

로 받음에 비해 장흥군 안양면의 김태규 옹은 “허-에이허, 에-이, 에헤부두여” 유(類)로 받았다. /<악

보․댐1,2>참조“

  메김구로는 가마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뒷 가마꾼들을 위해 외나무다리다 던지 큰돌멩이에 발

을 채이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구절등이 많다.

5) 「보성군 전통가꾸기」 및 「全南道誌」第2卷 19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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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댐1>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성제  걸메당 소리

<악보․댐1,2>는 비고정(非固定)장단으로 되어있다.

  2. 상여소리

<사진1>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마을   

(보성군청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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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댐2> 전남 장흥군 

                                           안양면           걸메당 소리

  <악보 댐3>은 수몰지구인 문덕면 봉정리 말치마을에서 불리워 지는 상여소리이다. 말치의 토박이 농

민인 최남수 멕 는데 그는 상여소리를 초경․이경․삼경으로 나누었고6) 아울러 상여메고 높은데 오를 

때의 노래(<댐3>의 Ⅳ)와 묘쓸때의 다구질소리(<댐3>의 Ⅴ)도 불 다. 

  <댐3>에 실려 있는 4곡(曲)은 모두 멕이고 받는 방법으로 노래하며 그 받음구는 각각 ①“가난보살” 

②“허넘 어화넘 어가리 넘자 너화너” ③“나무아미타불” ④“오헤이 달구여”이다. 악보의 첫 tutti부분은 

상두꾼들이 함께 제창한다. 

  가난보살의 메김구는 8음보씩인 것이 많음에 비해 어가리넘자와 달구여의 그것은 4음보씩이고 나무아

미타불은 2음보씩이다.

  <댐3>에서는 나무아미타불만 고정박장단(
4
、
)으로 채보되어 있으나 다른 3곡(曲)도 내재(內在)장단

이 있어보인다. 예를 들면

     “허넘/어화넘/어이가리 넘자/너화넌”

     “북망산천이/멀다더니/건네한산이/북망일래”

와 같다. 제(第)②③④곡(曲)은 각각 메김소리와 받음소리가 동일(同一)길이임에 비해 제(第)①곡(曲)은 

(메)이(받)보다 더 길다. 속도는 제(第)③곡(曲)이 가장 빠르고 제(第)①곡(曲)이 제일 느리다.

6) 겸백면 도안리의 토박이 농민인 김 원(1920.남)도 초경․이경․삼경으로 나누어 불 다. 다만 초경에서는 <댐4>처럼 불 고 

이경에서는 “허너허하너 허이가리 넘차 너하너”를, 삼경에서는 가난보살을 불 다. 

   상여소리는 처음에 운구를 들어올릴 때의 긴 소리가 있고 다음에 ①가난보살 ②어가리넘차 너하너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문덕면 덕치리 옥채마을의 土人인 김병희(1982年生), 안 순, 안호순은 상여소리로 “어가리넘차)를, 山에 오를 때를 ”나무아미타

불)(<댐3>의Ⅳ참조)로 불 고 율어면 이동리에서 출생(1941)하여 복내면 일봉리에 거주하는 임한순은 “가난보살”과 “어가리넘

차”를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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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댐3>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 상여소리

  4곡 모두 4도에다 2도를 쌓는 계면조 선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第)①곡(曲)에서는 느릿한 곡(曲)

이라서인지 이따금 기음(基音)에서 장2도 높은음이 짧게 장식음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第)①④곡(曲)

은 기음종지를 함에 비해 제(第)②③곡(曲)은 기음의 4도 윗음에서 종지한다.

  3. 몽수경

  김복순7)의 독경(讀經)소리인 <댐5>는 “나무관세음보살”로부터 제4행의 “바라바라 ”까지를 거듭 반복

하는 형태로서 반복할 때마다 선유에 조금씩 변화(變化)가 생기고 제6행 후반에서 처럼 이조(移調)되기

도 한다. 말하듯 또박 또박한 리듬으로 읽었다. 레미솔라도의 구성음을 주(主)로 한다. 

 7) 1919년 겸백면 남양리에서 出生하여 18세에 미력면 용정리 살내부락으로 시집왔다. 43세에 남편을 잃고6남매(유복녀 포함)을 

혼자 힘으로 키우면서 讀經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한다. 

   몽수경 외에도 상서서문․수다경 등을 외움을 생활化 하고 있으나 그 선율은 <댐5>와 비슷하여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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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댐4>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상여소리(초경)

     (3) 노동요(謠)

  1.소동패 노래

  보성군에서는 두레조직에 있어서 어른들은 대동패에 들고 장가 가기전의 청소년들은 소동패에 들었

다.8)

  소동패는 일반 구성원이외에 쇠, 곤장쇠, 좌상, 공원 등의 임원이 있어 소동이 잘못했을 때는 꾸정

물을 씌우기도 하고 여름에 보리풀을 해왔을 때 떼꼴잘림을 하여 눈가림으로 속임수를 썼는지를 조사한

다.

8) 이러한 구분은 전남의 장흥군, 고흥군, 여천군, 함평군에서도 확인되었고 부산 수 의 농청제도에도 보인다. 여천군 소라면 현

천 1구에서는 2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대동이 된다고 한다. (정양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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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5> 전남 보성군     몽수경(夢授經)   

<몽수경(夢授經)>

남무관세음보살남무불남무법남무승(南無觀世音菩薩南無佛南無法南無僧)

여불유인여불유록불법상인상락아정조염(與佛有因與佛有錄佛法相因常樂我淨朝念)

관세음모염관세음염염종심기념불불리심(觀世音暮念觀世音念念從心起念佛佛離心)

천라신지라신인난난난리신일체재앙화위진(天羅神地羅神人難難難離身一切災殃化爲塵)

남무마가반야파라 (南無摩訶般若波羅蜜)

<댐6> 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소동패 전갈(소동패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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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엥엥에기야(소동패Ⅱ)

산아지로고나 (소동패Ⅲ)   

       (예) 보리쌀 씼는줄 더는이 안쓰림 무언쌀 씼냐고 말부침을 하네/

            춥냐 덥냐 내품안에 들어라 비가 높고 얕으면 내 팔목을 비여라/

  여천군에서는 소동패가 대동패로부터 전갈 요청을 받으면 수(令手)와 소고쇠가 대동패 두목에게 정

중히 전갈을 올리며 소동패끼리 서로 만나면 문(營門)을 잡고 한량(閑良)(노래와 춤)으로 놀것인가 악

(惡)(힘겨루기)으로 놀 것인가를 결정하여 대결한 후 진편이 이긴편에게 문(營門)전갈을 올려야 하는

데 이는 보성군의 경우에도 참고가 된다. <댐6>은 여천군의 현천 소동패 노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후

자의 동화타령은 <댐6>의 Ⅳ곡(曲)에 해당된다. 소동패가 보리풀을 하러 갈 때는 풀소고를 치면서 갔고 

풀을 반짐했을 때와 온짐하여 일을 마칠 때는 풀소고로 알렸다.9)

9) 장흥군에서 수집한 풀소고 가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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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6>의 보성군 전갈은 여천군 현천소동패의 가진전갈, 문전갈, 저녁전갈 중 가진전갈에 해당한다.

  엥엥에기야 곡(曲)은 개골타령이라고도 하는데 멕이고 받는 방법으로 노래한다. 받음구는 “엥엥에기야 

나무지경에기야”이다. 메김구는 4음보씩인 경우도 있고 10음보씩인 경우도 있다.10) <댐6>의 제2행은 <

댐7>처럼 “……삼시먹고 대돈받고 아릿다리딸딸 걷어올리고……”가 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화타령은 긴사설을 촘촘히 줏어섬기다가 끝에 “어허리시구나 도화로 네로고나”라는 후렴구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11)

도화타령(소동패Ⅳ)   

<댐7>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개골

  반짐방구 : (口音) 남창북창 남창북창 구시월단풍에 남창북창/

                    ♩♪♩♪ ♩♪♩♪ ♪♪♪♪♪♪♩♪♩♪

   길갈 때 : 돈드레 똔또 돈드레 똔또 돈드레 돈드레 돈드레 똔또

            

        도돈돈도 돈도돈도 돈 돈도돈또돈도

10) 이소라, 「韓國의 農謠」 第2輯 玄岩社 1986 <악보221> 및 本稿의 <댐7> 참조,

11) 이소라, 「韓國의 農謠」 第1輯 玄岩社 1985 <악보81> 및

   이소라, 「韓國의 農謠」 第2輯  (前揭) p.278 <보례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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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 엥엥어기야

  <댐6> <댐7>의 곡(曲)들은 모두 4도에다 2도를 얹는 선법류이며 “엥엥에기야”이하는 전부 4박을 1장

단(마디)으로 하여 채보되었다.

  2. 모찌기

  <댐8>의 5곡(曲)은 각각 그 마을 토박이 농민인 선소리꾼들이 부른 것으로 멕이고 받는 가창방법을 

쓴다.

<댐8> 전남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내기마을 모찌기

보성군 웅치면 강산 2구 모찌기

보성국 득량면 삼정리 성제마을 모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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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모찌기

  모심기노래는 공통적임에 비해 모찌기노래는 세분화되어 있다. 받음구는 “모헤 모찌세”, “에라하 모위 

- 뚜루루루루”, “모모모휘 - 아허”, “에헤이 모찌기요”, “에에이 모헤라”등이다.

  비(非)고정박장단으로 채보하 다.

  1곡(曲)(복내면 : 솔라도레미의 평조 선법)을 제외하곤 모두 4도에다 2도를 쌓은 계면조선법으로 되어 

있다.

  3. 모심기

 느린 모심기곡(曲)은 농부가쪼로 불 다. <댐9>는 잦은모심기에 해당한다. 멕이고 받으며 받음구는 “헤

헤에루 상사디어”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으로 되어 있다. 3분박 4박장단( 4
、
)이며, 메김선율․받음선율

이 모두 각각 2장단씩이다. 4도에다 2도를 쌓는 계면조선법이다.

보성군  보승읍 모심기(잦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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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9> 전남 보성군 노동면 잦은 모심기

강진군 보성군 모심기

(예) <낮> 어화농부를 이내한말 들어보소   <낮> 아방궁을 높이짓고

     <높> 통일천한 진시황의              <낮> 육구제국 조공을 받아

     <높> 만리장성 쌓은 후에             <높> 동남동녀 오백인을

     <낮> 삼천궁녀 시중할제              <낮> 삼신산에 보낸후에

     <낮> 불사약을 구할려고              <낮> 사구평생 저문날에

     <높> 소식조차 돈절하고              <높> 젊은 홀몸 제갈공명

     <낮> 요산암초 부귀로다              <낮> 그런 천하 명장들도

     <낮> 난섹한후 치한조조              <낮> 다심어간다 다심어간다

     <높> 우리농군은 천하지대본          <낮> 서마지기 논배미가

     <낮> 상사소리 한 후에

     <낮> 반달만큼 남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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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이 배미 심그고 집으로 가먼     <낮> 새옷해평이 사불광대를 신다네

     <높>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낮> 우리나라에 풍년이 왔네

     <높>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낮> 밥잘먹기를 하나님 덕이요

     <낮> 어하 농부들 잠시 잠깐 쉬세     <낮> 에 에헤 에루 상사디여

보성군 웅치면 강산2구 모심기

(예) 앞을 보니 총총 바대요/뒷산보니 근본바대요/

    잘도숨그요 잘도숨그요/떴다 보소 모풋이 떴네/

    솟아 솟아 잘숨겨 주시오/떳다 보아라 점심바구리 떴네/

    점심을 먹고 쉬여갖고/열심히나 잘 숨급시다/

    이농사를 지어갖고/신년공산을 하여디고/

    처 자식테리고 잘먹고 살게/파양궁합시다 파양궁합시다/

    해는 져서 일락으로 가고/말은 솟아 동경에 솟았네/

    우리 농군들 욕을 하 오/오늘 일과는 이대로 그칩시다/

    좋다/

  4. 논매기

  보성군에서도 논매기노래는 다양성(多樣性)을 띄운다. 악보 <댐10∼17>까지의 가창자들은 모두 해당 

읍․면의 토박이 농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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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10>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 논매기(도사리할 때)

<댐11>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 마을을 둘러보세(호미로 논김맬 때)

(예) 청사초롱 해 불 밝혀들고 임의 밤으로 잠자러 갈거나/

     간다봐라 헤헤 나도나 갈까 정칠놈 따라서 내가 돌아갈거나 에/

     마음이 있거든 내 팔목 잡고 놈만일 강짜거리 만지(지)를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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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12>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옥채마을 논매기

<댐13> 전남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내기 논매기(긴소리)

<댐14> 전남 보성군 노동면 논매기(세워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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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15> 전남 보성군 노동면 에헤야 데헤야 사라일세(논매기)

(메) 이웃집 김도령 울 넘어들고 담 넘어든다/ (받)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녁에 달 솟아온다. 요내복판에 옆 달아지네/

<댐16>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논매기(도사리할 때의 들소리)

(메) 오동의 추야   달은 밝고

     임의 생각이   저절로 나-ㄴ다/

     배꽃일래 배꽃일래 춘향이 폴목이나 발목이 배꼬실래/

     물잘논다 물잘논다 조조군사가 물잘논다/

     바람불고 비올줄 알면 어느 시래배잡놈이 빨래질 갈꺼나/

     못다맬걸 다매노라고 물명주 단속곳이 다젖었네/

     오동에 초야 그만두고 에야두야로 돌려보세/

  위의 악보들은 멕이고 받는 가창방법인 점에서 공통된다. 받음구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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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보성군 논매기노래의 받음구

악  보 지   역 선소리꾼 받음구

<댐10> 문덕면 봉정리 최남수
 헤이 헤 헤헤히히 허허야 허 어리고시고 노 좋다고도

 내  사랑아

<댐11>  〃  〃  에야 에헤헤여라 마흐 마흘을 둘러보세  

<댐12> 문덕면 덕치리 안 순  어야해 에에헤야 어야디야헤

<댐13> 복내면 유정리 윤만용
 에헤야 에헤이야 에헤이루

 답답 오 설음이여

<댐14> 노동면 손을준
 에히야 하하 헤헤이야 세헤

 세워나 보세

<댐15> 노동면 손을준  에헤야 데헤야 사라일세.

<댐16> 보성읍 봉산리 박기문․박기삼  위야 헤이히 네헤리 네로고나

<댐17> 미륵면 덕림리 김동엽  에야하하 어이 네로고나

  <댐16>과 <댐17>의 받음구만 서로 비슷하고 그 이외엔 서로 다르다.

  <댐12>는 3분박4박장단 으로 (메)과 (받)이 각각 3장단 씩이다. <댐10>은 내재(內在)장단 6
4
박으

로 볼 수 있으며 (악보의 內在마디   참조)    그러할 때, (메)은 4장단 씩이고 (받)은 3장

단씩이다.

  <댐12>은 4도에다 2도를 쌓는 계면조 선법이고 그 이외의 곡(曲)들은 계면조적인 색깔이 옅다.

<댐17> 보성군 미륵면 덕림리 논매기

  5. 도리깨 타작

  보성읍에서 종도리깨꾼들이 주로 “어이”하면서 내려치는 듯하다. <댐18>

  6. 산떨이

  <댐19>는 산(山)을 나무나 풀짐하러 지게지고 올라가면서 잘 부르는 노래이다. <댐19>의 3곡(曲)은 

“올라간다”라는 가사와 4도에다 2도를 얹은 계면조적인 음조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산떨이의 예는 고흥군에서도 볼 수 있다.12) 경상도에서는 이럴 경우 어산용을, 강원도에서는 아리랑을 

주로 부른다.

12) 「韓國의 農謠」 第2輯(前揭書) P.261f <보례38∼41> P.114<보례10>, P 66<악보165>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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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19> 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떨이

전남 보성군 노동면 산떨이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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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18>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도리깨타작

  7. 목도소리

  목도소리는 보통 2인(人)내지 8인(人)이 긴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 가면서 발맞추기 위해 하는 

소리로 통(通)민요(본고(本稿)의 一. (2)의 3項 참조)에 속한다.

  <댐20>의 주된 출현음은 도화라도‘이며 그 중에서도 화라도’가 주된 구성음을 이룬다. 처음의 “아여 

-”하고 길게 벋는 음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는 동작이며, 마지막의 “놓고”는 땅에 놓는 장면이다.

  8. 줄 메고 나가는 노래

  <댐21>은 보름날 줄 댕기기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수십명 내지 수백명이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다.

  멕이고 받는 가창방법으로 받음구는 "위야허허“(보성읍, 복내면), 또는 ”상사뒤여뒤여“(회천면)이다. 전

자(前者)는 6
8
박으로 채보하 는데, (받)은 1장단씩이고 (메)은 2장단씩이다. 후자는 악보에서와 같이 내

재(內在)박을 그을 수 있다. <댐21>의 선율들은 모두 4도에다 2도를 얹는 계면조의 바탕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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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20>        목도   

<댐21> 보성군 복내면         줄메고 나가는 노래   

(메) 줄을 메서 발을 맞추세/

    이리저리 살펴가며 이리자울뚱 저리 자울뚱/

    어깨를 맞촤 줄을 매세/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경에 달이 솟네/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마라/

    아까운 홍안이 다 늙는다/

    어럴럴럴 위야 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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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를 헌다 잘도들 한다/

    우리 역군들 수십명이/ 이렇게 잘할줄 몰랐건만/

    얼씨구 절씨구 잘도들 허요/ 위야허허 당거 주소/

    비 바람은 퍼붓는데/주인은 불러쌓고/

    갈짐을 넘어가네/신짝은 벗어지고/

    단잠을 쓸어진다/논두 은 자빠지고/

    호박에 말뚝 받고/새미질에다 허방을 놓네/

보성군 회청면         줄메는 소리   

(메) 임의생각 절로나 나네/(받)α

보성군 보성읍         줄다리기   

  회천면에 인접해 있는 장흥군 및 강진군에서도 “상사뒤여뒤여”이다. 고흥군 점암면과 승주군 해룡면의 

그것은 “얼싸 더리덜 ”이며, 해남군은 “와와와 들이여”가 일반이다. 고흥군의 도덕면엔 퇴비짐 지고 가

는 소리로 “뒤야허허”가 있다(「韓國의 動搖」제2집 (前揭謠) <악보225>).

  9. 밭매며 흥얼거리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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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에서는 이러한 노래를 흥걸타령이라고도 한다. 혼자 신세타령쪼로 부르는 <댐22①∼③> 의 선

율이 일반적이며13) 계면조 선법으로 되어 있다.

<댐22> 전남보성군       밭매기   

  ※ 금봉채 : 옛날 부자집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선물로 주는 비녀

<댐22①> 전남 보성군 겸백면           밭매는 노래(흥걸타령)

<높> 콩곰앉어 생각하니                     이노릇도 못할래라

      호무자루 손에들고                     대문밖에 씩 나서서

      길과 같이도 짓은 밭을                 사래질고도 장찬 밭에

13) 「韓國의 農謠」 제2輯(前揭書) <악보 227①②, 228> 참조.

    <댐22④>

    는 이 산해의 他노래(치마, 줌치, 사위노래)에서 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固定선율인 노래가락 풍의 향이며, <댐22⑤>는 김

복순의 노래로 그가 몸에 베고 있는 讀經의 固定선율 가락의 향으로 보인다. 레미솔라(도‘)의 음조직을 하고 있는 点도 <댐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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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줄반을 메고나니                     서울가는 이도령이

      다래같은 소를타고                     번개같이도 내려오더니

      저여자는 밭만 맬려고 힘쓰지 말고      요내나를 따러오소

<높> 공곰앉어 생각하니                     이노릇도 못할래라

      번개같이 따라가서                     첫차대문 열고드니

<높> 매논말도 열에다섯                     타는말도 열에다섯

      마구정을 들여다보니                   부림소도 열에다섯

      노는소도 열에다섯               <높> 방이라고 들어가니

      볿힌 것은 양돈이요                    체인것은 푼돈이네

      마리라고 나가보니                     은도가지도 열에다섯

      낫도가지도 열에다섯                   정지라고 나가보니

<높> 은동우도 열에다섯                     놋동우도 열에다섯

      은양판에 물을 떠서 세수하고           놋양판에 머리감고

<높> 정지아야 정지아야                     앞종아 앞서거라 뒷종아 뒷서거라 

      전답귀경을 가자서라                   전답귀경을 가서보니

      나락곡식 오복소복                     콩폭시는 후젖이네

      앞종아 앞서거라                 <높> 뒷종아 뒷서거라

      친정귀겡 가자서라                     친정귀경 가닌께는

      우숙속모 나섬서러                     우리아기 너하나를 찾을라고

      팔도강산을 뒤졌더니                   인자 어서도 오는구나

      우리삼촌 보신발로도 뛰어나온섬        아가아가 어디갓나 인자오냐

      나하나를 찾을라고                     팔도강산을 뒤졌더니

      인자어서도 오는구나              <높> 은방석을 내폄서로

      여그앉고 저그앉소                      새동자를 지어대어

 <높> 어저먹던 중발국은 넛다두고            은밥그릇이 웬일인가

       어제자던 여물청은 엇다두고            꽃방석이 웬일인가

<댐22
②
>            밭매기   

 

<댐22③>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밭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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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22
④
> 전남 보성군 율어면          밭매기

<댐23> 전남 보성군             길쌈노래   

  10. 길쌈노래

  <댐23>은 보성군 겸백면 남양리에서 출생하여 인접 면인 미력면 용정리로 시집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김복순의 노래로 후술하는 공인순의 삼삼는 노래에 해당한다. “어서 삼고 바삐삼세”라는 가사가 있

는 점이 같을 뿐, 서로 다른 곡(曲)이다. <댐23>은 솔라도레미를 구성음으로 하고 있다.

  <댐24① ②, 25>는 인접군인 화순군 한천면에서 태어나 15세에 보성군 문덕면 말치로 시집와 지금까

지 살고 있는 공인순의 노래로, 시집오기 전에 배운 노래라고 하나 말치마을 부녀들이 ‘길쌈놀이’로 군

민(郡民)의 날에 출연했던 관계 상14)이 마을에 두루 전파되어 있다.

  <댐24① ②, 25>는 모두 4도에다 2도를 얹은 계면조적 바탕위에 있으며 3분박2박 또는 4박으로도 채

보된다.

  <댐25>는 길쌈을 끝내고 한마당 놀때 부르는 노래이다. “반부채”이하의 첫 행(行)들은 결매소의 (받)

14) 공인순의 길쌈노래에는 그외에 물레노레, 실것 올리는 노래, 베날기노래, 베매기노래, 베짜는 노래 등이 있으나 가사만 다를뿐 

곡(曲)은 <댐24①②>와 비슷하다.

   가사에 대하여는 문덕면(文德面) 사무소 제공 팜플렛 또는 「鄕土文化遺蹟調査」 第6輯 향토文化 개발협의회 1986, 8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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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이 선율에 얹어 부르면 된다.

악보   

서산에 지는해는 양유사로 잡아 잉애놓고/ (어서삼고 바삐삼세, 어서삼고 바삐삼세)

동정에 걸린달은 저수위에 머물러라/(      〃      )

또랑또랑 겨새또랑 여자복숭을 심었더니 가지가지 마당 주 주  열렸구나/(      〃      )

유자탱자는 근원이 좋아 한꼭지에 둘이열려

탱자는 고와도 개똥밭에서 놀고 유자는 얽어도 한량의 손에서 다 달아지네/(      〃      )

저실상평 고씨나 해남윤씨나 선산이씨나 시래 당춘이씨나 칼춘낭군을 원했더니 

목단패가 웬일인가(      〃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오는 명년 봄 춘사월이 돌아오면 다시피련만/

인생은 한번가면 다시 오기가 어려워라/(      〃      )

이 길쌈을 부지런히하여 논도사고 받도사서 우리 시어마니 양친부도 모시고

천년만년 잘살아 봅시다. 잘살아 봅시다.

(※ 목단패 : 일만하는 일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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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24
①
>      삼째기 노래   

<댐24②>      삼삼는 노래   

266



<댐25>        빠르데 결매소   

(받)α의 선율 : 반부채 반부채 서울서 나온 반부채/

               명장내 막내딸 순사집 가자고 날찾아.

              

               꽃나라 꽃나라 은비네 꼭지에 꽃나라/

               질고잘고 기요자 질고 잘르고 금동채.

              

               단오깡 단오깡 물명주 단오깡/

               옥광목이나 바꽈다 손이나 슬슬 둘러서. 

               

               발자랑 발자랑 새보신 신고 발자랑/

               탈났네 탈났네 무안목포 큰애기들 공치기로 탈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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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났네 발났네 무안목포 큰애기들/

               머리만 곱게 빗고서 어리빗 쾅쾅 채는소리

               요내 간장이 다녹아 요내간장이 다녹아//

  11. 터 다지는 노래 

  터다지는 노래의 받음구로는 “어리여라 차하” “에이여라 지점이오” “에이여라 지경이오” 등이 있지만 

보성군에서는 “얼럴럴 상사도야”이다.

  <댐26>은 (메)과 (받)이 각각 3분박 4박 1장단 씩이다.

                          <댐26>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1구       보막을때의 다구질

                        <댐26>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옥채       집터 다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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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26>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터다지는 다구질

                          <댐26>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덕촌            집터다지는 다구질

   (메) 반달같은 딸은 있네/ 나이도 적고 키도 적어/

        벱새가 작아도 수리를 낳고/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간다/

        일가독력의 상사도야/천근망끼가 벌날 듯 한다/

        먼동사람 듣기도 좋고/가까운 사람은 보기도 좋네/

<댐26> 보성군 보성읍         집터다지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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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26> 강진군

                                   보성군                터다구는 소리

     (메) 좌편에는                녹수로다

          녹수청산                흐르는 물은

          만년수가                분명하고

         

          앞산은                  바라보면

          노적봉이                분명하고 

          우편을                  둘러보면

          문필봉이                비쳤으니

          천하문장이              날터로다

          이집상량을              돌리면은

          자손만대                유지하네

          이만하고                그칩시다

  12. 상량 노래

  상량(上樑)을 올릴 때 주인을 태우고 부르는 노래이다. <댐26>과 동일곡(同一曲)이나 받음구가 “어유

아 상량이야”인 점이 다르다 (<댐27①∼③>, 「한국(韓國)의 농요(農謠)」(前揭謠)의 <악보235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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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27
①
> 보성군 복내면               상량노래

                              동교1구

   

                      <댐27②> 보성군 조성면                 상량소리

                               매현리 덕촌

                      <댐27③> 보성군 복내면                 상량소리

                               시천1구 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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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장가 기타

전남보성군         자장가   

  수몰지역인 문덕면 덕치리 옥채마을에서 뱃노래를 수집하 으나 일반 민요쪼 다. (“에야노 야노야 에

야노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4) 유희 요요(謠謠)

  1. 남사당의 덜미 노래

  <댐28, 29>는 남사당의 꼭두각시 놀음중에 불리워 지는 노래들이다. <댐2>은 제1막이 오를 때 등장

인형들이 차례로 머리를 내 보이는 장면에 불리워진다. <댐28>은 둘째거리인 피조거리에서 상좌2여(女)

와 피조리(박첨지조카등) 2녀(女)가 춤출 때 부르는 “니나노 난실”에 해당한다. <댐28, 29>는 계면조 (4

도+2도)에 속한다.

<댐28>          제나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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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29>         떼루   

  2. 기타 율어면 이산해의 치마노래․줌치노래․사위노래와 문덕면 공인순의 강도령, 강노씨, 시집살이, 

이붓엄마, 애기초단 열모단, 막내딸노래 및 이(虱) 노래를 채보하 다. 여기에서 각자의 고정(固定)선율 

Pattern이 있음을 보게 된다. (<댐30∼32>와 <댐33∼39>참조). 이산해는 위의 곡들 외에도 쌍금쌍금쌍

가락지, 함평천지고화도령, 둥당애당, 창가쪼의 사친가(思親歌)와 풍년가, 이붓어매, 베틀가, 수전기미(신

부가 밥상들고 가다 미끄러져부른 노래)를 불 다. 공인순도 위의 곡(曲)들 외에 유자콩콩 재미가나, 무

안목포 털좋은 목화… 등을 불 다.

<댐30> 전남 보성군 율어면       치마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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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31> 전남 보성군              줌치노래

                                율어면

                           <댐32> 전남 보성군              사위노래

                                   율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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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33>                         강도령   

<댐34>                           강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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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35>                           애기초단 열모단   

<댐36>                          막내딸 노래   

오동구 장농에다가/구화장석을 걸어주마/

은자동아 금자동아/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준들 너를 살꺼나/금을준들 너를 사/

부모에게 회자동아/일가친척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동아/동네방네 요신뎅이/

은자동아 금자동아/

<댐37>                  시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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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밤중 야밤중에/우리낭군이 오시거든/짖지마라 너를 준다/

밤중밤중 야밤중에/우리낭군이 오심시러/댓님풀어 입에물고/

바지가랭이 후여자/회면 살짝 오시다가/홍삽살이 청삽살이/

아지나 캉캉짖는 소리/시금시금 시어머니/대창문을 반만열고/

그누시가 오시냥께/오시다가 다시가네/어서죽어 다시생겨/

서당앞에 함박꽃이나 되얐으면/우리손에도 들려보게/

어서죽어 다시생겨/은복집게나 되얐으면/우리님 입에도 물려보게/

어서죽어 다시생겨/외강목에 접버선이라도 되얐으며/

우리님 발질에 끼워보게//

                     <댐38> 화순군 한천면            이붓엄마

                             보성군 문덕면

빡빡머리 딸을두고/새별같은 아들을 두고/무엇이 서러서 개게간가/

절구절구 저윤서네/이붓어마니 질렸겄네/앞바람도 불지말고/

뒷바람도 불지말고/쏙소리 바람만 싹실어 넘겨라/당기둥당게 둥당게당/

만세만세 만만세/만세소리도 기저기가구나/한장에 장단에 뚝 떨어졌다/

어찌 그 아니 좋을소냐/

<댐39>                         이노래   

      (5)요약

  보성군에서 수집한 민요들의 의식․노동․유희요(謠) 별(別)로 정리하 다.

  의식요(儀式謠)로는 걸메당․상여․독경(讀經)소리가 실렸다. 전래(傳來) 혼인식(式)에 있어서의 가마

소리인 걸메당소리는 전국의 몇 곳에서만이 가창자가 남아 있는 희요(稀謠)이다. 상여소리(처음에 운구 

들어 울릴때의 긴소리, 길 갈 때의 가난보살과 어가리넘자, 비탈길 오를 때의 나무아미타불, 달구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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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것과 동계(同系)이다.

  노동요(謠)는 주로 농요(農謠)<광의(廣義)>가 수집되었다. 소동패전갈을 수록하 다. 모심기곡(曲)은 

공(共)히 일반 농부가 쪼임에 비하여 모찌기와 논매기곡(曲)(<표2>참조)은 다양성을 띄웠다. 산아지로고

나곡(曲)은 전(全) 면(面)에 두루 퍼져 있으며 논맬 때, 장원질소리, 소동패노래에도 쓰인다. 산떨이(올라

간다)는 고흥군의 것과 같다. 터 다지는 노래로는 얼럴럴 상사도야를, 상량노래로는 어유아 상량이야를 

부른다. 줄메고 나가는 노래의 받음구는 위야허허 또는 상사뒤여뒤여(회촌면)이다.

  유희요(謠)는 남사당의 덜미 (꼭두각시극)노래인 떼루와 제나난실을 싣고 그 위에 치마․줌치․사위․

강도령․이노래 등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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