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碑詩歌의 地域性과 繼承化 問題
- 양구지역의 민요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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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민요는 다수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구비전승물이다. 강원도 민요는 그 곳 다수
사람들의 모듬살이를 형상화하고 그들의 의식세계를 드러내는 노래문학이다. 이 글
에서는 강원도 민요 가운데 양구지역의 민요를 통하여 현재 ‘이 곳’에 살고 있는 사
람들과 과거에 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듬살이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양구지역의 민요에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생각을 다면적으로 담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양구 사람들은 人性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갈 것이다. 민요와 같은 口碑
詩歌群은 전통적으로 地域性 또는 鄕土性을 반영하여 지속되었고, 그 변이는 시대
성을 반영하면서 사회적 역사적 변화와 맞물려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비시가의 지역적 연구는 한국 민요의 총체적 연구를 위해 조사작업과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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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다. 이와 동시에 민요와 같은 구전자료는 오늘날처럼
문화의 지역적 차별화를 통해 正體性을 확보하려는 지역민의 노력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현장조사 경험을 살리는 집약적 분석이 절실한 것이다.1) 특정
지역의 집약적 연구는 민요의 현장에서 향유층과 연결된 분석을 시도할 수 있기에
중요하고, 특정갈래의 집약적 연구는 기능, 사설, 창곡, 唱者 간의 총체적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지금까지 現場論的 입장에서 주목되었다. 다만 연행방식은 전통
사회의 실제 현장이 소멸되거나 변질되었기에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이 양구의 독자적 민요를 정리하고 강원도 민요의 위상에서 양구 민요의 비
중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양구지역 민요 연구는 강원도 민요를 확
장하는 일인 동시에 민요의 지역성이 민요의 전파 또는 유통에 어떻게 관여되는지
살피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양구의 독자적 민요의 사설에 대하여 기능과
사설의 관계, 사설의 문학적 특징, 사설의 民俗的 기반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설의 시적 읽기는 양구지역의 민속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그 특수성을 부각
시키는 쪽으로 한정한다.2) 또 민요의 전승 위기라는 시기에 민요를 살리는 길이 무
엇인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본 것이다. 이른바 民謠工學의 시도는 전통사회의 민
요적 기반이 무너진 시대에 구비시가의 보존과 계승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의 입장에
걸맞게 새롭게 짚어보는 ‘민족문화과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데 있다.

2. 양구지역 민요의 존재양상과 성격
양구지역은 동쪽으로는 인제군, 서쪽으로 철원군과 화천군, 남쪽으로 춘천시, 북
쪽은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의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표지석이
말해주듯이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어 남북분단의 역사적 체험을 하고 있는 유서 깊
은 고장이다. 태백산맥의 지맥이 금강산 남쪽에서 이어져 내려와 楊口鎭山을 이루
고 있으며, 동서남북 주위에는 남쪽의 봉화산을 비롯하여 서쪽의 백석산과 어은산,

1) 필자는 1991년 양구지역에서 곱새치기 사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곱새치기는 노래놀
이로서 오락형 경합유희임을 밝혔는데, 그 분포는 북한지역과 한강을 경계로 발달한 소리임을 강조
하였다. ｢경합유희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요․무가․탈춤 연구, 태학사, 1997, 참조.
2) 양구의 민요 중 특정 갈래는밭가는 소리群이 비교적 알려졌는데, 지역성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
고 유희성이 강한 각편을 두루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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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의 지혜산과 도솔산 등 수많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금강산에서 발원하
는 작은 샘물들이 모여 양구의 남단에서 큰 강물을 이루워 구비치며 흐르다가 소양
강을 이룬다. 산과 강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평지가 형성된 양구지역에는 채집생활
이나 어로생활을 거쳐서 원시농경생활을 하던 인류가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선사인들이 언제부터 이 지역에서 생활하였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근래
에는 학술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수많은 유물․유적들이 발견되어 ― 양구 선사
박물관이 북한강 유역의 선사유적을 집합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 이미 아득한 옛
날부터 인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3)
양구지역은 일찍부터 북한강 상류의 유역을 중심으로 논농사가 기상조건에 맞아
발달하였다. 또 산악이 많은 지형 때문에 火田에 의한 밭농사가 많다. 화전 농사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공통된 농업방식이었다. 민요도 이러한 생업활동에 부합하여 독
자적으로 전승되었다. 기능상 농업․임업 노동요가 양구다운 양상을 보인다. 산간
지역의 특징은 농요가 생업활동과 관련하여 기능요로 발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의식요와 유희요는 일상 밖의 행위전승에 부합하여 전승되었으나 양구의
지역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드물다. 양구지역 민요의 향토성을 강조하기 위
해 논의를 좁혀 일터든 축제든 과거의 민요가 기능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핀다. 전승하던 민요 전반을 다룰 수 없어 얼러지타령계, 어랑타령계
중심의변화된민요와 생업활동상 특징화된 밭가는 소리 각편들을 다룬다.

2-1. 산간문화와 <얼러지타령>
양구지역의 민요는 강원도 산간문화와 관련된 소재가 형상화된 자취를 다면적으
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돌산령타령>은 지명과 연결하여 제한된 공간을 노래
하고 있는데 “돌산령 명당구비엔 술 한잔 없어도 / 오가는 길손은 쉬어만 가네 /
…”의 사설이 그것이다. 강원도 북부 민요로서 아리랑계 소리는 <얼러지타령>과 <어
랑타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편은 본래 산간의 삶에 부합하여 개별노동요의
성향을 지니면서 <곱새치기> 노래와 함께 歌唱遊戱謠4)의 그것처럼 넘나듦을 보여
3) 양구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구군․강원대학교, 1997.
4) 기왕의 비기능요(non-functional song)에 대한 개념 중 노래부르기 자체도 놀이기능이 존재함으
로써 타령계 민요 전반을 ‘가창유희요’의 범주로 수용할 수 있다. 기능요(functional song)와 비
기능요로 민요를 대별한 이론은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v.2 (New York, F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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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오락 위주의 전이된 민요다. <줄다리기노래>는 양구읍 상․하리, 남면 송우
리․용하리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겼네 이겼네 상리가 이겼네 / 졌네 졌네
용하가 졌네 / …” 라는 사설을 통해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1910년대까지 집단놀
이로서 성행한 양구 기줄싸움은 정월 대보름날 마을 단위로 대동성과 상무성을 드
러내는 놀이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경합적 民俗遊戱에는 <줄다리기노래>가 즐거움
을 보태는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5)
강원도 민요의 분포 중 양구지역의 민요는 영서지역 중 북부에 속해 강원도적
요소와 함경도적 요소가 공유되어 있다. 강원도 민요 전반을 살핀 강등학의 논의에
서 보듯이 이 곳은 일찍부터 산간지역의 농사와 관련된 여러 기능에 두루 쓰이는
각편들이 많다.6) 이러한 현상은 ‘아라리’ 혹은 강원도 아리랑이 대표성을 보여주었
기에 별반 특이한 것이 아니다. 아라리가 밭매는 데서부터 놀이판에까지 다양하게
불려진 것처럼 양구지역에서는 ‘얼러지’가 불린다. 얼러지는 아라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계열의 소리다.
얼러지는 양구형 아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찍부터 강과 가정의 각종 일판과
노래판에서 다양하게 불려왔음을 알고 있다. 이른바 <얼러지타령>은 가창유희요의
성격을 지녔지만, 화전 모듬살이의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농요로서 널리 불려진 각
편들이다. 본래 歌唱方式은 메나리 소리처럼 한 소절의 형식으로 불렀지만, 나물캐
고 밭매는 현장에서 불렀기 때문에 주고 ‘받으며 돌아가는’ 이른바 輪唱인 것이
다.7) 그 대표적인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돌산령 달산령 선질꾼 떴다 / 재작장이의 공지갈보야 술 걸러 놓아라 //
② 대암산 농 옆에 쌓인 눈이 녹거든 / 임자 당신과 소녀 단둘이 얼러지 캐러 갑시
다 //
③ 대흥산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 우리나 삼동세 얼러지 캐러 가세 //
④ 돌산령 명당 구비에 쌓인 녹이 녹거든 / 당신하고 나하고 얼러지 캐러 갑시다 //
⑤ 대암산 멀구다래가 열거든 / 우리나 삼동세 멀구 따러 가세 //
⑥ 산천에야 그물은 머루다래 / 인간에나 그물은 당신이로구나 //
& Wagnall, 1950)의 ‘Song’ 참조.
5) 이창식, ｢민요｣, 江原道史(전통문화편), 강원도, 1995, 435～436면.
6) 강등학, ｢강원도편｣, 한국구연민요, 집문당, 1997, 296～301면.
7) 흔히 민요의 가창방식은 되받아 부르기, 메기고 받아 부르기, 다같이 부르기(또는 내리부르기)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며 부르기(윤창방식)’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 ｢민요론｣, 민속문학
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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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돌산령 샛바람이 휘몰아치니 / 삼곡사 종소리 요란도 하구나 //
⑧ 못살겠구나 못살겠구나 나는 못살겠구나 / 돈 그리고 임이 그리워 나는 못살겠구
나 //
⑨ 천질만질은 뚝 떨어져서 살았거든 / 정든 임이야 떨어져선 나는 못살겠구나 //
⑩ 바랑골 뒷산에 머루다래 열거든 / 당신하고 나하고 머루 따러 갑시다 //
⑪ 산수갑산에 다랑칡은야 얼그러설그러졌는데 /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나 얼그러설
그러지느냐 //
⑫ 어스름 달밤에 백우산을 받고서 /요리가자 조리가자 날 호리는구나 //
⑬ 무정한 기차냐 말 실어다 놓구서 / 한 고향 실어줄 줄은 왜 날 몰라주나 //
⑭ 요놈아 총각아 손목을 놓아라 / 물같은 손목이 얄크러진다.8)
-앞의 번호 필자가 붙임

위의 <얼러지타령> 사설은 대체로 시적 話者가 임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고 싶
은 심사를 드러내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설 각편 화자의 표현욕구가 주
변 자연물과 연결하여 나타남으로써 놀이판에서 소리꾼 심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얼러지 唱者集團의 생활터전을 배경으로 ‘나’와 임이 만나 정을 나누고 말 그대로
연애를 걸고 싶은 욕구가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얼러지는 양구 대암산에 많이
나는 나물 이름인데 양구 마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정선의 곤드래딱죽이와 그
맛이 비슷하고 쓴 맛을 낸다고 한다. 얼러지 여성창자는 ‘봄나물 캐면서’ 주로 많이
불렀고 그들의 시적 연상은 양구 주변의 자연물에서 서정성을 빌려오는 데서 토종
적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설 속의 화자와 여성창자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 창자집단은 나물을 캐는 실무적 기능을 통해 <얼러지 타령>을 부르
면서,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어 촉발시키는 데 있다.
②․③ 각편의 대암산과 대흥산은 화자와 임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 - 연애
골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 인 동시에 얼러지 창자집단의 나물 캐는 현장이다.
얼러지 캐는 곳은 노동의 현장이지만 녹색의 꿈이 있는 공간이다. 얼러지는 <도라지
타령>의 도라지처럼 重義性을 나타내는 시어다. 표면적으로는 나물이지만 이면적으
로는 남녀의 성(性) 또는 性戱를 뜻하는 개연성이 크다. 이 사설은 조사자에 따라
- 구비시가의 사설이 기억의 구연방식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휘나 구절의 대
체․변개․확장이 드러난다 - 조금씩 달라진다. 더구나 조사된 사설은 전통사회의

8) 김훈 등, 민요, 국학자료원, 341～342면. 이 사설은 1995년 12월 양구군 동면 팔랑리에서 최영
균(남, 83세), 홍성삼(남, 69세), 이성섭(남, 73세) 등을 통해 채록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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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 채록한 것이 아니라 경노당과 같은 인위적 공간에서 조사를 위한 조
사였기에 현장의 함의를 생동감 있게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연행방식의
구체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 얼러지 참나물 슬어진 골로 / 우리집 삼동서 봄나물 캐러가자 (김경남 채록)9)
나) 대바원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 너하고 나하고 얼러지 캐러가자 (김선풍 조
사)10)

②․③ 각편의 얼러지는 가)에서는 얼러지 참나물 또는 봄나물로 대체되어 나타
나고, 나) 에서는 ②대암산이 대바원으로 나오고 ‘캔다’는 의미자질을 같이 보여준
다. 본래 같은 각편이 전승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얼러지 타령>은
양구지역의 얼러지 창자집단에서 나물캐는 현장에서 불러진 여성노동요지만, ②․
③․가)․나)와 같은 원형적 각편에서 점차 ① 각편처럼 선질꾼과 꽁지갈보, 그밖
에 마꾼, 뗏목꾼 등에 의해 가창유희요화된 것이다.
선질꾼은 강원도 산간을 누빈 이른바 보부상의 일종이다. 다리목이 짧은 지게를
통해 소금과 생선, 그릇 등을 영동 해안지역이나 북한강 소금배가 닿는 곳에서 받아
산간오지의 사람들에게 팔던 장사꾼이다.11) 이들은 뗏목꾼과 함께 강원도 아리랑을
유통시킨 대표적인 집단이다.12)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전승되는 <얼러지
타령>은 아리랑처럼 민요 유통자에 의해 ‘대처지역’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다. 선질
꾼의 조직은 점조직으로 되어있었고, 그의 행상은 다리품을 파는 데 있었다. 선질
꾼과 같은 향유층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또는 함경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민요
를 유통시켰던 장본인들이다.
반대로 갈보와 같은 논나니 계열의 집단이 경기도․서울 지역에서 잡소리를 끌
고 들어옴으로써 <얼러지타령>에도 변화를 주었던 것이다. 갈보집단은 북한강 유역
의 나루터 일대를 전전하며 강을 따라 경기도 민요와 강원도 민요를 유통시켰던 부
류다. 사설에는 신갈보, 떼갈보, 술집갈보, 석쟁이 등 다양하게 나탄나다. 갈보의

9) 김경남, ｢양구 팔랑리 바랑골 농요｣, 관동민속학, 제 10․11합집, 강릉무형문화연구소, 1995.
10) 김선풍, ｢양구지역의 민속문화의 특질｣, 양구지역 전통문화학술세미나, 1998. 12. 발표요지.
11) 선질꾼은 보부상처럼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특유의 상계(商契)를 조직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북한강이나 남한강 나루에 짐배가 들어오면 산악의 길을 이용하여 물건을 유통시킨 집단
이다. 이 대목은 양구군지에 빠져있는 부분이다.
12) 뗏목, 강원대박물관, 1986, 1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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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妓女와 賣春婦 사이의 시류적 표현이다. 갈보 자체가 민요의 상업성과 퇴
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였다. ⑧의 ‘돈’과 ⑬의 ‘무정한 기차’가 그것을 암시
해 주고 있다.
다) 요년의 계집애야 그 말도 말어라 / 이십년 안쪽에 내 낭군이 될라 (김선풍 자료)
라) 바랑골 밭가는 소리가 처량도 한데 / 오고가는 행객들이 머물러진다 (김선풍 자료)

전승되고 있는 <얼러지타령>은 타령계 민요가 그러하듯이 遊興的인 성향을 보인
다. 이는 나물노래 또는 사랑노래가 선질꾼과 갈보 향유집단에 의해 술판과 놀이판
에서 소비지향으로 바뀐 결과다. 이 노래는 처음 화전민의 삶에서 나온 것인데 기
능의 넘나듦에 따라 순수노동요로서 구애의 노래가 가창유희요로서 정념의 노래로
변화된 것이다. 위 다)와 라)의 각편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실제 사설에는
퇴폐성이 짙은 내용이 많고 이른바 ‘행객’이 즐기는 쪽으로 변개되었을 듯하다. 바
랑골 밭가는 소리를 순수 화전노래라고 보았을 때 화자의 입장에서 ‘처량’하게 받아
들이는 대목은 저자거리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바랑골 농요의 원초성은 얼러지, 다래, 머루, 칡 등에서 연상하여 정선아라리에
서 보듯이 창자집단의 주변적 삶이 서정화되는 데 있다. 남녀의 순수한 사랑은 비
록 야합성이 있으나 자연의 공간이나 순리를 끌어와 서정적 자아의 절박함을 호소
하는 이른바 구애형(求愛型)이다. 구애형 얼러지 노래는 갈보, 뗏목길, 선질꾼 등
의 유통집단에 의해 향락형(享樂型)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마) 바랑골 뒷동산에 더덕싹이 나거든 / 우리나 삼동세 더덕 캐러 가자
바) 돌산령 샛바람이 휘몰아치니 / 심곡사 풍경소리가 요란도 하다

마) 각편의 ‘더덕’은 ⑩의 머루 다래, ⑪의 다랑칡처럼 화자와 임을 이어주는 매
개체로서 중의적인 표현물이다. 연애의 간절함을 보리고개의 목숨줄인 초근목피와
연결하여 절실하게 형상화하고 있으나, 술판과 같은 유흥공간에서는 ‘금전’이나 이
별로 바뀌어 향락적 흥취의 도구로 나타난다. 예컨대 “일본에 동경이 얼마나 좋아 /
꽃같은 나를 두고 열락선 타나”라는 각편처럼 즉흥적인 쾌락을 위해 불려질 따름이
다. 돌산령, 삼곡사 같은 향토적 공간에 얼러지 산나물 정서가 결합되어 불려진 양
구 얼러지는 일제강점기 또는 근대이행기로 옮아오면서 순수한 정통성과 소비적인
유행성 그리고 시대성이 혼합되어 지금 여기의 ‘얼러지 타령’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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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타령계 민요가 근대 이후에 대체로 이런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사설 중심으로 <얼러지타령>의 성격을 살펴보았지만, 얼러지의 본질이 정
리된 것은 아니다. 다방면에서 정선아라리와 비교하고 향유집단의 現場性을 추적해
야 할 것이다. 다만 얼러지의 본고장인 양구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설의 시
적 개연성을 드러내본 것이다. 결국 <얼러지타령>은 지역적 시공을 연상하여 향토
성을 보여주는데, 양구지역을 대표하는 구애형 여성노동요에서 유흥적 가창유희요
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2-2. 접경문화와 <어랑타령>
양구지역의 민요 중 <어랑타령>은 앞의 <얼러지타령>과 함께 대표성을 띤다. 얼
러지 - 아라리 - 어랑 등은 언어적으로 민속적인 공유성을 가지고 있다. 민요의 가
창적 발상은 유사하면서도 얼러지와 어랑은 메나리에 가깝고 아라리는 독자적인 부
분이 많다.13) 아라리와 메나리 같은 자생갈래가 뚜렷한 강원도의 민요풍토에서 얼
러지와 어랑 각편들은 또다른 접경지대의 변종이면서 함경도 민요권의 북방계 성향
을 보여주고 있다. 강등학은 이 점에 착안하여 <어랑타령>과 아라리를 비교하였는
데 그 결과 그 장르적 지향을 서로 달리한다고 보았다.14) 다만 그는 고성지역 자
료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어랑타령>이 강원도 영동지역의 가창유희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실제로 <어랑타령>은 함경도에서 <신고산타령>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어랑 어
랑 어러야’란 이음고리 때문에 붙여진 것은 아니다. <신고산타령>이 함경도 ‘애원성’
과 연결하여 단절 또는 애절의 정서를 부각시킨 반면에 <어랑타령>은 <얼러지타령>
이나 아라리처럼 자연물 연상의 감정이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문학예
술사전에 보면 어랑타령은 “명랑하고 약동적인 농촌 처녀들의 심정을 흥청거리는
듯한 음악적 선율, 경쾌한 리듬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음고리를 염
두에 두고 <어랑타령> 계열을 하위유형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3) 이들 가락은 강원도 민요 선율인 메나리 토리로 이루어졌는데 민속음악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검토
가 요구된다. 아울러 민속언어의 전파론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임석재, ｢민요｣, 한국민속종합조
사보고서(강원도편), 1987, 670～679면.
14) 강등학, ｢어랑타령과 아라리의 비교연구｣,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특
히 구연양상의 실제적 비교는 이 글을 쓰는데 참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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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사롱화형(型)
① 저디나 젊어 놀아봐 / 늙고 병들면 나는 못노리로다
어야 데야 어에야 에헤요 데헤요 얼차한망 둥게디요 미사롱화
② 산은 첩첩 무더 한두단단 / 그 누구를 바래고 내가 여기를 오셨든가 (이음고리)
③ 산도 백오리 집을 한번 산도 / 저것도 언제 길러 내 낭군을 삼나 (이음고리)
④ 산디박 나물을 하러 갈까 개구백 나물을 하러 갈까 / 총각 아저씨 데리고 전분놀
이를 가잔다 (이음고리)
⑤ 산은 거쳐 무덤 한두단다 / 그 누굴 바래고 내가 여기를 모셨던가 (이음고리)15)
(나) 사랑가형
⑥ 니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깽기도투하지 말고 /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어랑어랑 어야 어야 데야 사랑가로만 들어라
⑦ 아슬아슬 죽구서 골머리 앓는데 / 정주신 품안이 병원보다는 났구나 (이음고
리)16)
(다) 난사로다형
⑧ 앞두집이나 살아도 요런줄 저런줄 몰랐는데 / 열두가지 재주에 꾀꼬리 살살 녹는
다
어랑어랑 어야 어랑간다 디어라 요것이 난사로다
⑨ 얼 넘어가는 것 보았나 담 넘어 가는 걸 보았나 / 몇에 집에 이도령 곁눈질 하는
걸 보았느냐 (이음고리)17)

위의 사설처럼 <어랑타령>은 서정성과 유흥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신세타령이나
청춘가 등의 1920년대 잡가류의 사설을 연상할 정도로 ‘정분’ 나누기와 외설적 성
희가 두드러져 보인다. 편의상 이음고리를 의식하여 미사롱화형, 사랑가형, 난사로
다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지만 민요집에는 대체로 ‘사랑가’로 채록되어 (나)와 (다)
각편들처럼 ‘어랑’이란 어휘가 없으면 <어랑타령> 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앞의 <얼러지타령> 보다 더 퇴폐적 유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터의 여성 노동요
가 소비지향성을 띠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런 계열의 사설은
일터나 본고장을 떠나 시장의 유흥공간으로 옮겨가 불러졌을 때 소비성과 시대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각편들이 일본어가 나오거나 술담배, 베개 등의 단어가 자주 등

15) 김훈 외, 앞의 책, 339～340면.
16) 김선풍 채록, 양구군 동면, 제보자 김덕원, 김옥희. 함경도 <어랑타령>에서는 이음고리가 대체로
“어랑어랑 어허야 데야 내사랑아”(북청지역)로 알려져 있다.
17)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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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즉흥적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요놈의 계집애야 뭐하로 왔
나 / 절구나 좋아서 쌀 실러 왔다”의 각편처럼 외설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경합유희
요인 곱새치기 사설의 즉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현상을 보였던 시기에 <어
랑타령>의 창자집단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보다 술판을 이끌었던 갈보나
보따리장수들이 아닌가 한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어랑타령>이나 아라리 사설은
지게꾼 또는 논다니 신세타령이라고 말한다. <어랑타령>의 전승은 일터의 실무적
기능에 의존하기보다 유흥공간이나 잡역현장에서 자위적 기능에 의해 유지된 성향
이 짙다.
어랑타령 각편들은 본래 산골 여성들이 일터에서 그들의 정서를 자위적으로 불
렀던 노래다. 사랑의 정서적 내용은 통속민요화되면서 외설성과 퇴폐성을 담게 된
것이다. 가창방식 역시 이런 취향에 부합하여 앞소리꾼이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의
사설을 주워섬기면 나머지 소리꾼이 그것을 받아 다 같이 부르는 것이 특이한 측면
이다. 창자는 놀이판에 있는 사람들의 호응이 있으면 흥을 돋우고 재미를 보태는
사설의 변개가 다채롭게 이루어진다.

2-3. 화전생업과 <밭가는 소리>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나오는 방산 자기의 생산은 <말모는 소리>群을 전승시켰
을 텐데 찾을 수 없다. 구비전승의 편린에 말꾼(馬夫)이 자주 눈에 띄는 것으로 보
아 흙을 운반하던 말꾼은 농사를 짓던 겨리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밭가는 소리>는 양구의
또다른 대표성을 띤 구비전승물이다. <밭가는 소리>는 강원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
어 있는데 양구지역은 소 두 마리를 이용하여, 이른바 <소모는 소리>가 발달한 고
장이다. 양구지역은 선질꾼과 말꾼에 의해 交易民俗이 발달되었다면, 농사꾼에 의
해 자연친화적 생업민속이 특화된 곳이다. <밭가는 소리>는 화전 농사꾼의 삶과 본
성을 가장 순수하게 형상화한 구비시가다.
화전 농업은 산비탈을 일궈 경작하는 고랭지 농사다. 첫해의 작물은 주로 감자이
고, 2년째에는 콩, 팥, 조, 옥수수를 심고, 3년째에는 조, 기장, 감자, 옥수수를 심
고, 4년째에는 콩, 팥, 기장, 메밀을 경작한다. 그러나 화전을 경작하던 담당층은
농사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초캐기, 숯굽기, 뗏목나르기 등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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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앙을 믿으며 백두대간에 대한 可居地 의식이 강했던 부류였다. 이들의 생업활
동에 필수적인 것은 소와 밭갈애비인데 둘의 관계는 화전 중심의 생업활동에서 가
장 중요한 필수조건인 동시에 산간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밭가는 소리>는 겨리소리라고 하듯이 소와 밭갈애비가 대화하듯이 부르는 민요
다. 제보자의 회고담에는 <밭가는 소리>를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산기슭에서 들으
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뺏겨 일손을 놓았다고 한다. 앞의 <얼러지타령>과 <어랑타
령>보다 自慰的 機能이 강한 남성창자의 사설이다. 보통 겨리는 외겨리와 쌍겨리가
있지만 화전 갈기에는 소 두 마리를 이용하는 쌍겨리 위주다. 밭갈애비 쪽에서 보
면 오른쪽의 소는 마라소이고 왼쪽의 소는 안소라고 말한다. 결국 <밭가는 소리>는
소를 위로하고 대화함으로써 밭갈애비가 시적 화자가 되어 소와 일체가 되는 정서
를 내면화하는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시적 화자는 소와 일체감을 이루는
밭갈애비 또는 겨리꾼에 다름 아니다. 산악의 힘든 작업에 <밭가는 소리>가 소와
일체가 되어 일의 고됨을 덜 수 있는 슬기의 소리라고 지역민은 믿고 있다. 이런
사정을 잘 형상화한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각편이 있다.
(가) 이러 마라 올라서라 저 안소 먼저 나가지 말고
저 멍돌밭에 발 다칠라 이러 마라 올라 서라
이러 이소야 밭 좀 갈아보자
안소는 올라서고 마라소는 먼저 나라지 말아라
이러 마라 안야 어후 돌아 오너라
어후 소리가 날적에는 밀고 돌아서거라
이러 마라 저 안소 멍이도툼을 하지말고 제골스로 들어서거라
저 멍돌밭은 넹겨딛고 숨은돌 밭일랑 밀어 밟아 주게
저 방데이 뿔 다치지 말구서 밀고 돌아서거라
안야 마라 오르내리지를 말고 제골스로만 나가다와
어후 와 하 하면은 밀고 돌아 내려서거라
안소 안으로만 우겨서고 마라소 밀고 돌아만 서거라
(김진순 조사, 1994)
(나) 이러 이 소들아 사래찬 돌각다리 바랑골 화전밭 오늘도 또하루 갈아보자
이러이러 이 소들아 어서 나가자
안야 가라 오르내리지 말고 제 고랑으로 이러
어후후 저 돌머리에 저 방대에 저 뿔 다친다
어디 저 마라 올라서지 말고 어디 안야 반달같은 이 화전밭을 다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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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나 어후후 저 가라소 돌아서며 안아야 어허디 저 바위 위로 걸고 나가
자 이러 어후
어후후 해는 서산에 걸리고 반달같은 밭 언제 다 갈고 집에 가나
산골처녀 등잔불에 몸단장한다
이러 이소들아 어서 나가자 어후후 마라 돌자 안야는 우겨서며 걸고 나가자
이러 길가던 나그네 산천이 고와서 쳐다봤나 밭가는 이내소리 구성져 머물러
보았지
(김경남 조사, 1994)

(가) 각편은 쌍겨리를 부리는 과정에서 밭갈애비가 마라소와 안소를 다루는 대
화체 언술로 되어 있다. 밭갈애비는 밭가는 솜씨 못지않게 소리를 통해 두 마리 소
를 얼리고 다루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나) 각편은 (가) 각편보다 소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소에게 ‘들려주기’ 방식으로 소를 위로하며 화자의 심사
를 내비치고 있는 사설이다.
생업민속 중 화전민속에서 <밭가는 소리>는 산간 사람들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와 교감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연성을 드러낸 특이한 농업노
동요다. 그래서 <밭가는 소리>는 ‘소모는 소리’라고 하는데 소를 다루면서 밭갈애비
의 신세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남성 노동요다. 소와 대화하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어사용>처럼 화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18) 양구의 <밭가는 소
리>는 ‘겨리’로 밭을 가는 연행부합형 사설이다.
(다) 서서히 갈아보자 이랴이랴
이랴 마라 저 마라소야 안야 마라 이러이러 안야 어서가자
어서 이러 마라소야 넘나들지를 말고 제고랑으로만 골골이 갈자
저 안소야 한발 더 나가야 마라소가 힘이 안들지 이러 안야 안야
내려오지 말고 어디를 내려서느냐 어후 와 어후 어
저마라소야 썩밀고 돌아야 발머리를 잘 새겨 갈지
안야 안야 제 고랑으로 꼭 백여 서라
비탈발이니 굴르기도 좋을만한데 마라소야 내레 밀지를 말고
안야 마라
저 큰 바위 있는데 마라소는 돌머리로 꼭 딛어 댕겨 돌고
18) 화전짓기는 산에다 불을 놓고 그 곳을 일구어 농사를 하는데, 소를 이용하는 습속과 쟁기질하는
기술, <밭가는 소리>의 구연 등은 밭갈애비의 특이한 민속이다. <밭가는 소리>의 구연은 ‘양구 밭
갈이 놀이’로 재현된 바 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 불려진 노래 부르기의 놀이기능을 살린 민속놀
이의 재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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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랴 안야 마라 삼사월 진진해에 힘 많이 들겠구나
이랴 마라마라 빨리 갈아 가지고 안야 마라 씨를 뿌려
풍년농사를 지어서 늙은 부모 봉양을 하고 이러 안야 마라
어후 와 처 자식두나 배불리 먹여보자 이랴
안야 마라 서산에 해는 지는데 이랴 얼른갈고
집에 가서 여물을 먹어야지
이랴 어서가자 빨리갈고 서산에 해떨어지면은
저 마라소 덤성대지를 말고
산에 있는 호랑이가 신발을 하고 쫓아온다
안야 마라 저 마라소야
(김진순 조사, 1994)
(라) 이러 어디여 어 안소 비켜서라
이러 이건 안야 안야 제 곬에 안야 넘나들지도 말고
어 이러 어치 안야만 당겨라 저 마라 저 안소 어후 어화
안야야 어디 밀고 돌아만 가자 저 마라 왜 저렇게 설레나
이러 어디 넘나들지도 말고 이러 어디
안야 안야 왜 이리 덤비나 밀고 돌아서거라
어디여 어 안소 안야 조금 더 당겨 당겨라 이건
당겨라 어 제 한 곬을 당겨라 마라마마 마
어디여 어 안소 어디 어 허둥지둥 넘나드나 어 이러 덤성거린다
어치 어허이 어후호오 밀고 돌아야 가자 어디여 어 안소 마라마
안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마라마라 똑바로 가자
어이 어 저놈의 마라 어디여 이러 어디 덤성대지도 말고
어이 이 어치 마라야 저 마라 안소 마라가 어딜 넘어가나
안아야 똑바로 가자 안야 마 어후 우 안야 어디
저 마라 저건 어 왜 곬을 못잡아 똑바로 가 엇서지 말고
제 한곬에 슬슬이 마라마 어 저 마라 왜 저렇게 허둥지둥 막 가나
…마라 어디여 어후 우 와하 아 와아 와!
(김진순 조사, 1995)

(다) 각편은 소를 어르면서 ‘부모 공양’의 의도를 드러내고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하면서 소를 다그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라) 각편은 소가 밭을 가는 데에서
잘못을 탓하면서 ‘똑바로’ 갈 것을 권유하는 사설이다. 이처럼 소리꾼인 밭갈애비가
소를 부리며 일하는 상황도 드러내고 있다. 겨리가 ‘호리’의 경우보다 기능에 잘 부
합하기 때문에 지시내용이 많다. <밭가는 소리>는 잡소리로 구성되고 밭갈애비의
노래항목에 따라 즉흥적으로 구성된다.19) 각 편의 구연방식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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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용>처럼 신세를 드러내는 넋두리 내용이 많다. <밭가는 소리>群은 일터의 현
존과 그 변화, 소를 자기동일시하는 천성과 정이 배어 있는 모노드라마 같은 서정
요인 것이다.
<밭가는 소리>는 전승소리보다 창작소리가 더 많다. 그만큼 이 노래는 고정된 노
래 항목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창자인 밭갈애비의 변개적 구성은 미나리나 아
라리 등 여느 계열을 끌고 들어와 부르기도 한다. 이 점은 신석기시대 이후 정착생
활을 하면서 가축을 농경에 활용하면서 불려졌을 터인데 <밭가는 소리>는 농사꾼과
소가 일체가 되는 가축을 ‘부리는’ 원형적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화전경작이
기계화되거나 밭갈애비와 같은 일꾼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밭가는 소리>는 그 자생
력을 잃어 민속예술경연용의 문화재형 소리로 남아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3. 양구지역 민요의 계승과 전망
앞서 양구 지역 특정 갈래의 민요를 통해 양구다운 민요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들 자료도 전통사회의 민요 현장에 반드시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일
제강점기 이후 변화된 노래문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금 여기의 실상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짚어보고 ‘오늘’의 문제로 총체적으로 다루어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양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지역의 현실이기도 하다.
양구지역 민속 전반에 보이는 이 지역민의 인성은 강원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탈’ 또는 ‘암하노불(岩下老佛)’을 연상시킬 정도로 순박한 기질과 자연친화적 적
응력이다. 이러한 인상적 기질론은 ‘양구 순민(順民)’ 또는 ‘양구 말꾼(馬夫)’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듯이 산간지대의 소박함과 접경지대의 친근함이 동시에 나타나
는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 민요의 사설에도 이러한 의식이 두루 반영되었고 더구나
폐쇄적 고형(古型)일수록 순수한 자연일체의 세계가 보인다.
양구지역에는 민요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구팔랑민속관이 있다. 돌산령지
게놀이와 바랑골농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속박물관인 것이다. 양구 팔랑민속관
은 양구선사박물관과 함께 양구지역의 생활사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교육장이다. 전
19) 김진순, ｢강원도 지역 ‘소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 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구군 동면, 해안면, 양구읍, 방산면,
남면 등 현지조사를 통해 <밭가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에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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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돌산령지게놀이와 바랑골농요가 수상한 것을 기념하고 양
구의 소리문화, 노래문학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건립되었다. 전통민요가 박물관의
인프라로, 문화상품의 마인드로, 양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잡
은 사례다.20) 양구 민요는 지역적 관심 속에서 새로운 문화재형 소리로 변질된 것
이다.
민요는 그것이 속한 문화권에 있어서 삶의 문화적 유전자와 같은 권위를 지닌
구비시가다. 양구지역의 민요는 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과거유산’ 이상
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양구문화 만들기에서 민요와 같은 전승물이야말로 문화의
생성과 창조의 구원으로 자리하고 그 인식 여하에 따라 부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확인된다. 보존과 창조의 양면성은 민요를 포함하여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점
을 노출시키고 있으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
이다.
민요의 보존과 계승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 양구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부분적으로 마련하여 보여주고 있다. 양구지역의 전통문
화를 상징화할 수 있는 ‘농요’는 이제 지역민을 포함하여 관광객에까지 문화 읽기로
서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21) 이 지역의 민요를 전승해 온 사람들은 양구팔랑민속
관을 통해 자긍과 자존을 누리고 있다. 또 다음 세대의 전승을 위해 팔랑초등학교
전교생 33명에게 바랑농요를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대암중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농
요 가르치기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22) 전통민요의 현대적 계승은 이처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요구되는 민요 인식은 원형 보존과 창조적
작업이라는 양면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양구지역 민요의 원형 보존은 학술적 검증을 통해 특정 지역, 특정 소리꾼을 중
심으로 전수될 수 있는 정책의 배려가 요구된다. 학술적 검증은 제보자들을 통해
민속학적, 음악적, 문학적 입장에서 총괄된 정리가 있어야 한다.23) 특히 전통사회
20) 팔랑민속관은 1998. 12. 18 개관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민속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 때 구상하였고, ‘민속공학(民俗工學)’ 또는 민요공학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문화공학은 기술 측면이 강하지만 민요와 같은 문학 또는
민속이 정신주의적 가치체계와 연계되었을 때 문화적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21) 양구 사람들의 민요에 대한 관심은 민속예술경연대회와 팔랑민속관 개관 등을 통해 더욱 고조되
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민요 자체가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런 민속문학의 일부였
다.(1998. 12. 18 개관하던 날 팔랑리 마을 사람들과 면담에서)
22) 이광식, ｢양구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양구지역 전통문화학술세미나,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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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요 부르기가 민속예술화되면서 달라진 측면과 지역축제에서 변이된 사례로 반
드시 되짚어야 한다. 과거 양구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민요의 위상을 검토하고
‘구술문화(口述文化)’의 입장에서 역동적인 현지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사회에
서 민요가 보여준 생명력과 자생력은 구술문화의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민요의 창조적 작업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민요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과거
기층민의 전승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회고적 취향이 아니라 지금 여
기에 걸맞게 응용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올바른 일이다. ‘민요공학’이라는 이름
으로 원형의 보존과 정리 못지 않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24) 일정한
문화권에서 전승되어온 민요는 나름대로 한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어 적응해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민요공학은
보다 나은 지역문화 창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민요가 민요다움을 잃어
간 데는 전파와 전승의 수단이 변화된 사실에서 찾고 ‘변화하는’ 측면을 지역문화의
재창조로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구지역 민요의 창조적 작업은 1차적으로 민속예술품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민요박물관의 원천으로 이어졌다. 양구 지역에서만은 민요의 살
길을 보여준 것이다. 민요의 살 길은 단순히 보존책으로만 되지 않는다. 민요는 여
느 전승물 이상으로 양구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돌산령타령>,
<얼러지타령> 등 바랑골 농요는 양구의 토속성 곧 화전 중심의 생업활동에서 나온
고유성을 드러내고 있다. 양구문화의 차별성은 이런 민요의 계승화에 있다. 양구지
역은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취향문화(趣向文化)에 부응하는 녹색관광문화로 이
행되는 곳이다. 양구지역 민요는 정선 아라리처럼 지역문화의 원형성을 통해 새롭
게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소리유산이다.25) 다만 행정기관 단위의 보존책에서 보
는 부정적 경직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3) “민속음악의 전승에 대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제보자가 연행하는 항목을 얻에서 누구로부터 배웠
는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리스트(George List), ｢민속음악의 현장조사｣, 민속조사방법론
(나경수 역), 전남대출판사, 1995.
24) 민요공학은 조사․연구 영역을 바탕으로 민요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응용학이라 할 수 있다. 민요
의 원형에만 국한해서는 민요가 발전하고 계승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민요 자체
가 삶의 한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속예술로서 민요의 현
대적 과학화는 필요하다. 학회 차원에서 전문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25) 김의숙, ｢민속놀이｣, 양구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구군․강원대학교, 347～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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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산령지게놀이
전통 농경 사회에서 대암산의 바랑골 마을(팔랑리)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화전을 일구거나 땔감이나 퇴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자주
산에 갔다. 그들은 소리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잊고 떼를 지어 지게를 이용하여 즐
겼는데, 그 과정을 재현한 것이 오늘날 지게놀이다. 그것은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상여소리는 이음고리 ‘어허넘차 어화’를 반복하는 회심곡형이다. 회다지소
리는 ‘예이 허이 달호야’를 반복하는 입신양명형이다.26)
제1막 : 산에 오름 - 지게걸음 놀이(서로 편을 나누어 지게걸음으로 상대편을 떨어
뜨린다. 최후까지 남는 쪽이 이긴다.)
제2막 : 지게상여놀이(빠른 속도로 지게로 상여를 만든다. 양쪽 상여가 올려지면 상
여소리에 맞춰 이동한다.)
제3막 : 회다지놀이(지게상여를 내려놓고 회다지소리에 맞추어 회를 밟다가 자진소
리가 나오면 회대를 던지고 서로의 어깨를 걸고 역동적으로 회를 밟는다)
제4막 : 지게싸움놀이(내려놓은 지게상여를 들어서 서로 민다. 지게상여가 넘어진
쪽이 진다)
제5막 : 퇴장(진 마을은 지게를 풀어 이긴쪽의 나뭇단을 지고 이긴쪽을 따라서 흥
겹게 춤을 추며 퇴장한다)

(2) 바랑골 농요 부르기
바랑골은 동면 대암산 중턱에 자리잡은 팔랑리의 옛이름인데,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전래 농요가 다양하게 불려진 곳이다. 밭을 갈 때의 소를 부리는 소리, 얼
러지타령, 김맬 때의 미나리, 타작할 때 부르는 도리깨 소리 등이 독특하다. 마을사
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이러한 소리를 통해 신명과 즐거움을
누렸다. 바랑골 농요을 부르며 즐긴다. 바랑골농요보존회의 고증과 시연으로 연희
되었다.27) 구성은 네 과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 : 밭가는 소리(소모는 노래) - 소아비 2명이 벼랑골 산전을 쌍겨리로 서
로 엇갈기를 하면서 교대로 밭가는 소리를 부른다. 밭고랑을 따라 고랑

26) 팔랑민속관에 전시된 ‘돌산령지게놀이’는 놀이마당을 재현하고 직접 관람객이 민요를 들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다만 과거 삶 속의 지게 놀이가 구체적으로 재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27) 팔랑민속관에 재현되었는데 지역민의 농업활동과 민요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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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씨뿌리기, 거름주기, 고랑 덮기를 한다.
둘째 마당 : 김매기 소리 - 밭갈이가 끝나면서 바랑골 고유의 민요인 얼러지타령이
시작되고 곧 이어 김매기가 시작된다. 김매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메나
리가 불려진다.
셋째 마당 : 도리깨소리 -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곡식을 거두며 풍년가를 부
른다. 태질과 도리깨질 준비에 분주하다. 태질이 시작되고 태질이 끝난
곡식단을 상도리깨에 던져주면 상도리깨의 선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도
리깨질을 한다.
넷째 마당 : 한마당 소리 - 도리깨 소리를 통하여 고조된 분위기를 한마당 놀이로
이끈다. 도리깨질이 끝나고 곡식 가마니를 쌓을 무렵 농악패 상쇠의
신호에 따라 풍물놀이가 시작되고 주민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한마당
을 펼친다.

(3) 가창골 베틀노래
다수 사람들은 의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삼베짜기를 하여 왔다. 양구읍 가창리는
예로부터 삼베짜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창골 베가 알려진 것은 들이 넓어서 삼
을 많이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 앞을 구비쳐 흐르는 서천강물이 맑고 넉넉했기
때문이다. 삼농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는 다시 베틀에 앉아 삼베를 짜곤 하였
다. 심신의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부른 노래가 베틀노래다. 베틀노래의 지적 정조
(情操)로의 일단은 삶을 고달프고 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나온 애상성
이다. 양구지역의 베틀노래는 바로 그때의 일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
이다.
(가) 가창골 바람잡아 베틀을 놓고 / 사명산 구룸잡아 잉에를 걸고
하루하고 이틀 짠게 / 한자하고도 반자로다
보름세 민영 팔못치마 죽죽 끄어더노니 / 총각의 낭군이 잘 따르네
(나) 오날도 하도 심심하니 베틀가나 놀아볼까
사랑을 담아 베틀에 걸고 구름을 잡아 잉애에 달아
천리공에 잉애를 얹고 만리공...... / 눈썹놈이 춤 잘 추네
아가 아가 베잘짜라 사랑방에 수나비가
하루짜고 이틀만에 한자 하고도 반자로다
아가 아가 베 잘짜라 사랑방에 수나비
기짐 쫄르고 쫄른다 / 어머님 어머님 근심을 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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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도 하 심심하니 베틀이나 노아볼까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지누나 베틀다리는 네다리라도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용두머리 우는 소리 장부의 간장이 다슬어지누나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반달같은 심초리 끝에는 큰애기... 다놀아난다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이엣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라니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반달같은 심초리 끝에는 큰애기... 다놀아난다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노래 근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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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나
지누나
지누나
지누나
지누나

(4) 동두보제
방산면에는 숙종 때 박재룡이라는 장사가 박달나무로 가래를 만들어 개설한 동
두보가 있다. 방산면 송현리에서는 4월 초파일이면 보의 개설을 기념하는 제사를
지낸다. 지금도 박장사의 9대손(박현준)이 지낸다. 동두보는 송현리와 장평을 잇는
보로 10리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은 보의 안전과 박장사를 기리기 위해 음력 4월
팔일에 보의 머리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의는 박현준씨의 고증으로 놀이화되었
으나 놀이 기능을 살리지 못했다. 농사와 관련된 민요가 연행방식에 적절히 배치되
지 못했다.

(5) 양구 밭갈이 놀이
양구읍 송청리에 전승하는 농사놀이의 하나인 밭갈이 놀이는 밭갈애비들이 밭을
갈고, 씨앗 뿌리고, 김을 매며, 추수하는 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피로를 잊기 위
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지는 밭갈이 놀이는 한해 동안 애써서 가꾸어 풍년
을 맞이한 보람을 나타내는 놀이이기도 하다. 모두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밭갈이 놀이는 앞의 <밭가는 소리>를 민속연희로 연출한 것인데 과거 화전 농사
의 현상을 경연장으로 옮겨놓았기에 작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터의 실제
민속이 경합용을 위해 경연의 놀이마당에 연행됨에 따라 현장감이 멀어졌다. 다만
민요의 공연예술의 재현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다.28)
28) 이창식, ｢강원도 민요의 실상과 의미｣, 강원민속학｝9집, 강원민속학회, 1992.

212

口碑文學硏究 제8집(1999.6)

“양구의 모래 한 말은 다른 지방 쌀 한 말과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있듯이 비옥한
농토가 개간되었다. 드디어 양구의 쌀은 조선왕조시대에 진상미로 유명하게 되기까지
했다. “이랴 어어디 어냐 / 이랴 마랴 / 제일 차고 세찬 논 / 슬슬가자어냐 / 어어디
농부일생 / 한 일은 널과 널과 말이로다 / 아냐에 이후우 돌구 돌아 / 감돌고 풀돌고
가자 / 어어디 저 안소 헐허러 가자”는 양구 밭가는 노래가 들판에 생성하게 되었다.
양구 밭갈이 놀이의 무대 첫장면은 느티나무 밑에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가운데 장
기판이 놓여있다. 이때 소모는 농부인 소아비가 쟁기를 지고 소 두 마리를 몰고 들어온
다. 그 뒤에 씨앗 뿌리는 여인 두명, 흙을 넣는 농부 두 사람이 따라서 들어온다. 이때
소아비가 소를 몰며 “얀야 마라 / 이 소야 어서 가자 / 우리나 농부는 삼월 진진해가
길다고 해도 / 우리나 농부는 바쁘기도 하다”라고 소리를 하면 두 마리 소는 흥에 겨워
궁둥이를 좌우로 흔든다. 소는 가장을 해서 꾸민 것이다. 소아비가 쟁기를 매워 밭을
갈면서 소리를 계속한다.
“안야 마라 / 지일 차고 사래긴밭 훨훨나가자 / 안야 마라 / 오늘 해도 정낮인데 배
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 어서 가자 어서 가자 / 마라 / 안야 마라 / 우리 농부는 삼사
월 진진해가 길다고 해도 / 우리나 농부는 바쁘기도 하다 / 안야 / 마라 / 어우 우이
어 어서야 돌아서거라 / 안야 어서 물러서거라 / 이랴 어서 돌자” 소아비가 계속 소리
를 이어간다. 멍지(멍에) 밭갈이에 쓰는 흑지 보가래 쓰레 논을 고르는 번지등의 농기
구를 연희 해설자가 설명하고, 애논갈이 가덮기 논삶기 흙덩어리를 풀어주는 헷대, 골
삶이 찍어삶기 등을 또한 해설한다. 밭갈이에도 안칼 외벌지기 두렁모으기 등의 해설이
끝나면서 밭갈이놀이 작업이 본격화된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장기판도 가경에
들어간다. 소가 골을 밟으며 나아간다.
느티나무 옆에 돗자리를 펴고 참을 이고온 여인이 음식을 차려 놓는다. 그 동안에도
밭갈이 작업은 계속되면서 소아비의 소리가 이어진다. “안야 / 마라 / 천하지대본은 농
사밖에 더 있나 / 저기야 저달은 초생에 반달 / 우리나 농부는 밤낮이 없구나 / 안야 /
마라 / 이러마라 / 논으로 갈아 벼를 심고 / 밭을 갈아 조를 심어 / 불같은 볕을 지고
/ 이농사를 지어 누구를 주나 / 안야 / 마라 / 이러마라 / 늙은 부모 봉양하고 젊은
처자 배채우고 / 어린자식 길러내여 사람노릇 시키자네 / 안야 / 마라 / 이러마라”하고
소리가 끝나면 이때 느티나무 옆에 차려놓은 참을 먹으러 모두 모여든다. 소아비는 소
에게 풀단을 던져준다. 장기 두는 노인들도 둘러앉아서 참을 먹는다. 술도 마신다. 해
설자가 양구지역에는 아침 식사 전에 국수와 막걸리 해장술 국을 먹고, 다시 조반을 먹
으며, 점심 전에 새참,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곁두리참 등 다섯 번의 참을 먹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해설자의 설명이 끝나고 참먹는 자리가 끝나면서 다시 밭갈이가 시작
된다. 소아비가 다시 소리를 시작한다.
“안야 / 마라 / 지일 차고 사래 찬밭 훨훨이 나가자 / 안야마라 / 오늘해도 정낮인
데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 어서 가자 어서가자.” 이때 두 마리 소, 안야와 마라가
말썽을 부리면서 소아비를 골탕 먹이려 든다. 그러면 소아비는 소리의 억양으로 안야와
마라를 달래면서 적당히 매질을 하면 두 소는 다시 정상적으로 밭을 갈게 된다. 밭갈이
가 끝나고 소아비가 연장을 정리하여 지게에 지고 퇴장하고, 장기 두던 노인들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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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들고 퇴장한다. 그 다음에 마을사람들이 등장하여 제사상을 차리고 장노가 제사를
지휘한다. 이때 밭갈이에 등장했다가 퇴장했던 사람들이 농악대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 농악대와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흥겨운 놀이마당을 벌인다.
‘양구 밭갈이 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아비 1명, 소 2마리의 가장인물 4명, 씨앗
뿌리는 여인 2명, 훈수드는 노인 2명, 마을사람 다수, 농악대원 다수로 구성된다. 소도
구는 소가장, 쟁기, 느티나무, 돗자리, 장기판, 참을 드는 자리에 사용할 용구 등이
다.29)

이 ‘밭갈이놀이’ 대본은 <밭가는 소리>를 중심으로 생업민속의 연희화라는 측면에
서 주목된다. 생업활동 자체가 놀이화할 수 있는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민속예술
경연의 마당에서 강원도 산골짜기 소리가 연행되었다는 자체가 참신했던 것이다.
재현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잃어가는 구비시가를 양구 사람들이 주체
가 되어 보존의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바랑골 민요는 현대적 계승의 차원에
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강원도는 지역마다 한 곳 이상 민요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다. 양구의 바
랑골 마을은 민요마을이면서 동시에 전통과 현대, 보존과 창조의 양면성이 어울려
있는 상징적 마을이다. 바랑골 마을은 승려들이 지고 다녔다는 바랑과 너무 흡사하
여 지어진 동네인데 산간문화의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곳이다.30)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농요를 부르며 산비탈 화전을 일궈 짓는 지혜를 보여주었고, 산비탈 농경문
화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지게와 쌍겨리 등이 농사필수품이 된 것이다. 지게와 관련
된 노래와 놀이, 밭갈이와 관련된 노래와 놀이는 이런 여건에서 나온 전승물이
다.31) 이러한 민요의 예술화 작업은 과거의 민속을 반영하되 예술성은 띠어야 한
다. 전통의 맥을 찾아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련의 생업활동도 가난
의 문제 때문에 버리고 싶은 그림자였다. 그러나 잊혀진 흑백사진처럼 팽개쳐진 바
랑골 농요는 이제 과거의 골동품이 아니라 창조적 문화재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와 지역문화의 대표적인 민속유산인 민요현상에 대하
여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환기되어야 한다. 구비문학의 창조적 인자는 기록문학이
지니지 못한 공유적 적층성과 공감대의 생명력에 있다. 민요의 새로운 인식은 민요

29) 강원도, 民俗誌, 1989, 643～644면.
30) 강원도, ｢전통민속마을-바랑골 마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1994, 158면.
31) 김의숙, ｢양구돌산령 지게놀이의 발생과 전승방안｣, 양구지역 전통문화학술세미나, 1998. 12. 발
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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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 단계에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민요에 대한 창조적 인식은 현대시의 수용이
나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32) 지역민이 과거의 그것처럼 생생하
게 원형을 전승시킬 수 없으나, 소리의 향토성을 지킨다는 신념 속에서 여전히 계
승된다는 자체도 중요하다. 민요를 포함하여 구비시가의 재창조야말로 21세기 문화
시대에 문화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활용 가
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양구지역의 민요는 강원도 산간문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민요에 나타난 자
연친화적 民俗素는 양구의 ‘옛날’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금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구 특유의 구비시가적 전통과 기반에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그
러나 민요의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 글은 양구 지역의
민속문화적 기반을 염두에 두고 민요 사설의 시적 읽기를 전략적으로 시도하였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확인하였다.
<얼러지타령>은 나물캐는 또는 밭매는 여성노동요가 구애형의 시적 자질 때문에
유흥공간에도 용이하게 이용되어 가창유희요로 전환된 민요다. 이 각편들은 양구지
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민요의 독자성은 정체성이나 지역성과 긴밀하
게 맞물려 있다. <얼러지타령>의 정체성에 대하여 양구다운 독자성으로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나 강원도 아리랑 노래군(群)과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이런 관점을 제
시해 본 것이다.
<어랑타령>은 <신고산타령>의 함경도 영향권에 들어 산악지대의 삶에서 오는 자
위적 기능을 위주로 전승되다가 소비지향의 사설로 정착된 민요다. <어랑타령>의
전파 경로는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함경도 <어랑타령>은 통속민요로 시대성을 반
영하면서 전승되었으나 양구지역에서는 <얼러지타령>처럼 지역성과 시류성을 반영
하면서 여성담당층의 일터에서 발상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32) 민요공학의 이론적 토대는 21세기 문화전쟁시대에 민요와 같은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응용학’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민요경연을 포함하여 상설공연
장, 관광상품화, 지역축제, 세계예술공연참가, 민요교육 등에 활용방안을 기술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짜민속(fakelore)으로부터 민요의 전통성을 지키는 이론적 모형도 선보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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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가는 소리>는 <얼러지타령>과 <어랑타령>과는 달리 남성창자 중심의 밭가는
일노래인데 교감적 정서를 통해 실무적 기능에 부합하는 민요다. 이 각편들은 농업
노동요 중 연행현장에 부합한 서정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설이다. 창자와 노래 대
상인 ‘소’와 긴밀한 대화방식이 돋보이는 각편이 주종을 이루었다. 시적 화자가 ‘밭
갈애비’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지 않는 특이한 사설인데, 앞으로 자연친화적 인간관
을 염두에 두고 그 심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앞선 논의에서 보았듯이 민요의 계승화 문제는 전통사회의 농경적 기반이 무너
진 상태에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해서 되는 일
이 아니다. 원형과 보존은 충실한 전수 과정의 여건 조성과 조사연구에서 가능한
일이고, 민요의 살 길은 시대에 부응하는 계승화 작업과 창조적 응용에 있다. 民謠
工學이 가능할 정도로 민요의 특화 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민요의 민속예
술공연화, 민요의 지역축제화, 민요박물관의 전시화 심지어 민요 체험의 관광상품
화까지 확대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와 민요의 살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기
인 것이다. 우리는 민요공학이 민요의 현장적 고증을 바탕으로 민요의 계승화 방안
을 위한 실천적 응용과학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민요가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여기의 민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양구지역의 사
례로 되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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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Local Characteristic and Succession Oral Poetry

Lee, Chang-sick

This learning minds put at folk-ways cultural of Yang-gu area. Poetic
reading

of

folk

song

editorial

have

been

attempted

strategically.

Some

cases is defined as following. When women gather greens and cultivate the
soil, they sing the folk song as general dinkum song. This folk song is
Ullugi-Taryoung. Because this is love making poetry, they sing easily folk
songs

in

Each

folk

the

pleasure

song

Originality

of

is

folk

space.

limited
song

They

at
is

are

Yang-gu
identity.

singing
area.

merrymaking
This

Therefore

This

fact
is

folk

is

song.

remarkable.

connected

the

keynote of Yang-gu.
<Ulang Taryoung> is influenced by <Singosan Taryoung> in Hamgyoungdo area. Their own ability coming from mountain peaks zone life mainly
has

been

handed

consumption

is

Taryoung>

is

down.

fixed.

And

We

informed

then,

have
again.

to

The

folk

discuss

the

song

which

course

Hamgyoung-do

is

defeated

which

<Ulang-

<Ulang-Taryoung>

in

Hamgyoung-do area is popular folk song. The spirit of the time has been
reflected in it and it has been handed down. But at Yang-gu it has been
reflected the spirit of the time and region like Ullugi-Taryoung. We must
notice the point which women's job site is birthplace.
Unlike

<Ullugi-Taryoung>,

<Ulang-Taryoung>

and

<The

Sound

of

Plowing> is plowing song which men sing. Through the mutual response of
emotion, this folk song is coincided with working level ability. Each folk
song puts emotion fitting in with the spot in agriculture dinkum song and
the way a singer communicate a cow excels.
Accession

problems

of

the

folk

song

in

the

situation

which

an

agricultural yoke collapses in traditional society must not let them gi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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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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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environme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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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eeking for it

times

of

is possible

form

faithful
to

constantly.

being

have

handed

Through
down

resourcefulprocess

original form and

to

and

preserve.

Means to live of folk song is to do a succession work and to be a creative
practical application at the suitable age. To some degree, we can make a
folk song technology possible, we are able to accomplish a special work a
folk

song. Thus folk-ways art of folk song, an area gala day of folk song,

exhibition museum of folk song and experience sightseeing business of folk
song are withing. It is the time when we have to find means to live of
subculture and folk song the life earnestly. We must know a folk song
technology is science which we can mak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olk
song for succession plan. At the age of a tradition folk song that has been
disappearing, what

do you understand

study of Yang-gu area as an example again.

this

folk song? We

have

made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