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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금산리민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이다. 

파주 금산리 지역에는 농업노동요 8종과 장례의식요 2종이 전승되고 있

다. 농업노동요로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가 있고, 논매는소리로 <양

산도>·<방아타령>·<헤이리소리>·<상사소리>·<몸돌소리>·<우야소리>가 있

으며, 장례의식요에는 <상여소리>와 <달구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이들 민요

는 2000년 8월 2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파주	금산리	마을	전경(200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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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요 중에서 <모찌는소리>는 모판에서 모를 뽑아 뭉치면서 부르는 

소리로 ‘쪘네’류의 노래이며, <모심는소리>는 쪄낸 모를 논에 심으면서 부르

는 소리로 모를 하나 둘씩 꼽아가면서 부르는 ‘하나소리’이다. 이 지역에서는 

논맬 때 경기지방의 통속민요인 <양산도>와 <방아타령>을 넣어서 논매는소

리로 부르며, 의미 없는 입타령인 “에 에헤 에허이 어허야 에헤 에이 허이 어

허 어허야”로 받는 ‘헤이리소리’와 “넬렐렐 상사도야”로 받는 ‘상사소리’, 그리

고 “에이여라 몸돌”로 받는 ‘몸돌소리’ 등을 부른다. 논을 다 맨 다음에는 새

를 쫓는 <우야소리>를 부른다. 장례의식요에서 운상소리로는 ‘어거리넘차소

리’와 ‘어허소리’가 있으며, 묘 다지는 소리로는 <달구소리>를 부른다.

	 금산리	민요	주축	멤버들의	옛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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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금산리민요를 음악적으로 살펴보면,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는 

한 장단이 3소박4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도‘-라-솔-미’의 음계를 갖

는 메나리토리의 곡이다. 논매는소리의 경우 <양산도>는 ‘솔-라-도’-레‘-

미’’의 진경토리이며, <방아타령>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로 볼 수 

있다. <헤이리소리>와 <상사소리> 역시 ‘라’음에서 종지하는 반경토리의 곡이

다. <몸돌소리>는 진경토리의 음 구조에서 중간음인 ‘도’음으로 종지하며, <

우야소리>는 진경토리의 음 구조에서 ‘도’음에서 ‘레’음으로 상행하면서 곡을 

맺는다. 장례의식요인 <상여소리>와 <달구소리>는 메나리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파주금산리농요보존회를 통해 전승에 힘쓰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www.encykorea.aks.ac.kr)] 

	 보유자	추교전



5

파주 금산리민요의 사설

1.	<모	찌는	소리>

(받)쪘네 쪘네/ 모 한 춤을 쪘구나/

(메)슬슬 동풍에/ 궂은비는 나리고/

(메)시화나 연풍에/ 님사겨서 노잔다/

(메)무심한 기차는/ 날 실어다놓고

2.	<모심는	소리>

(받)허나 허나/ 하나기로고나/

(메)여기저기 꽂아도/ 사방 줄모가 되누나/

(메)창해유수 흐르는 물/ 다시 오기 어려라/

(메)무정한 세월아/ 오구 가지를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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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매는	소리	:	<논김양산도>

(받)에헤 에 에 에/ 에에- 오호 오 오/ 에일다 아아/ 오호오-/

(메)오늘날도/ 하심심허니/ 양산도나/ 불러보세/ (메)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든다고/ 부벽루하로다

4.	논매는	소리	:	<방아타령>

(받)에헤 헤 헤헤 요호/ 어라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나난실 네헤로구나/ 어이나누 방아가 좋소/

(메)좋다 좋구나하/ 오초 동방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선풍에 돛을 달구/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여차 닻 감는 소래/

원포 귀범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5.	논매는	소리	:	<헤이리소리>

(받)에 헤헤/ 에 허이 어허 야/

에 헤이 에엥 헤이리/ 노호 오호야/

(메)야하 에-헤엥 어 허엉/ 어 허어이 어허 야/

꽃속에 잠든 나비/ 자취없이 날아든다/

(메)야하 에-헤엥 어 허엉/ 어 허어이 어허 야/

어러리 소리로/ 긴 해를 보내나

6.	논매는	소리	:	<자진난봉가>

(받)에 헤헤 헤야/ 엥 헤루와 좋구 좋다/

어러럼마 디여라/ 내 사랑아

(메)박연폭포가/ 제아무리 깊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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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임의 정만은/ 못 깊으리로다

(메)바람아 광풍아/ 네가 불지 마라/

머리단장 곱게 한 것/ 엉클러 성클러지누나

7.	논매는	소리	:	<오돌독>

(받)에 닐니리/ 어리구 절사 말마러라/

사람의 일천간장/ 에루화 다녹이누나

(메)니리힐 닐니리/ 내리구 절사 말마러라/

사람의 성심 간장/ 에루화 다녹는다

(메)열두 주름 치마폭/ 가리가리 맺힌 설음에/

초생달이 기울면/ 줄줄이 쌍쌍이 눈물이라

8.	논매는	소리	:	<넬넬	상사도야>

(받)네엘 넬넬 사앙사 데야

(메)서산에 지는 해는/ 뉘라서 금지허나

9.	논매는	소리	:	<몸돌소리>

(받)에이여라 몸돌

(메)몸돌소리에 논 줄어든다/ 길다랗구나 장대 몸돌

10.	논매는	소리	:	<우야소리>

(받)우, 후야라 훨훨

(메)우야소리에 새 모여든다/ 말 잘허는 앵무새며/

춤 잘추는 학두루미/ 이 새 저 새 다 날라가고/

먹새란 눔만 남았구나/ 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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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상소리	:	<두마디	오호넝차소리>

(받)네 헤 호 호오/ 오호넝차 오헤

(메)네 헤 호 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12.	운상소리	:	<한마디	운상소리>

(받)어허 어헤

(메)뒷동산에 군밤 심어/ 싹이 트면 오시려나

13.	회방아소리	:	<긴달고>

(받)에헤이- 어이리 달고-

(메)초한 승부를 들어보소/ 한패공의 십만 대병

14.	회방아소리	:	<잦은달고>

(받)에허라 달고

(메)월매 딸 춘향이가/ 하날 맞고 하는 말

	 옛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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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록영상	'신명의	소리,	살아나는	들녘'	중	일부



12

	 전승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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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추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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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회장	겸	전수조교	추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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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경기도무형문화재대축제	등	각종행사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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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으뜸이로	선정된	조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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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으뜸이	고병주의	태평소	제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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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추교전(위)과	보존회장	겸	전수조교	추교현(아래),	금산리	민요	멤버

들은	전문국악인이	아닌	농사에	종사하는	마을	사람인	점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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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전수관(위)과	현	전수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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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교육장(위)과	야외공연장(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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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금산리	민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결과가	수록된	[파주민요

론](이소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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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의	소리,	살아나는	들녘(경기문화재단	제작,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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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 두레농악 결성

1950년  : 한국전쟁 발발로 두레활동 중단

1954-1961년 : 활발한 두레 활동 전승

1957년  :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파주군)

1963년 이후 : 농헙 근대화 정책으로 두레 농업이 자연 소멸됨

1989년  : 문화방송 초청, 예술의 전당 시연(금산리 상여ㆍ회닫이 소리) 

1993년  :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1995년 9월 : 제10회 경기도민예술경연대회 참가(금산리 두레농악)

1995년 8월 : 금산리 농요보존마을로 지정(파주 문화)

1996년 10월 : 제9회 율곡문화제 행사 참가(금산리 농악)

1997년 9월 :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탄현두레놀이), 입장상 수상

2000년 8월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파주 금산리민요 보유단체 지정

2001년 9월 :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우수상 수상

2003년  : 제3회 금산리 민요보존회 정기 발표 공연

2004년  : KBS TV 문화시대, “한국의 미” 녹화

2004년 1월 : EBS TV 교육방송 “문화일번지” 녹화

2005년  :  경기문화재단에서 ‘신명의 소리 살아나는 들녘-파주 금산리 민요’, 47

분 분량의 기록영상물로 제작. 

2000년 이후 - 현재 : 경기도무형문화재대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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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금산리민요	전수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86길	160(금산리	345-33)

전화	:	031-945-9257

배우건 없어

선생님이 없어요

동네 웃어른들이 노래를 다들 잘 불러셨어요

그저 그것을 따라 부르면서 배웠을 뿐이야

동네 어른들한떼 배운거지 

	 보유자	추교전

이 브로슈어는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