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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만해도 해상에서 전어배를 타

고 해상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전어배가

없어육상에서전어잡이소리행사를하고

있습니다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보존회를 이

끄는서형일(62) 회장의말이다

섬진강물길이광양만바다와합류하는

망덕포구앞바다와광양만일대에서 1970

년대까지만 해도 가을철이면 전어잡이가

성행했다 두척의배가한조를이뤄전어

를 잡았는데 전어떼를 만나면 전어떼를

둥그렇게 에워싼 다음 그물을 당겨 올렸

다 이때 전어잡이 어부들은 매우 구성지

고애잔하면서도흥겨운노래를불렀다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보존회는 지

난 1일 전남도무형문화재(제57호) 지정 2

주년 및 보존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갖고 전승보존을 위해 그동

안갈고닦은기량을지역민과관광객들에

게선보였다

전어잡이어부애환고스란히담겨

이번 공개행사는 용왕제를 통해 전어 배

의 안전한 항해와 만선의 기원과 함께 15

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용왕님께 기원

하는행사도겸했다

광양 전어잡이소리는▲전어잡이를위

해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노젓는 소리

▲그물을 내릴 때 부르는 그물내리는 소

리 ▲그물당기는 소리 ▲그물에 든 고기

를 가래를 가지고 뱃전으로 퍼 올리면서

부르는 가래질 소리 ▲선창으로 돌아오

면서부르는 만선(滿船) 긴소리 ▲도부꾼

(잡아온 전어를 외지로 나가 판매하는 사

람) 퍼주는 가래질 소리 등 총 6소리로 구

성돼전해지고있다

특히 노젓는 소리는 새벽에 어부들이

일을 나가다 보니 어부들의 잠도 깨울겸

배를타고나가면서만나는지형지물위주

로만들어져가사가다양하다

또 도부꾼퍼주는가래질소리는잡아온

전어를도부꾼이나상인들에게담아줄때내

는소리로흥겨운가사형식이특징이다

이처럼 전어잡이소리는고기를잡으러

나갈때부터포구로돌아와판매할때까지

어부의생활모습을그대로담고있어높은

평가를받고있다

소리보존회전수관건립절실전어

잡이 소리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광양시

진월면신아리신답마을이다

주민들은 1997년 제25회 남도민속문화

축제에서 민요부문 장려상을 받은 것에

1999년 8월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

를창립하고열악한환경속에서도전어잡

이 소리 전승을 위해 매월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맥을잇고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대표로참가

해 금상 및 연기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수상했다

서형일보존회장은천혜의자연조건이

갖춰진 섬진강에서행해지고 있는 전어잡

이소리가대한민국에서으뜸가는무형문

화유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말했다

이어 향후 소리보존회 전수관 건립과

전어잡이배 원형복원이 시급하다며 관

광객들의 볼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광양매화축제기간에소리공연을계획하

고있다고강조했다

한편 2013년 전남도무형문화재로지정

된 진월전어잡이소리는광양만일대어

민들이불렀던어로(漁撈) 민요로 광양시

진월면주민들에의해광양만어업문화를

상징하는문화유산이됐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광양배영재기자byj@

광양시청앞 시민광장이 89일 이틀간

어린이물놀이장으로변신한다

광양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도록이번행사를기획했다

어린이 물놀이 장은 워터 슬라이드(2

면) 물놀이풀(1면)을비롯해종합상황실

방송시설 의무실탈의실몽골텐트 이동

식화장실등을갖추고물놀이에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종이접기 네일아트 페이스 페

인팅등다채로운행사도함께진행된다

물놀이 시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요금은 1

인 1000원으로 이용 대상은 초등중학생

과보호자를동반한유아등이다

특히광양시는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

119 소방구조대에서 실시하는 1일 2회 인

명구조 교육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구급

차 및 의료지원 장비 등을 갖춰 안전사고

예방에철저히대처할방침이다

한편 광양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6일

353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폭염주의

보 3회폭염경보 2회발령되는등연일폭

염이기승을부리고있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재)백운장학회(이사장 정현복)는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재)백운장학회 장학

생을모집한다

백운장학회는 올해 2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억6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광양시 출신(광양

시에서출생한자) 또는 공고일현재광양

시에 1년 이상(지정기탁 수혜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대 진학생은 선발기준의 별도

공고일부터)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돼있

는시민이나자녀이다

분야별모집인원은대학생(23년제대

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 179명 내외 서울

대진학 장학생 20명 특기장학생 35명 선

행장학생 8명 연구장학생 1명 유학생 2

명 특기지도우수학교 7개교 지정기탁장

학생 12명 향우자녀 2명등이다

선발기준은장학금신청자중에서분야

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학

생의 경우 학업성적 생활정도 대학수능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선발하며 타

장학금 수혜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부터 250만 원까지 장학금을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617972246)

한편 (재)백운장학회는 광양시 출연과

기업체 시민 향우들의 자발적 기탁으로

1991년이후현재까지 223억여원을조성

3685명에게 56억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

급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전국 유림 100여명이 오는 20일 오

전 10시광양향교명륜당앞뜰에서한

시(漢詩)짓기실력을겨룬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향교가 주

관하는이번대회는시제로한시를지

어자웅을겨루는행사로현대판과거

시험을치르는셈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시 백일장

의시제는 신재최산두선생추모(新

齋 崔山斗 先生 追慕)로 정해졌다 장

원에게는 상금 100만 원 차장원에게

는 상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33명에게시상한다 문의광양향교

(0617972363)

한편 신재 최산두 선생은 1483년 광

양 봉강면 부저리에서 태어났으며

1513년별시문과에병과로급제해1514

년 홍문관저작 1516년 박사로 승진하

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정언 등을 역임

했다기묘사화로화순동복에유배됐다

가 1533년 풀려나온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유배생활 중 강당을 열어 후진

을 양성해 김인후 유희춘과 같은 거유

를배출함으로써호남의도학을크게일

으켰다 광양배영재기자byj@

광양시청앞광장어린이물놀이장대변신

내일모레이틀간페이스페인팅등행사도다채

현대판과거시험 한시 짓기실력겨룬다

전국유림 100여명

광양향교명륜당서

백운장학회 31일까지 266명 장학생선발

광양 진월전어잡이소리가운데잡은전어를그물에서배로퍼실으면서부르는 잦은가래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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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錢漁)는 집나간며느리도전어굽는냄새에돌아온다할정도로가을철대표적인별미이다 섬진강과바닷물이합류하는광양

망덕포구 앞바다에서 예로부터 전어잡이가 성행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보존회 회원들이 제2회 진월 전어축제에서 해상 공연을

선보이고있다

지난 2013년 10월 열린 제 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연모습 일반부금상(문화체육

관광부장관상)과연기상을수상했다

무형문화재 2주년기념행사

소리보존회전수관건립절실

전어잡이배원형복원등

으뜸문화유산맥이어져야

진월 전어잡이소리 구성진가락

광양 어부 애환 고스란히 담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