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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1 Generally speaking, musicologists classify Chinese folk songs into three 
.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contexts (MIC 1964: 18). The first category 

is called "Haozi" (working songs). Haozi are sung when people do some 
physical labor, for example, pushing a ship into water, building a house and 
so on. The second category is called "Shange" (mountain air) - songs sung 
in the field or at the mountain. The third is called Xiaodiao (ditty) - all 
songs, which do not belong to the previous two categories. Usually, 
working songs are choruses with lively rhythms, while the mountain airs 
are solos with very free rhythm. The melodies of the Xiaodiao (ditties) are 
smooth and the rhythms are very clear. Shaonian songs belong to the second 
category of "mountain air". 

1.2 In China, different areas and different nationalities have their own folk 
songs since they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dialects,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es, different environments and modes of production. Shaonian is 
therefore unusual, because it is not confined to certain areas, or to certain 
nationalities. Thus it is very famous among Chinese mountain songs. 

Shaonian is sung in four different provinces and autonomous regions 
(Gansu, Qinghai, Ningxia and Xinjiang) and by 8 different nationalities 
(Chinese Han, Tibetan, Hui, Salar, Yugur, Dongxiang, Bao'an and Tu). 
Among these nationalities, Chinese and Tibetan languages belong to the 
Sino-Tibetan family, Salar and Yugur's languages to the Turkic branch of the 
Altaic family, Dongxiang, Bao' an and Tu's languages to the Mongolian 
branch of the family and Huis speak Chinese (Ma Yin 1981: 585-86). 
Although the texts of Shaonian are Chinese, they display very strong Turkic, 
Mongolian and Tibetan in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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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lthough Shaonian is sung over a vast area, people believe the 
original homeland of Shaonian is the Linxia Hui Autonomous Prefecture of 
Gansu province and the area was called Hezhou in ancient times (Ke Yang 
1983: 88). It is a mountain area inhabited by several nationalities, where 
people mainly engage in agriculture with animal husbandry and handicraft 
as their side occupations. Their religions are Islam, Buddhism (including 
Lamaism), and Taoism. 

1.4 Shaonian songs are mentioned in a poem written 1399-1402 AD by a 
scholar Xie Jin (Ke Yang 1983: 97). Some scholars therefore think that it has 
over 600 years' history (Liu Kai 1995: 225).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period, many Han people moved to Gansu from the South of China and 
many minorities (e.g. Salar and Hui) also immigrated there from Central 
Asia. These new settlers encountered Tibetans, Mongolians and other 
nationalities who had lived here before the Ming period. Shaonian songs 
reflect an intermingling of these cultures (Ke Yang 1983: 91). 

1.5 Shaonian songs are literally songs of U young men". They usually 
express sexual desire. For example: 

Example 1 

J?fJj(*~~ffiT 
JtE~£~~7r.~T 
JF. ~B9 JtE£ LlJ:f1-:re 
~ (tIYti;·l:1IEtete 

Ga qiul gu dul xuan diao xia, 
Bi mao shi/ ye ye zhel lou xia, 
A mei del bi shi/ shan dan hua, 
Qiu qiu (la)1 an shang gel ba ba. 

Translation: 
The penis hangs just like a bud, 
The pubes look like leaves, 
Little sister's vagina looks like momingstar lily flower, 
We can use the penis to be a handle for the flower. 

Example 2 

fT.~ 7r.¥il=f-ttw 
1Jm:tE*~-gB9*gl: 



~-re1JI:ffJ*TJ: 
~m11;Bgi§-.aJi ("*) D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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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rna I bian zi/ yi zhu xiang, 
Fang gei zhe/jing tang del gui shang; 
Yi bal la zai/ kang zi shang, 
Man zui del she tou hal wei shang. 

Translation: 
I put the whip, which I used to thrash my horse 
On the bookcase in the temple; 
I pull my sweetheart into my chest 
And feed her mouth with my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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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raditionally, Shaonian songs may not be sung in the village or in any 
situation involving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because of their sexual 
content. Even when the texts are not about love or sex (dealing with 
political issues, for instance), the taboo is still there. Only young people sing 
this kind of song; when they marry and especially once they have had 
children, they no longer sing Shaonian songs. 

1.7 In almost every county of the southern area of Gansu and eastern area 
of Qinghai, Shaonian festivals are held every year in summer. Each festival 
takes place on a certain date and certain place - usually a place with a 
good view and a Buddhist or Taoist temple. For example the Shaonian 
festival of the Ledu county of Qinghai province is held between 15 June to 
17 June near the Qutan lamasery while the festival of the Kangle county of 
Gansu is held between 1 June to 7 June at the Lianhuashan Mountain where 
there are several Taoist temples. Nobody organizes the festival. When a 
festival is held, many people go to the place from as far as several hundred 
kilometers away. At first people attending the festival push over a huge 
stone called "the generation stone" (the symbol of moral principles), and 
after that they start to sing Shaonian songs. Usually, even a small festival 
would have several thousands of people attending; a big one would attract 
over fifty thousand. 

During the festival time, the relevant taboos are abrogated temporarily; 
people may sing the songs to each other, without avoiding anybody. Good 
singers attract many admirers and even make love with them. Some old 
people attend to recall the good times when they were young. 

1.8 A lot of folklorists and musicologists call Shaonian "flower song" or 
"Hezhou flower song" (this latter name being intended to distinguish them 
from real flower songs, or "Taomin flower songs") (Miao and Qiao 198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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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void these terms myself, because the flower song is actually another kind 
of mountain air popular in the southern area of Gansu province among the 
Han nationality. The construction of the texts and the melodies of Flower 
song are quite different from Shaonian song. Flower songs are sung by 
groups of three or four singers who are started off and kept together by a 
song leader. The leader is responsible for dictating the texts that will be 
sung by the singers. But Shaonian song is always solo (Du and Zhou 1997: 
42). 

The texts of Shaonian 

2.1 Folk songs are a blend of poetry and music. When we sing a folk song, 
the words and the tune are as well blended as the cream and water in a cup 
of white coffee. When recording them then, it is rather because of the limit 
of technical measures than for the sake of convenience that we have to 
separate the words and tunes. Since the words and the tunes of folk songs 
are in such perfect harmony, when we study Shaonian songs, we should 
begin by paying attention to the texts. 

2.2 Although all the texts are extempore verse and all of the singers sing 
Shaonian impromptu, the texts of Shaonian songs nevertheless are a very 
rigid form respecting not only rhyme but also metrics - and they are really 
poetry of a very superior kind. There are two main forms. The first consists 
of four lines in a stanza, odd lines having 7 syllables (in Chinese a syllable is 
a Chinese character) and even lines having 8 syllables. All lines also can be 
divided into three feet ( odd line is 2, 2, 3 while even line is 3, 3, 2). All lines 
rhyme with each other. ( a a a a, see Examples 1, 2 and 3) 

Example 3 

J:~ i'ifjLlJ ~zp.JII 
zp.}I1 £ 1f - 4l::!J±ft 
~~ ~~ 1lti~1ft 
Mi/f~Jj -'¥-£~ :ff~ 

Shang qui gao shanl wang pin chuan, 
Pin chuan iii you yi duol mu dan. 
Kan qui rong yi/ zhe qu nan, 
Zhe bu dao / shou Ii shil wang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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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I am at the top of the mountain to look at the plain, 
There is a peony there. 
Looking the flower is easy but to get it is so difficult, 
I can not get it and it wasted m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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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variation of this first form, the first and second feet of the odd lines 
may have three characters while only even lines rhyme. For example: 

Example 4 

m:re~ ~ T i~A,* 
~~* D'F~~~T? 
i~~ ~~H~ i~:t&1l:f5J 
~l~;jf D'F~~f~T? 

Suan ba lil suan zhe I mei ru wei, 
Ga ping goul za zhe mel lun Ie? 
Mei cal yan zhi/ mei dan fen, 
Ga me yangl za zhe mel jun Ie? 

Translation: 
The sour pear has not become sweet, 
But why is this little apple so sweet? 
You have not put rouge on your face, 
But how corne you are so beautiful? 

In another variation of this form odd lines may have 10 characters and 
four feet (3, 3, 3, 1), while the even lines have 7 characters and two feet (3,4). 
The rhyme is a b a b. 

Example 5 

::k~ ili~!£ ~1ft1ft ~ 
UlI!. ~tiJ3."f. 
-f.t89 ::kHl~ ** ~ 
~HllI!. ~.~"f. 

Dao yan mai/ chu sui shi/ suo lou loul diao, 
Xie di lil zhong zhi rna ne; 
Yi dui del da yan jingl shui he hel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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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yan lil shou shi hua ne. 

Translation: 
The fringes of oats hang, 
The sesame is planted in the rotational field; 
Your eyes are shining and smiling, 
Your true feeling is shown by your smiling eyes. 

In all instances of this first form, there is always an odd number of 
characters in the last foot of an odd line (3, 1). At the same time, there is 
always an even number of characters in the last foot of an even lines (2, 4). 

The second form consists of six lines in a stanza, the extra two are phrases 
placed between odd and even line. 

Example 6 

~~ LlLl.8~ 15*y%~ 
'2:*89 !Mt 
tML:(E 1f~~Jt ~1:. 
~~1lk LlJl:.89 st±-ft 
1l:iJl*B9lG'iff 
tML:(E IlPIIfB9 IL,1:. 

Gao gao I shan shang de I ku si man, 
Ta zhang del xuan, (extra line) 
Gen zha zai/ qing shi tou I ai shang. 
Ga mei shil shan shang del bai mu dan, 
Ta zhang del duan, (extra line) 
Gen zha zai/ a ge del xin shang. 

Translation: 
The vine in the high mountain 
Is in a dangerous place, 
It is in the steep black stone; 
The Little sister is a white peony in the high mountain, . 
She is beautiful, 
And she roots in my heart. 

2.3 The first form (4 lines in a stanza) is thus the basic form. In any stanza, 
two motifs are juxtaposed. One is from the material (physical) worl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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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the material image is "peony", in Example 4 it is i'pear" and 
"apple". The second motif is an interpretation (or partial interpretation) of 
the first, expressing the meaning and the feeling of the singer. In Example 3, 
the singer can not get the peony (the girl), and in Example 4, he can not 
know why the girl is so beautiful. 

I wish now to look at an ancient folk song recorded in Book of Poetry 
compiled by Confucius, bearing in mind that the form we are discussing is 
the main form of Han folk song, used for over 2,500 years. It is the first 
stanza of the first poem "Guan Ju" recorded in the book: 

Example 7 (Confucius 1993: 2) 

mmmm!IIE~ 
:tfrnJ ;LitH 
:u;*~ft 
~rMjt 

Guan guan ju jiu, 
Zai he zhi zhou. 
Yao tiao shu nu, 
Jun zi hao qiu. 

Translation: 
On an island in the Yellow River, 
A bird called jujiu is cooing. 
There is a good maiden fair, 
Whom a young man is wooing. 

Two devices are commonly employed in the Book of Poetry - simile (and 
metaphor), and the practice of "evocation" or "association", that is, starting 
a song by evoking images quite apart from the central subject. For instance 
in the poem, the first two sentences depict nature, and the last two lines 
describe love. But actually, the images first mentioned are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Guan Ju" is a good example of a song in which a bird is 
compared to a young man. In China, the bird is the symbol of the penis, 
Chinese use the same character to refer the bird and the penis, just the 
pronunciations are different (LIAS 1973: 747 and 223). So the bird Jujiu first 
mentioned in the poem is related to the sexual desire of the young man. If 
the first two sentences make statements about nature, in China we call it 
"xing". In the Book of Poetry one hundred and sixty folk songs ar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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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ere popular in northern China and among these seventy-two songs 
(45%) employ the "xing" structuring in the stanzas. Even today 
approximately half of northern Chinese folk songs use the "xing". And 
almost every Shaonian uses "xing" and we can see just as in "Guan Ju", the 
first and second lines of Shaonian are always related to love and 
lovemaking. 

2.4 Although the texts are Chinese, they are influenced by minorities' 
languages. 

2.4.1 The Chinese noun has no plural but Altaic nouns do have plural 
forms. For example, in Yugur, "lar" or "ler" are the suffix of the plural, 
"eye" is called "koz" and "eyes" are called "koz-Ier". Sometimes the texts of 
Shaonian contain a plural form using the suffix "men". For example, in 
Chinese "eye" is "yanjing", but in the texts, we find "yanjing-men" for 
"eyes". 

Chinese nouns and pronouns do not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cases, 
but those in Altaic languages do. For example, in Salar, "ha" is the suffix 
showing the objective case. In the texts of Shaonian, the suffix "ha" is often 
added to nouns and pronouns in the objective case. In the fourth line of 
example 8 "today I see you", "ha" is added to "ni" (you). 

Example 8 

:re:re8~J! -t~~ ~U4 
%t~~Il!&:5tJj~J 
atBtJ::p!fu~£~~ J 
-4-1riiFf~1fF (~) ~ J 

Hua hua/ xi que/ lian sheng jiao, 
Xi de zhe/ yan pi er/ tiao Ie; 
Zuo wan/ sui meng/ meng jian Ie, 
Jin ge zi/ wo ni (ha)/ jian Ie. 

Translation: 
The magpie is singing, 
My eyelid is twitching, 
I dreamed of you last night, 
Today I see you. 

In Altaic languages, there is a special "tool suffix" which indicates that an 
object is to be used. In Shaonian, this suffix is "la". In the last li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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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qiu qiu" means "penis", but "la" is added, so the meaning is 
"to use the penis". 

2.4.2 In the texts, Tibetan, Mongolian and Turkic words can also be found. 
Sometimes, there are even clauses in those languages, for example: "A qi mo 
gao" (Tibetan: Ah, my girl), "Minige sanhuasao" (Bao'an: My beloved). In 
some rare cases, the words of two languages are combined in the same song. 
In the following example, I have used capitals for Tibetan words, lower case 
for Chinese. 

Example 9 

~:f,!l1~1;E3*~ 
.tlt~m!!.mJE 
~iiJ:t=~:f,QTJVl1i 
1t-El ~ *:tl::JI~~ 

SA MA /GA DANG/ bai da dou, 
RANG DAO /ga me Ii /me zhou; 
A RO/SO MA/ xin peng you, 
CHA TAIl ga kang shang/ shui zhou. 

In the song, both "SA MA" and "bai" mean "white", both "GA DANG" 
and "da dou" mean "broad bean" - the first line therefore means "white 
broad bean". In the third line, both "SOMA" and "xin" mean "new", "A 
RO" and "peng you" mean "friend". It seems that the Tibetan words have 
been introduced to extend the line to the correct length of seven syllables. 
We can translate: 

Let's put the white broad bean into the mill. 
New friend, let's go to sleep on the little bed. 

2.4.3 In Chinese, as in English, the subject of a sentence is followed by the 
verb which is followed by the object. The texts of Shaonian often do not use 
this order but use Tibetan syntax, whereby the object follows the subject and 
the verb comes in the end of the sentence. The last line of Example 8 uses 
Tibetan order: Jin ge zi (today) wo (I) ni ha(you -- object) jian Ie (see). 

To sum up then: among the texts of Chinese folk songs, the texts of 
Shaonian are special since they use words and grammars of different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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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lodies of Shaonian 

3.1 There are over a hundred different melodies in the repertoire of 
Shaonian. The word for melody is "ling", and each "ling" has its own name. 
It may be named according to its area of origin, its nationality or from the 
meaningless words sung in the melody. Thus a "Hezhou ling" is a melody 
from Linxia county; "Salar ling", "Bao'an ling" were created by Salar and 
Bao'an people, and "San-san-er-liu ling" (three-three-two-six ling) were 
named by the meaningless words "san-san-er-liu". When a place or a 
nationality produced more than one ling, the ling is numbered, "first ling 
from Hezhou", and "the second ling of Salar". 

3.2 Different melodies have different styles but the form is always very 
similar - all melodies include two phrases and a transitional clause 
between them. When singers sing a "ling", its melody is repeated to fill the 
four lines of the stanza. In this situation, the transitional phrase is made of 
the last foot of the odd line, or from other clauses - e.g. "A ge de rou" (My 
sweetheart) "Jiu zhe ge hua" (Yes, it is true) and" A ge de bai mu dan" (My 
white peony). 

If the text has six lines, singers use the transitional clauses for two of the 
phrases - that is, they use the material between odd and even lines. 

When the text is more than one stanza, the melody repeats until all the 
stanzas are finished. 

Some melodies have a "prelude" before the first phrase and singers use 
the meaningless word "ai yao" to sing it (Examples 11 and 12). Usually the 
prelude starts from the lowest note and rise to highest note of the melody. 
The function of the "prelude" is to arouse audiences' attention and lead to 
the texts. 

3.3 Almost all Sh~onian melodies use the tonal pentatonic scale, which is 
widespread in China. There are five tones in the scale and Chinese call them 
"gong", "shang", "jue", "zhi" and "yu" which are equal to "do", "re", "mi", 
usol" and "la" in European music. Each tone can be a tonic so the pentatonic 
scale can form five different modes which are also called "gong", "shang", 
"jue", "zhi" and "yu" (Du 1995: 8). 

Gong: do re mi sol la do 
Shang: re mi sol la do re 
Jue: mi sol la do re mi 
Zhi: sol la do re mi sol 
Yu: 1a do re mi sol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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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are five tones in these scales, only three tones are main 
tones, for example in "zhi" mode they are "sol", "do" and "re", in "yu" 
mode, they are "la", "re" and "mi". 

Among those five modes, the "shang" (the tonic is "re"), the "zhi" (the 
tonic is "sol") and the "yu" (the tonic is "la") are widely used in the 
melodies of Shaonian. 

3.4 In Shaonian melodies, the range is very large. Usually it exceeds 12th 
(1 octave and a 5th) and it is sometimes even larger. The steps between 
notes are large, too. The most important intervals in Shaonian melodies are 
4th, 5th and octave. Sometimes, the step may exceed an octave. To sing 
Shaonian well is not very easy since both the range and the steps are large. 

At the end of a melody, a descending glide of the voice appears. In a 
"ling", this signals the end. For this reason some Chinese musicologists call 
this cadence "terminal glissando". 

3.5 People classify the melodies of Shaonian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different nationalities - Hui-Han, Salar, Bao'an and Tu. 
(Yugur, Dongxiang and Tibetan do not have their own styles.) 

3.5.1 The Huis of Northwestern China are believers in Islam. They are 
descendants of Arabic, Persian and Central Asian traders who traveled the 
Silk Road, or the soldiers who were sent from Central Asia to Northwestern 
China during the Yuan Dynasty (1271-1368 AD) by Mongolians (Ma Yin 
1981: 124), and of Han Chinese converts. Generally, they are physically 
distinguishable from the Han Chinese, but like the Han, they speak only 
Chinese. Since Hui and Han use the same language, their Shaonian songs 
are the same, too. Among the Hui-Han melodies some may have been 
created by Hui, some by Han - but people in the area do not make any 
distinction. 

Hui-Han melodies usually use "zhi" mode. There are three main tones in 
the mode: "zhi", "gong" and "shang". The tonic is "zhi" and it is supported 
by "gong" (do) which is fourth higher and "shang" (re) which is fourth 
lower. If the "zhi" is "g", the pitches of three main tones will be: 

Sometimes, a melody has only four tones: three main tones and "yu" (la) .. 
These melodies including four tones are rare in comparison with real 
pentatonic mel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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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0 

The first ling from Hezhou (Hui-Han melody) 

~2¥ErIF Ef 
(ai wo)shJng qu (gel 8:&0__ shan_ Y")--

(·1 fi) J:.. 1; en ....... 
;f) t.J ~ 

(ai wo) Ion qu (shi) rong_ yi __ (zhe_ yao_ ya) __ 

(4- h)~ ~ uU J!- ~ (~ '_f) 'f) ..., u 

~'W-~iti 
r.\ 

~ 
wa.l1g_ (ya_ ai)_ wan;;_ ping (Jiao) 

if. ( ~ .;J.1 f (J) 

chu:lll_ (ya). 

~.) ('-1 J" 

(Ji __ ya) 

(Pi: 1) 
zhe-_(ya- ai)_ zhe_ qu (sill) nan __ ' (ya)._ (u_ ya) 

lt~ ~ (li) -xfi . ( oJ), (6~ ~) 

~t 
f':\ _a=rr:r r r F$!ttiti WI 

wan&_ping (liao) chum (ya)_ ping_ chuall_. li- (ai hai) 

ijJ 
,;L f (.n 1 t'..T ) -f ~) 

zhe_.qu (sm) nan (ya)_ zhe-.:... bll 

1th ~ 0) ;>fl (.~) t/~ 4 

~' 421J gj rFf? }, ;;)kL4J. J 
you __ yi_ .duO-- (ya)__ mu dan_ 

"F1 . ;t. l~) [flo -I~ • 
lhou_ Ii_ slll __ (ya) _ W3Jlg ra.I1_ 

(~) .f1 3(' .. 

(the translation of the text see Example 3.) 

~ 
dao_ 

f'l 

(ye). 

(.~ ) 

(ye). 

(.Z-.~ ) 
(w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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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melodies use five tones, but the these melodies still emphasize three 
main tones and "yu" (la); the "jue" (mi) is merely ornamental. 

Example 11 

The third ling of Linxia (Hui-Han melody) 

-~~ K - . ~w=t~-=t§fI • 
IFf 0-8 f r IE J • ~I 

(al ____ yao) U.1g wang chuan you_ yi_ ge 

( e~ ~!) -i ;i II) 1M - /.-
/0 I 

(.i ya.,) dong )Ci.LI1g Ii you_ wo_ de 
11 

( .~ ~) ) ~ ) ~ iR 1t' fl-) 

f..:hc xin __ _ ai ,ail) che_ xin_ Ii '(ya_ ) 

ttl: !\.; Cfl()~l ";:'I~) tJ: I':; ·r~("J) 

~~~r:Mq-~:...,=#=r ==:: .. @jg~;:::=:j:j:::++=+.=I=j =:S;:;:=· +¢-:::::I=a~B=+I·=I=·hS===+h¥j;:::=:--===l-
niu Xill ___ _ (mer:_ jiu) you 

U:j qi) ~ 
L~n l.huU___ cher:g (men_ jiu) you 

"1 1 :t~- uh-f(·) 13 

~±----y JF}.-?3FB; J I J 
(ye ai yo wO de IP-- gu jiu ting 

( ~ fl M' I( i3 t;;J (-
I k D,,' J 4-\ "'. V' ff ~ "~ 

yi_· ge_ dong 

~- Ii?) 
Ii; 

eli' • 
z..> 

wo- de_.ha Ii? 

~ p~ D~ "f? 

ifHFrfRrj 
ya-) niu xin __ _ 

,,~) t I~I 

()C ai )-" wo de g3_ gu jiu rin.; ya-) Lan zhou __ 

( ·e ol ~}~-N. (~ tJ. it '~ "J ~ ) 
~~IJ] 

,h.ln (m~IL jiu) you yi_ S"- doog Ii; 

rJ-r (j n ft.~) M 1- i/~ 0'1-; 
chen; 

1 -4 i ;,x. 
(m<n_ jiu) you I '~ l. 

Id-tr) 

IJ 

(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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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of the text: 
There is a ship in the Tangwangchuan River, 
There is a cave in the Niuxinshan Mountain; 
My sweetheart is living in Dongxiang, 
I have nothing in Lanzhou City. 

3.5.2 The Salars have a population of 87,697 distributed in Qinghai and 
Gansu. They believe in Islam and their ancestry goes back to Uzbekstan as it 
was in the beginning 14th Century (Ma Yin 1981: 154). The Salar and the 
Huis living in adjacent areas have much the same customs. 

Salar melodies mainly use the "yu" mode and steps between tones are 
smaller. Minor 3rd and Major 2nd are widely used. This means that the 
melodies are much smoother than the rugged Hui-Han melodies. Example 
12 is antiphonal singing between a Han young man and a Salar girl. Before 
the 1950's, Han girls bound their feet to make them very small, but Salar 
girls did not. 

Example 12 

The ling of Salar girl 

jiao da ya shou da zhc_ bao wn.--{Iiao) xi~". (a qimao gao __ 

~tr tJ1n f T.l~) ~ ji, c3}jt~ <.I5"tL %) 

~·F .~ tE-~!) mow :11 
yan gu- de (1;.0 lao)_ jiao Jol- zhc:_ huai (ya) liao. 

-It. it ~~ ("1 "1) fttr t,;f; :r;r~ (O~) 3 .. 
zhou liang bu (lao lao) da lu_ sru_ gan (ya) san. 

t. J~ !L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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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of the text: 
(Han young man): 

(Salar girl): 

Although a Salar girl is nice, 
Your feet are too big, it is a pity! 
Why do not you love my feet? 
They make my walking so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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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The Bao'an, with a population of 12,212, live in compact 
communities in Jishishan county, Gansu province. Their religion is Islam. 

The Bao'an melodies use the "yu" and "shang" mode, in the main; 
sometimes the "zhi" mode is used but the notes "yu" and "jue" are 
emphasized, which means that the styl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Hui
Han melodies. Some Bao'an melodies sound like Salar melodies since both 
of them emphasize the "yu" note and the intervals between the notes are 
not so large as in Hui-Han melodies. 

Example 13 

Highway (Bao'art melody) 

~~-=@r~~~ilcF F82~~ 
,h. II cun .k_ m~dk: lu_ w.n (L.,)_ ~uu_ warr=--- wo I.U()d) lo>u_ 

t.!i ;tJ 0) -'1!i-;>'- ~ ('Ii) x.... rJ it' (.;("1)+_ 
1010 ZvU na_ mad", lu_ nan h'a) shang_ nan __ _ 

,(11 (-1) J:. 4i, 

bian. (ya)_ 'Ii chc lu yao xiu_ shang 

? .J> ~ ,).. ~ L). _r 
.'Z... .. (.lj) i Z. q-.:o ;J< 1) 

Translation of the text: 
The road in the mountain area is very narrow, 
It is just like a path, which zigzags up the hill. 
My cart passed the road with difficulty, 
We will build a highway to change the situation. 

ta (ya) jiu_yau 

!tl'j) i:.: 'k 

l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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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The Tus have a population of 191,624 mainly distributed in Qinghai 
province. They engage in agriculture and their religion is Lamaism. 

The Tu melodies use the "zhi" and "shang" modes, but "gong", "shang" 
and "jue" are emphasized. Among those three tones, "gong" is the most 
important one, it always is used as the ending of the first phrase. When Tu 
singers descend from higher "jue" to the sixth below "zhi" in a fall, the 
sound resembles the sliding of a finger along fingerboard on the violin or 
cello. This is a very special figure of Tu melodies. The figure also can be 
heard in the melodies of Mongolian folk songs. Since Tu's languages belong 
to the Mongolian branch, the figure may have the same origin as the figure 
in Mongolian folk songs. 

Example 14 

Beautiful Flowers (Tu melody) 

yi lh .• ng I)a jiul;ong (lh~- y~o _____ _ 

- s{ (":riO 5 (;t 'f~ 
por.ng (l'~ jiu) wo li~_ (Lh~_ yao _____ _ 

')an e.cn jian, 

:- ifR -":-; 
- -,;.) ) 

yin YU.1ll sail, 

da yan_ (Yil_ 

t_ 0:;" 
,'l1L" ( '.i 

.nu dan_ (p-

~1 -flo (/7 

Translation of the text: 
A bow and three arrows, 

jii.lll hu_ 

~ 
;r~ ~ 

san jill-

il-- ya ya 

of; o?r ~ 
:I- ya ya 

13 '/7 ~ 

.h~ __ 

kt 
lian __ 

ai __ 

~ 

""-
ai __ 

~-t. 

~hu ... ng. 

;Z~ 

lGU 

yo) 

.. /P 
yo) 

~5~ ) 

I<:i_ dc __ 

yi_ duo_ 

I"'\.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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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use an arrow to shoot a pair of wild geese. 
We can not be parted, 
Even the peony blooms in the wint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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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ingers and musicologists classify the melodies of Shaonian into three 
categories: Jian yin (High melodies), Cang yin (Vast melodies) and Pin yin 
(Plain melodies). Although this classification depends on the range, it is also 
linked with the rhythm. 

There are two categories of meter in Chinese music, the first is called "you 
ban" and the second is called "san ban". " Ban" means "beat" while "you" 
means "to have". "You ban" can therefore be translated as "the meter 
having beats". "San" means "come loose", "fall apart", or "not hold 
together"; thus "san ban" is best rendered into English as "the meter losing 
its beats", or "the meter having no beats". "San ban" is a very special 
measure in Chinese traditional music. Some Western musicologists have 
concluded that was non-metered (Wang and Zhang 1992: 271). There are in 
fact beats in "san ban", but they are not uniformly timed. Generally 
speaking, the meters of the "you ban" have beats of equal duration, but 
these can be lengthened or shortened according to the needs of musical 
expression. In the "san ban" almost every beat has independent duration, 
resulting in beats that are not regular (Du 1995: 37). 

The Jian yin usually is "san ban" and other two categories are "you ban". 
3.6.1 The range of Jian yin (High melodies) is very large. Big skips often 

occur and melodies have steps greater than an octave. 
Sometimes, the Jian yin uses the "san ban". When the melodies use the 

"you ban", the pulse is not regular. The high notes often last very long, and 
the singers show their skill by continuing for as long as possible on the high 
note. Only a very skilled singer can sing Jian yin well (Example 10). 

3.6.2 The range of Cang Yin (Vast melodies) is large too, but it uses "you 
ban" (usually the "prelude" using the "san ban") and sometimes long notes 
appear. A musician who is not familiar with Shaonian can beat the time, 
except when long notes appear. Cangyin is easier to sing (Examples 11, 12, 
14). 

3.6.3 The range of Pin yin (plain melodies) is smaller than Cang Yin. It 
uses "you ban", has almost no long notes and the beats are regular. So the 
style of this kind of Shaonian is very similar to that of Xiaodiao (ditty). The 
melodies of pin yin are the easiest to sing among the Shaonian songs 
(Examp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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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4.1 Folk songs depend a great deal on circumstances. Since the 1960's, 
many historic events have taken place - the Socialist Educational 
Movement,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recent "Reform". People's lives 
have changed greatly. As modes of production have been abandoned 
during the last 30 years, so many working songs have been lost. For 
example, the lumbering songs of Northeastern China were very famous 30 
years ago but now almost nobody can sing them. The same happened with 
boatmen's working songs of the Yellow River and the Yangtze. A great 
many mountain airs and ditties have also been lost - thanks to the desire of 
young people for change. 

Furthermore, many composers and singers tend to look down on folk 
songs as unsophisticated and they have worked very hard to "improve" 
them. They have changed the texts, rearranged melodies, used pop-song or 
belcanto singing styles and jazz band or Western orchestra 
accompaniments. During the last 20 years those "improved folk songs" 
have become so popular that they have largely taken the place of the older 
traditional folk songs,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Throughout China, 
"improved" folk songs continue to be rearranged and performed. Those 
songs have successfully toured overseas, and in almost any record shop can 
be found dozens of recordings of these kinds of folk songs.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so few people know genuinely traditional folk 
songs, now usually referred to as "primitive" folk songs. In Gansu, many 
Shaonian songs have been "improved" by various composers and singers. 

4.2 But since the 1960's original Shaonian style has survived. Most 
importantly, it has also expanded during the last 20 years. About 20 years 
ago, there were very few people singing Shaonian in Lanzhou, the capital of 
Gansu province, but now many people including young people sing 
Shaonian in the city. Every weekend, in a park on the bank of Yellow River, 
several hundred people gather and sing Shaonian songs, it is like a small 
Shaonian festival. A Shaonian club was set up last year, every night people 
go there to drink tea, sing and listen to the songs. 

4.3 Why has Shaonian song survived while other folk songs have been 
lost? This important topic needs to be researched. It may be that the 
function of Shaonian songs has contributed to their survival. 

"Why do you sing Shaonian?" When I did my field work in Gansu and 
Qinghai I used to ask singers this question, and if the singer was a man, he 
would say "to attract girls" or "to get a girl" and woman singers re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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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a friend" or "to enjoy myself". 
Mr. Ji (the singer who played the role of a peasant in Alley) told me that 

usually after singing three songs he would win the favors of a woman. He 
saw this as the best compliment his singing could receive. In other words, 
his singing had been appreciated in the way it was meant to be appreciated. 

Although some people sing Shaonian songs for other purposes, to attract 
the opposite sex is the main purpose. 

4.4 About 2,000 years ago, the Chinese philosopher Gaozi said: "Food and 
the sex ar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And Mencius 
disagreed with him (Mencius 1992: 472). 

Gaozi's view is still shared by Chinese people. Nevertheless, today in 
China, very few researchers of folk songs take account of Gaozi's theory. 
Shaonian songs have been researched by many scholars since the 1920's (Liu 
Kai 1995: 375). Although the great beauty of the texts has long been 
recognized and the same can be said of the music, the function of Shaonian 
songs was a taboo subject for scholars. In China, traditionally, sex cannot be 
discussed in public, and many experts view texts with sexual meanings as 
indecent. In their fieldwork, some folklorists and musicologists have 
ignored the texts dealing with sexual activities - texts such as Examples 1 
and 2 would not be published in China. Some texts were changed when 
they were published. For instance, Mr. Liu Kai, a folklorist who worked in 
Qinghai, changed the fourth line of Example 9 into "Let the new friend sit 
down in the little bed" (Liu Kai 1995: 166). 

But if we do not consider the main function of Shaonian songs, we shall 
not be able to interpret them properly. 

4.6 Gaozi is surely right - sex is necessary for procreation and food for 
survival. In my view, Chinese scholars must study Gaozi's idea and pay 
attention to the main function of Shaonian songs. Then we shall make 
progress in our researc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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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poem written by Xie Jin during 1399-1402 A.D. 
According to Ke Yang, "duan ge(mDlX)" in the poem refers to "Shaonian". 

Singers' Names and recorded dates, places. 

Examples 1,2, 8 were sung by Mr. Li Guizhou, Du recorded on Feb 9, 
1998 in Wellingtons, New Zealand. Mr. Li was born in 1950 and he is a 
famous Hui folk song singer from Yongjing county, Gansu province. He is a 
medicine doctor working in Chuancheng Hospital of the county. 

Examples 3, 4, 5, 6,10 were sung by Mr. Ji Zhengzhu, Du recorded on Feb 
9, 1998 in Wellington, New Zealand. Mr. Ji was born in 1971 and he is a 
farmer and famous folk song singer in the Yongjing county, Ganzu province. 

Example 9 was sung by Miss Tianzhong Kuize, Du recorded in July 1964 
at Qutansi, Ledu county, Qinghai province. Miss Tianzhong Kuize is a 
Tibetan singer born in 1947 at Huangzhong county, Qinghai province. When 
this song was recorded, she was a farmer. 

Example 11 was sung by Mr. Chen Aiyip, Du recorded in 1964 at 
Lanzhou, Gansu province when Mr. Chen was visiting Lanzhou and gave a 
performance there. Mr. Chen was born in 1945 in Dongxiang county, Gansu 
province. He is a famous Dongxiang singer and at 1964 he was a farmer 
living in Dongxiang. He moved to Xinjiang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Example 12 was sung by Miss Su Ping, Du recorded in 1984 at Lanzhou, 
Gansu province. Miss Su Ping was born in Xunhua county, Qinghai 
province in 1944 and she was Salar singer working in Gansu Province 
Ensemble. 

Example 13 was sung by Mr. Ma Musa, a famous Bao'an singer from 
Jishishan county of Gansu province. Du recorded this song in 1980 at Beijing 
when Mr. Ma Musa performed in a conference. 

Example 14 was sung by Mr. Yao Shengquan, He was born in 1950 in 
Huzhu county, Qinghai province. Mr. Yao is a famous Tu nationality singer. 
Du recorded this song in Sept, 1979 in Beijing, when Mr. Yao attended a folk 
song singers' meeting in Beijing. 

------ --------------



셔 론 

중국 육서치역의 샤요벤(少年)까요 

두야숭(村亞雄) 
중국음악학원 

일반으로， 음악학자들은 중국 민요를 맥락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나눈다(中 
1.1 
國音樂鼎究所 1964: 18). 첫째 범주는 ‘하오즈’ (융子， 노동요)이다. 하오즈는 

어떤 육체노동을 할 때， 예컨대 배를 밀거나 건물을 지을 때 부른다. 두번째 범주 

는 ‘산거’ (山歌: 산악 노래)로， 들이나 산악지역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셋째는 ‘샤 

오다오’ (小調: 소곡)라는 것으로， 앞의 두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 

한다. 노동요가 보통 생동감있는 리듬의 합창인 반면 산악 노래는 아주 자유로운 

리듬의 독창이다. 샤오다오의 선율은 유연하고 리돔은 아주 명확하다. 샤오벤(少 

年)은 두번째， 산악 노래에 속하는 가요이다. 

1.2 중국에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교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환경과 
생산양식이 다른 만큼 저마다 고유의 민요가 있다. 그러므로 샤오벤 가요는 특정 

지역이나 만족에 국한된 노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래서 중국 산악 노 

래 가운데서도 매우 유명한 편이다. 

샤오벤은 4개 성 · 자치구(간쑤성#輔， 칭하이성춤海， 녕샤자치구寧夏， 신장자 

치구新體). 8개 민족(한족， 티베트족， 회족， 쌀라족搬拉， 위구르족， 둥양족東椰. 

바오안족保安， 투족士) 사이에서 불린다.8개 민족 가운데 한족과 티베트족의 언 

어는 중국 · 티베트어족에， 쌀라와 위구르어는 얄타이어족 중 투르크계에， 둥양 · 

바오안 · 투족의 언어는 역시 알타이어족 중 몽골계에 속하며 , 회족은 중국어를 쓴 
다(馬寅 1981: 585-86). 샤오벤의 사셜은 중국어이지만 투르크와 몽골. 티베트어r' 

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보언다. 

1.3 샤오벤이 불리는 지역은 광대하지만， 흔히 샤오벤의 본고장은 간쑤성의 린 

샤(臨夏) 회족자치주， 옛 허저우(河)’I‘1) 땅이라고들 한다(阿揚 1983: 88). 이콧은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사는 산악지역으로， 주산엽은 농엽이며 부업으로 목축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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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공업을 병 행한다. 종교는 이슬람， 불교(라마교 포함) , 도교이다. 

1.4 샤오벤은 1399~1402년 해진(解續)이 쓴 시에도 등장한다(채據 1983: 97. 
이 글의 참고문헌 뒤 〈부록〉을 보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샤오벤이 600년 이상 

의 역사를 가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劉없 1995: 225). 명초(明初) 수많은 한족이 
남중국에서 간쑤로 이동할 때， 여러 소수민족(예컨대 쌀라족， 회족)도 중앙아시아 

에서 이콧으로 이주했다.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명 이전부터 이곳에 자리잡은 티 

베트족， 몽골족 등 다른 민족과 접촉하게 되었다. 샤오벤 가요는 이러한 문화의 융 

합을 반영하는 것이다(何揚 1983: 91). 
1.5 샤오벤은 문자 그대로 ‘젊은이’ 의 노래이다. 내용은 보통 성적 욕구를 표 

현한것이다. 예컨대: 

〈보기 1> 

깜球骨똥戀、펌下 

JlE.毛是葉葉兒落下

쭈妹的JlE是山판花 

球球(拉)安上個把把

고추는 꽃봉오리처럼 덜렁럴렁 

낙엽지듯 털은 떨어지고， 

어린 누이의 거시기는 산단화 꽃다우니 

고추(로) 꽂아 꽃자루 암지 . 

〈보기 2> 

打馬兒輔子一柱香

t썼S在經堂的뼈上 

我一把拉在康子上

i靜鷹的폼頭(哈)D흉上 

절간 책장의 말(馬) 그렴 

채찍 들어 한대갈기고， 

내님 부둥켜안고 

업 안가득내 혀(를) 채워줄까나. 

1.6 천통척으로 샤오벤은 성척언 내용 때문에 마을 안에서나 여러 세대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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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부르면 안되었다. 사설 내용이 사량이나 성과 관계없는 

경우(예컨대 정치적 현안)라도 터부는 여전하다. 젊은 사람들만이 이런 종류의 노 

래를 부르고， 일단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가지면 이제는 샤오벤을 부르지 않는다. 

1.7 간쑤성 남부와 칭하이성 동부 거의 모든 현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샤오벤 

축제가 벌어진다. 축제는 일정한 날 일정 장소에서 하는데， 장소는 보통 풍광이 좋 

고 절이나 도교 사원을 낀 곳이다， 예컨대 칭하이 러두현(樂都)의 샤오벤 축제는 6 

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추탄’ 이라는 라마교 사원 근처에서， 간쑤 캉러현(康樂)의 

축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도교사원이 많은 벤화산에서 열린다. 축제를 주관하 

는 사람은 따로 없다. 축제가 열리면 수백 km 떨어진 콧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맨먼저 ’世代의 돌’ 이라는 거대한 바위(도덕을 상칭)를 

밀어 치우고 나서 샤오벤을 부르기 시작한다. 작은 규모의 축제라도 보통 수천 명 

이 모이며， 큰것은 5만명 넘게 몰리기도한다. 

축제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나마 일체의 터부가 타파된다. 아무에게나 노래를 

불러주고， 누가 다가와도 거절하지 않는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추종자를 많 

이 거느리게 되고， 이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좋았던 젊은 날을 회상하러 노 

인들도더러 찾아온다. 

1.8 민속학자나 음악학자들은 샤오벤을 ‘꽃노래’ 또는 ‘허저우 꽃노래’ (진짜 

꽃노래인 ‘타오민逃帳 꽃노래’ 와 구별하기 위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혐品 · 홈 

建中: 1987: 85). 필자는 이 용어를 즐겨 쓰지 않는다. 꽃노래는 사실은 간쑤성 남 

부 한족 지역에서 성행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산악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꽃노래의 

사설과 선율의 구성은 샤오벤과 판이하다. 꽃노래는 도창(導唱)을 낀 서너 명이 

메기고 받으며 부르는 노래이다. 부를 노래의 사설은 도창이 지시한다. 그러나 샤 

오벤은 언제나 독창이다(柱亞雄 · 周吉 1997: 42). 

샤오렌의 샤컬 

2.1 민요는 시와음악이 융합한것이다. 민요를부를 때， 말과가락은밀크커피 

속의 크렴과 물처럼 일체가 된다. 그러므로 민요를 채록할 때 말과 가락을 분리하 

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 기술적 제약 때문이다 민요의 말과 가락이 이처 

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므로， 샤오벤을 연구할 때는 먼저 사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 모든 사셜은 즉홍으로 지어낸 시이고 모판 샤오벤은 즉흥으로 부르지만， 

샤오벤의 사셜은 그럼에도 운(題)이나 율격 면에서 아주 엄격하고， 참으로 아주 

훌륭한 시이다. 샤오벤의 사설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냐는 1절이 4행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흘수행은 7자(한자는 1자 1음절이다)， 짝수행은 8자이다. 

각 행은 셰 개의 각(뼈)으로 분켈되며(흘수행 2-2-3. 짝수행 3-3-2) 행마다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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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다(aaaa ， (보기 1)-(보기 3>을 보라) . 

〈보기 3> 

上去高山望平川

平川里有一풍밤}광 

看去容易觸去難

擺不到手里是柱然

높은 산 올라가 들판을 굽어보니 

들판에 모란꽃한송이 피었네. 

보기는 쉬워도 따기는 어려워 

손도못대면서 헛힘만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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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첫번째 형식의 변화형으로， 흘수행의 제 1 .2각·이 3음절로 늘어나기도 하면서 

짝수행에만운이 붙는것이 있다. 예컨대: 

〈보기 4> 

嚴把젖醒T 沒入味

깜추果昨這摩敵17 

沒據 H며R읍沒彈上紹 

껑模樣昨這摩俊17 

시디신 배， 시어빠져 맛대가리 없네 

그런데 이 조그만 사과는 왜 달콤하지? 

그대， 얼굴에 분도 안 발랐는데 

그모습어쩡 이리 아름다울까? 

이 형식의 또다른 변화형으〕로， 흘수행이 10Àt 4각(3-3-3-1)으로 늘어나고 짝수 

행이 7자 2각(3-4)으로된 것이 있다. 운은 abab이다. 

〈보기 5> 

大藏짧 出穩是 索落落 m 
歐地里種胡麻n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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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對的大眼體水合合笑

笑眼里說實話n里

귀리 이삭휘늘어지고 

휴경지엔 참깨 심었는데， 

그대 커다란 눈동자， 웃음 속에 빛나고 

웃음짓는 두 눈은 거짓말 못하네요. 

이 첫번째 형식과 그 변화형들의 공통점은 흘수행 마지막 각의 자수가 언제나 

훌수(3 또는 1)라는 것이다. 그리고， 짝수행 마지막 각의 자수는 언제나 짝수(2 또 

는 4)이다. 

두번째 형식은 본래의 흘수행 사이에 1행씩이 덧붙어 1절이 6행으로 이루어 

진다. 

〈보기 6) 

高高山上的苦絲흩 

E長的縣 (덧붙은행) 

根iL在좁石頭崔上 

Ji'-妹是 山上的 白ü판 

뼈長的端 (덧붙은행) 

根孔在阿哥的心上

높은산힘녕쿨 

아찔도해라 

벼랑바위 위에 뿌리 박았네. 

어린 누이는 높은 산 백모란 같아 

아름다워라 

내 마음에 뿌리 박았네. 

2.3 첫번째 형식 (4행 1연)이 그러므로 기본형이다. 매 연에는 두 개의 모티프가 

나란히 놓언다. 하나는 물질(물리) 세계의 모티프이다. <보기 3)의 물질 이마주는 

모란꽃<보기 4>에서는 배와 사과이다. 둘째 모티프는 앞 모티프의 해석(또는 부 

분적 해석)으로， 창자의 의도와 느낌의 표현이다. <보기 3> 에서 창자는 모란꽃(소 

녀)을딸수 없다. <보기 4>에서， 창자는소녀가왜 그리 아름다운지 궁금해한다. 

여기서 논하는 형식이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족 민요의 주된 형식이라 

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자가 면찬했다는 『시경 (詩經).1 속의 옛 민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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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첫번째 시 〈관저 (關雅)>의 첫 연은 디-음과 같다. 

〈보기 7>(孔子 1993: 2) 

關關雅鴻

在河之洲

짧젊淑女 

君子好迷

노래하는한쌍의 물수리 

황하의 물가에 노니는구나. 

양전하고 조용한 아가씨는 

덕 높은 군자의 좋은 짝일레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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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에서 흔히 보이는 형상화의 두 가지 수단은 직유(및 은유)와， 암시 또는 

연상이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와 무관한 이마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저〉에서 . 처음 두 행은 자연을 묘사하고 나중 두 행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 등장하는 이마주는 전체 주제와 연관있 

는 것이다. 중국에서 새는 남성 성기의 상정으로， 종국어에서 새와 페니스는 같은 

글자를 쓰고 발음만 다르다(中國科學院語言鼎究所 1973: 747 및 223) . 그러므로 
처음에 나오는 ‘물수리 (雖鴻) 라는 새는 젊은이의 성척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처 

음 두 행이 자연에 관한 서술이라면， 이는 중국 시론에서 말하는 ‘홍(興)’ 에 해당 

한다u"시경』의 시2 가운데 160편의 민가는 중국 북부에서 유행하던 것을 채록한 
것이며， 그 가운데 72변 (45%)이 ‘홍’ 을 두고 있다 오늘날도 북중국 민요의 반쯤 

은 ‘홍’ 을 둔다. 그리고 샤오벤 가요에는 거의 모두 ‘흥’ 이 있고<관저〉에서처럼 

샤오벤의 첫행과 둘째 행은 언제나 사랑， 성애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2.4 샤오벤의 사셜은 중국어이지만，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이 남아 있다. 

2.4.1 중국어 명사에는 복수형이 없지만 알타이계 명사에는 복수형이 있다. 예컨 

대위구르어에서는 ‘랄’이나 ‘렬’이복수접미사여서， ‘눈(目)’은 ‘코즈’，복수는 

‘코즐렬’ 이 된다. 이따금 샤오벤의 사설에는 ‘먼(們)’ 이라는 복수 접미사가 쓰이 

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어로 ’눈’은 ‘엔정(眼購)’ 띤데， 사설에는 복수형언 ‘엔정 

먼’이 나오는식이다. 

1(역주) 이상진 외 解譯시경~ (서울: 자유문고. 1994). 24쪽. 
2(역주) 모두 305편. 

3(역주) 얄타이계 언어에서는 이를 ‘접미사(suffix) ’ 가 아니라 ‘조사’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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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명사와 대명사는 격변화를 하지 않으나 알타이계 언어들에는 격변화 

가 있다. 예컨대 쌀라어에서는 ‘하 가 목적격 접미사3이다. 샤오벤 사설에서는 명 
사나 대명사의 목적격 표시로 ‘하’ 가 덧붙는 일이 잦다. <보기 8>의 제4행 “오늘 

나는 그대를 보네”에는 ‘니(件: 그대)’ 뒤에 ‘하(哈)’ 가 덧붙였다. 

〈보기 8> 

花花的喜體連聲P니 

喜得者眼皮兒跳T

昨H免上睡夢里夢見T

今個子我件(哈)見7

짝짝까치 우짖는소리에 

기쁘게 눈시울 들어 껑벅여 보니 , 

어켓밤꿈속에보였던그대 

오늘나는그대를보네. 

알타이계 언어에는 ‘기구격 조샤 4라는 것도 었다. 샤오벤에서 이것은 ‘라’로 
나타난다. <보기 1>의 마지막 행에서 ‘추추(球球)’ 는 남성 성기이지만， ‘라(拉)’ 

가 덧붙었으므로 ‘고추로’ 가 되었다. 

2.4.2 샤오벤의 사설에서는 티베트， 몽골， 투르크어 어휘도 보인다. 이따금 이들 

언어는 어절 단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아 치 모 가오" (티뱃어: 아， 냐의 

소녀야) , “미니거 싼화싸오." (바오안어: 내 사랑아) 따위이다. 드문 예에 속하지만， 

두 언어의 낱말이 한노래에 함께 쓰이기도한다. 다음보기에서 밑줄을그은것은 

티베트어이고， 밑줄이 없는 것은 중국어이다. 

〈보기 9> 

훌훌f馬E훌當白大豆 

讓道깜鷹里廳走 

阿若索碼新朋友

흉台!감사上睡走 

싸마가당，하얀콩을 

4(역주) 한국어의 ‘-(으)로써’ 



랑다오， 뱃돌에넣자. 

아로쏘마， 새 친구야 

중국 북서지역의 샤오벤(少年) 가요 

차타이 , 작은 첨상으로 자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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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oF 와 ‘白’ 은 모두 ‘흰색’ , 가당’ 과 ‘大豆’ 는 모두 ‘콩’ 이다. 그러므로 첫행 

은 그냥 ‘하얀 콩’ 뿐이다 셋째 행의 ’쏘마’ 와 ‘新’ 은 모두 ‘새롭다’ , ‘아로’ 와 

‘朋友 ‘는 모두 ‘친구’ 이다. 티베트어 낱말을 넣은 것은 자수를 늘려 7언으로 맞추 

기 위해서인듯싶다. 

2.4.3 영어처럼 중국어도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척어가 나온다. 샤오벤 사 

셜들은 종종 이러한 어순 대신 티베트어 구문처럼 주어-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 

사가 맨뒤로 가기도 한다<보기 8>의 마지막 행이 티베트어 어순을 쓴 경우이다: 

今個子(오늘) 我(나는) 休哈(그대를) 見TC보았네) . 

요컨대， 중국 민요의 사설 가운데서도 샤오벤의 사셜은 다른 언어의 어휘나 문 

법을쓰는점에서 독특하다. 

샤오렌의 션율 

3.1 샤오벤의 레퍼터리에는 1007}지가넘는선율·이 있다. 선율은 ‘링(令)’이라 

하며， 링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링의 이춘양 불리는 고장이나 기원， 민족 

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선울에 얹어 부르는 무의미한 낱말을 따서 붙이기도 한 

다. ‘허저우 령’ 은 린샤현의 선율이며 ’쌀라 링’ 과 4바오안 링’ 은 쌀라족과 바오안 

족이 만든 선율이고， ‘싼싼얼류 링’ 의 ‘싼싼얼류(코三二六)’ 에는 별다른 뭇이 없 

다. 한 고장이나 민족에서 여러 개의 링이 나오면 ‘허저우 1링’ , ‘쌀라 2링’ 처럼 

번호를붙이기도한다. 

3.2 선율마다 양식도 제각각이나 형식은 언제나 비슷하여 , 모든 선율에는 두 

개의 악구와， 둘올 잇는 경과구가 있다. 창자가 링을놓 하나 골라 부르면 그 선윷을 

되풀이하여 1연 4행을 메운다. 이 경우 흘수행 마지막 각을 경과구로 쓰기도 하고， 

다른 어절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예컨대 “아거더 러우(내 사랑r. “주 저 거 화 

(그래， 맞아요)" “아거더 바이무단(나의 흰 모란꽃r 같은식이다. 

사설이 6행이변 경과구가 두 군데 쓰인다. 흘수행과 짝수행 사이에 덧붙은 행의 

재료를 갖다쓰는 것이다. 

사셜이 여러 연으로 되어 있으면 선율은 모든 연에서 똑같이 되풀이된다. 

어떤 선율에는 첫 악구 앞에 “아이 야오” 같은 무의미한 사셜로 된 ‘전주’ 를 두 

기도 한다C<보기 11> 및 〈보기 12>) . 전주는 보통 낮은음에서 시작해 최고음까지 올 

라간다. 전주의 기능은 듣는이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본사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3.3 샤오벤 션율은 거의 모두 무반음 5음음계를 쓰는데， 이런 음계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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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쓰인다. 음계에는 중국어로 宮， 商， 角， 徵， 쩌의 다섯 음이 있는데， 유럽음악 

의 도， 레， 미， 솔， 라에 대응한다. 어느 음이나 주음이 될 수 있으므로 5음음계로 

는 다섯 개의 선법을 만들 수 있다. 선법의 이름도 궁， 상， 각， 치 , 우이다(삼亞雄 
1995: 8). 

궁조:도레미솔라도 

상조: 레 미 솔라도레 

각조: 미 솔라도레 미 

치조: 솔라도레 미 솔 

우조: 라도레 미 솔라 

위 음계들에는 다섯 개씩의 구성음이 있지만， 주요음으로 쓰이는 것은 셋 뿐이 

다. 예컨대 치조에서는 솔 · 도 · 레， 우조에서는 라 · 레 · 미가 주요음이다. 

다섯 가지 선법 가운데 상조( ‘레’ 가 주음) . 치조( ‘솔’ 이 주음) . 우조( ’라’ 가 주 

음)가 샤오벤 션율에 널리 쓰인다. 

3.4 샤오벤 션율의 음역은 매우 넓어 12도(1옥타브와 5도)는 보통이며， 이보 

다 더 넓은 경우도 있다. 음과 음 사이의 도약도 크다. 샤오벤 선율에서 가장 중요 

한 음정은 4도 5도와 옥타브이다. 때로 옥타브플 념는 도약도 쓰인다. 음역이 넓 

고도약이 크므로샤오벤을잘부르기란썩 쉽지 않다. 

선율 마지막에는 하강 글리산도가 나온다. 이것이 링의 종지를 얄리는 신호이 

다. 그래서 중국 음악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종지를 ‘마무리 글리산도’ 라고 하는 

이들도었다. 

3.5 혼히 샤오벤의 선융을 민족별로 회 · 한， 쌀라， 바오안， 투족의 네 범주로 

나눈다(위구르， 둥양， 티베트족의 선율에는독자적인 양식이 없다). 

3.5.1 중국 서북부의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활 

동을 하던 아랍，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인들， 또는 원대(元. 1271 ~ 1368) 중앙아시 

아에서 중국 북서부로 파병됐던 몽골 군사들의 후예이며(馬寅 1981: 124) , 이슬람 

교로 개종한 한족도 있다. 일반으로 이들은 신체척 특정에서 한족과 뚜렷이 구별 

되지만， 언어는 한족처럼 중국어만 쓴다. 회족과 한족이 같은 언어를 쓰므로 두 민 

족의 샤오벤 가요도 같다. 회 · 한 선율 가운데 일부는 회족， 일부는 한족이 만든 

것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회 · 한 선율은 대개 치조이다. 치조에서는 치 · 궁 · 상이 주요음이다. 주음은 치 

(솔)이며 4도 위의 궁(도)과 4도 아래 상(레)이 주음을 받쳐준다. ‘치’가 g일 때 

세 주요음의 음고는 다음과 같이 된다: 

d(4도 아래 )-g(주음)-c(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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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주요음 셋에 ‘우’ (라. a)가 덧붙어 네 개의 음이 선율에 쓰일 수도 있다. 

이런 4음음계 선율은 5음음계 선윷에 비해 드물다. 

〈보기 10> 허저우 1링 (회 · 한 선울) 

(악보는 원문 참조. 원사셜은 앞의 〈보기 3> 참조.) 

어떤 선율에는 다섯 음이 다 쓰이지만， 이 경우에도 주요음 세 개가 강조되고 

‘우’ (라. a)와 ?각’ (pl. e)은 간음으로만 쓰인다. 

〈보기 11> 련샤 3링 (회 · 한 선율) 

(악보는원문참조.) 

탕왕환(훔i王)11)에 배가 뜨고 

뉴신산(牛心山) 엔 동굴이 있네 . 

둥상(東輝)엔 내 사랑이 있지만 

란저우성 (蘭州城)은 나와 무슨 상관? 

3.5.2 쌀라족의 인구는 8κ697명이며 칭하이와 간쑤성에 분포한다. 종교는 이슬 

람이며. 뿌리는 14세기초 우즈베키스탄까지 거슬러올라간다(馬寅 1981: 154) 인 
접지역에 사는 쌀라족과 회족은 풍습이 비슷하다. 

쌀라 선율은주로우조이며， 도약이 심하지 않고 단3도와 장2도가 널리 쓰인다. 

곧， 들쭉날쭉한 회 · 한 선율에 비해 훨씬 매끄럽다는 얘기다<보기 12>는 한족 청 

년과 쌀라족 처녀 사이의 교창이다. 1950년대 전까지 한족 여자는 전족(編足)을 

했지만 쌀라족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다. 

〈보기 12> 쌀라 처녀 (購拉的觀貼) 령 

(악보는원문참조.) 

(한족청년) 

(쌀라 처녀) 

쌀라처녀， 아리맙지만 

처녀의 발이 이리 크다니! 

내 발이 미우시다니요? 

덕분에 이렇게 예쁘게 결을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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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바오안족의 인구는 12，212명이며 , 간쑤성 지스산현(積石山)에 밀집해 산 

다. 종교는 이슬람이다. 

바오안의 선율은 우조와 상조를 주로 쓴다. 이따금 치조를 쓰기도 하지만 이 때 

도 ‘우’ 와 ‘각’ 음이 강조된다. 곧， 회 · 한 선율과 양식이 판이하다. ‘우’ 음을 강 

조하고 도약이 회 · 한 선율처럼 심하지 않으므로 바오안 선율 가운데는 쌀라 선윷 

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들도 있다. 

〈보기 13) 신작로(汽車路)(바오안 선율) 

(악보는원문참조.) 

산촌의 길은좁기도해라 

구절양장 휘감아 오르네. 

자동차다니기도힘드니 

신작로나놓아볼까나. 

3.5.4 투족의 인구는 191，624명이며 주로 칭하이 성에 분포한다. 주업은 농업， 

종교는라마교이다. 

투족 선율은 치조와 상조를 쓰지만 궁 · 상 · 각 음을 강조한다. 셋 가운데 궁이 

가장 중요하여 언제나 첫 악구 종지음으로 쓰인다. 높은 ‘각’ 에서 6도 아래 ‘치’ 로 

떨어지는 선울은 바이올린이나 첼로에서 지판을 훌어내리는 소리를 닮았다. 이것 

이 투족 선율의 독특한 음형이기도 한데， 몽골 민요에도 이런 음형이 보인다. 투족 

의 언어는 몽골 계통이므로 이 음형도 몽골 민요의 같은 음형과 같은 기원을 가진 

것일수있다. 

〈보기 14) 예쁜 꽃(투족 선율) 

(악보는원문참조.) 

활한벌， 화살세 개 

화살아， 한 쌍 기러기 쏘지 말아요. 

우리 맺은 인연 끊을수 없어요 

한겨울피어난모란꽃같은. 

3.6 연주가와 음악학자들은 샤오벤의 선융을 잔인(失音: 높은 선율). 창인(擔 

音: 넓은선율) , 핑언(平좁:ï:영션율)의 세 법주로구분한다. 이 분류는음역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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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것이지만， 리듬과도 관계있다. 

중국음악의 박자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요우뺀(有板)’ , 다른 하나 
는 ‘싼뺀(散板)’ 이다. ‘뺀’ 은 ‘박(拍)’ , ‘요우’ 는 ’있다’ 는 돗이니 ‘요우뺀’ 은 ‘유 

박(有拍)’ 이다. ‘싼’ 은 ‘느슨하다， 흩어지다’ 라는 돗이니 ‘싼뺀’ 은 ‘무박(無拍)’ 

쯤 된다. 싼뺀은 중국 전통음악에 독특한 박자이다. 서양음악학자 가운데는 싼빵 

에 박자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었다(王鳳쩌 · 張林 1992: 271). 사살은 싼빵에도 

박이 있지만， 균일하게 시가배분이 돼 있지 않을 뿐이다. 일반으로 요우뺀의 박자 

에는 등시가의 박이 있는데 , 박의 시가는 음악척 표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늘거 
나 줄어들 수 있다. 싼뻔에서는 거의 모든 박이 독립시가를 가지므로 박이 불규칙 

한 것처럼 된다(柱亞雄 1995: 37). 

잔인은대개 싼뺀이며， 나머지 둘은요우뺀이다. 

3.6.1 잔인(높은 선율)의 음역은 아주 넓다. 큰 도약이 잦아 옥타브 이상을 건너 

뛰기도한다. 

잔인에 싼뺀을 쓸 때가 있다. 요우뺀일 때도 펄스가 불규칙하다. 높은음을 아주 

길게 끌 때가 많아， 창자가 높은음을 얼마나 길게 끌 수 있는가로 솜써를 과시하기 

도 한다， 아주 숙련된 창자만이 잔인을 능숙하게 부를 수 있다(<보기 10)) . 

3.6.2 창인(넓은 선율)의 음역도 넓지만 박자는 요우뺀이며(전주는 보통 싼뺀) . 
길게 끄는 음도 이따금 나타난다. 샤오벤에 익숙한 음악가가 아니라도 길게 끄는 

데만 아니면 박을 켈 수 있다 창인은 노래부르기 쉬운 편이다(<보기 11>. <보기 

12). <보기 14)) . 

3.6.3 핑인(명선율)의 음역은 창인보다 좁다. 박자는 요우빵이며， 길게 끄는 음 

이 거의 없고 박도 규칙적이다， 그러므로 이 양식의 샤오벤은 샤오다오(소콕)와 

아주 비슷하다 하겠다. 핑인의 선울이 샤오벤 가요 가운데 가장 부르기 쉽다(<보 

기 13)) . 

철 론 

4.1 민요의 존럽은주변여건에 크게 의존한다. 1960년대 이래 중국에는사회주 

의 교육운동， 문화혁명을 비롯해 최근의 개방 · 개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인민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전통적인 생산양식이 지난 30년에 

걸쳐 폐기됨에 따라 노동요 다수가 없어졌다. 예컨대 중국 북동부의 벨목노동자들 

이 부르던 노래는 30년 전에는 매우 유명했으나 현재는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황하와 양쓰강 뱃사람들의 노동요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산악 노래와 소 

곡들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아들의 욕구 때문이다. 

더욱이， 작곡가와 성악가들은 민요를 단순한 것이라 하여 낮춰보는 경향이 있 

어 , 이를 ‘개량’ 한다는 맹목으로 많은 작업을 했따. 사셜을 바꾸고， 션율을 다시 



162 

엮고， 팝이나 벨칸토의 창법을 도입하고， 재즈밴드나 서양식 관현악 반주를 도입 

하는 따위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 ‘개량 민요’ 들이 크게 유행하여 옛 전통민요 

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 사이에 특히 심하다. 중국 전역에 걸 

쳐 ‘개량’ 민요들이 끊임없이 편콕되고 연주된다. 이 노래들은 외국에도 성공척으 

로 진출했고， 아무 레코드 가게에서냐 이런 종류의 민요 음반을 쉽게 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진짜 전통민요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 

이 아니며， 이들 전통민요는 보통 ‘원시’ 민요라고 일컬어진다. 간쑤성에서도 수 

많은 작곡자와 성악가들에 의해 샤오벤 가요 여러 곡이 ‘개량’ 되었다. 

4.2 그러나 오리지널 샤오벤 양식은 1960년대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샤오벤이 지난 20년 동안에는 오히려 더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다.20 

년쯤 전에는 간쑤성의 수도 란저우에서 샤오벤을 부르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였으 

나 지금은 란저우에서도 젊은 층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샤오벤을 부른다. 황하 

강변의 한 공원에서는 주말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샤오벤을 부르는 모습이 

마치 소규모 샤오벤 축제를 연상시킨다. 1997년에는 샤오벤 클럽도 생겨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듣기도 한다. 

4.3 다른 민요들이 사라졌는데 왜 샤오벤은 삼아남았을까? 이는 중요한 문제 
로，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샤오벤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살아남 

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간쑤와 칭하이성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창자들에게 “왜 샤오벤을 부르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한테 인기를 끌려고” 또는 “여자를 사귀려 

고 여자의 경우는 “친구를 사귀려고 “그냥 좋아서”라는 답이 많았다. 

’지’ 라는 이름의 청년은， 노래를 세 곡 부르면 대개 여자가 따라온다고 했다. 그 

에게는 이것이 노래를 불러 받는 최고의 대가였다. 다시말해， 그의 노래는 본디의 

수용양식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 샤오벤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성의 인기를 끈다는 것이야 

말로가장주된목척이다. 

4.4 2，000년쯤 전 중국 철학자 고자(告子)는 ”식 (食)과 성 (性)이 언간의 기본 

특질”이라고 했다. 맹자는 이에 반대했다(굶子 1992: 472).5 

고자 같은 생각을 지금도 중국인들은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 민요 

를 연구하는 사람 치고 고자의 이론에 주목하는 이는 아주 드물다. 샤오벤 가요는 

1920년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劉월IL 1995: 375). 사설이 고도 
로 아름다움이 인정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이지만， 샤오벤 가요의 기능은 학자들 사 

이에 금기시된 주제였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연히 성을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여러 전문가들도 사설의 성적 의미를 외설처럼 여긴 것이다. 현지조사 

5(역주) 告子日 “食色， 性也" (W굶子』 告子章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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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 민속학자와 음악학자는 성행위를 소재로. 한 사셜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기 1>이나 〈보기 2) 같은 사셜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었다. 어떤 사셜은 출 
판과 함께 개작되기도 했다. 예컨대 칭하이성에서 현지조사를 한 류 카이(劉월!L) 

같은 민속학자는 〈보기 9)의 제4행을 “새 친구를 작은 첨상에 앉히자’로 바꾸었다 

(劉월!L 1995: 166). 
그러나 샤오벤 가요의 주된 기능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이들 노래를 적절하게 

해석할수없는것이다. 

4.6 고자의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성은 번식에， 식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견이지만 중국 학자들은 고자의 사상을 띤구하고 샤오벤 가요의 주된 기 

능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연구에서 발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검세중 역(서울대 한국음악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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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1402년 해진(解編)이 썼다는 시는 다음과 같다: 

春風-夜껴〈橋折 

훌훌靈聲如百面雷 

亦ι有懶A1험생휠者 

短歌做送月明歸

커 양(f可揚)의 고증에 의하면 시 속의 ‘短歌’ 는 샤오벤’ 을 가리키는 것이다. 

연주자 이륨 및 녹옴한 때와 곳 

〈보기 1) (보기 2) (보기 8): 노래 리 귀저우， 녹음 두 야숭.1998년 2월 9일 웰 

링턴(뉴질랜드) . 리 귀저우는 1950년생으로 간쑤성 융정현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회족 민요가수이다. 그곳 환청 병원의 의사이기도 하다. 

〈보기 3) (보기 4) <보기 5) (보기 6) <보기 10): 노래 지 정주， 녹음 두 야숭. 
1998년 2월 9일 웰링턴(뉴질랜드). 지 정주는 1971년 태어났으며 간쑤성 융정현에 

서 농사를 짓는 유명한 민요가수이다. 

〈보기 9): 노래 렌중 퀴저(여) . 녹음 두 야숭. 1964년 7월 청하이성 러두현 추탄 
사(좋) . 탠중 퀴저는 티베트족 가수로 1947년에 칭하이성 황중현(뿔中)에서 태어 

났다. 녹음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보기 11): 노래 천 아이 업 , 녹음 두 야슐. 천 아이업은 1945년 간쑤성 둥양현에 

서 태어났다. 유명한 둥양족 가수로. 1964년 당시 둥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녹음은 그 해 천 아이업의 란저우 방문공연 때 이루어졌다. 문화혁명 때 신장으로 

이주했다. 

〈보기 12): 노래 쑤 핑(여)， 녹음 두 야숭. 1984년 간쑤성 란저우. 쑤 핑은 1944 
년 칭하이성 쉰화현(個化)에서 태어났으며， 간쑤성 악단소속의 쌀라족가수이다 

〈보기 13): 노래 마 무싸， 녹음 두 야숭. 마 무싸는 간쑤성 지스산현에서 활동하 
는 유명한 바오안족 가수이다. 1980년 베이정에서 열련 한 학회에서 있은 마 무싸 

의 연주를녹음했다. 

〈보기 14): 노래 야오 성환. 야오 성환은 1950년 칭하이성 후주현(互助)에서 태 
어난 유명한 투족 가수이다. 녹음은 1979년 9월 베이정에서 열린 민요가수 대회 

때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