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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period

he purpose of this """ay ;s to analyze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s which are learned and transmitted during children's developing
(O~ 12

ycar of age),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T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their nurtureffi This essay mainly divides the songs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who has created and transmitted thcm: the songs
by caregivers and these by children.
The sonss by caregivers indicate songs that mothers or grandmothers sing
for their children or grandchildren between the ases of 0-6. These songs
also can be split into two: the ones sung from the perspective of caregivers
and those sung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The songs sung by
caregivers from their perspective are based on the lullaby or cradle song
but sometimes can be found in the grown-up's musical category. The song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re composed of uncomplicated musical

language dealing with nursery stories or natural objects such as birds, fish,
flowers, the sun, and stars. These types of songs contain educational and
emotional values which intend to foster children's language and counting
skills.
Children also sing themselves playing games relevant to their age Or
group. These songs are much more simple and immature than !he
aforementioned song types, and are normally combined with games or
accompany play.
The songs sung by children are related to the envirorunental characteristics
of a traditional age when women played the primary role in raising.
developing. educating: and socializing their children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We can find easily grown-up music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s songs, which means it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songs of their nurturers. Yet we can find true value and meaning in
the common ownership of these songs by children and !he women who have

cared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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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동요는 예부터 어연이유에

의해 구센R쳐)되어온 노래를 가리키는 것

' - ' 으로 ‘전숭용요? 구전용요호도 용리고 있다 어원아이가 얘어나 자려운
꾀갱에서 정하게 의는 외우세계와 내연의 용싱새계가 이경。H 의 시각파 언어흐
송써적으3 당져 있는 노얘이다 전얘동요는 윤야까 응악운야얘서 구전인요의 한
작혜로 일쩍아 연구외기 A 삭했으며 인요의 띤형징용 냥응 단순성으으 잉이앙아
까l운히 연구외이 았다
전얘동요에 관안 논이는 크게 극운악척 연구'1 이웅의 분회찍 득성에 용한 인
구 그리고 응악지 연구g 신앵와고 있으여 션통응악유산융 계숭.<;}는 .Jil:':;얘 측
언에서도 그 중요성과 용용가시가 높이 영가의어 았다 1 그러나 대부용의 논악 가
전애용요호 운유안 노래을의 염주가 운영히}지 않은 강태에서 이우어겼응응 영견

학개 녕다 오늘냥 창지옹요의 장악 주처 "

이흔들인 대 비하여 전애용요는 구션

되는것이기에 륙언에 진숭아나가강 주애에 대해 안기 어여운 Q에운안 이용도 았

다 혹옹 악연직 천쩌용요의 딩갱과 전승의 주씨용 어경。1~ 1키는 안정이 우세한
것도 샤심이아 천해동요의 영주나 선숭주에에 대한 논의는 영지 않아 보이지안

동요의 용경응 드러내 증 수 잉는중요정 단호가띨 수 있나

l

깅빼아

'.극 건쩌옹요 연구잉영에 얘한 정호，

t웅악가 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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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고는 파연 전에동요의 선승과 창작주체가 이연이인가 하는 근온삭인 갱분에
셔 시작한다 동요릉 어린이 스스호 인흥이 부은 노씨g 엉게 단갱항 수 없는가

히는 응제이다 동요틀 기억하역 용러 주는 영자 가훈에에는 유난히 여성이 뜸은
사징응 상，(혜 용 역요가 잉 q 냥성 장，(을。1 기억히F는 옹요는 왜 이아시 인약

힌가? 지금’[서 i의퍼아옹 동요의 응악2억 욕깅은 오두 '"딩정 것이가? 이러한

결운응 자영스영게 어언 노얘을 용요라고 용 것인가 하τ 동요의 냉주에 관한 운
셰릉 제기션q 어잉아드아 J아프는 노래안응 동요라 항 것인가? 어린이를은 이떤

양삭으호 통요즐 습득하고 전숭하고 있는 것잉까? 동요는 아아 튿

스로 또얘 집

단의 놀이응 홍 ...1<'1 ~}등고 흉랴 오늘에 。1 프게 깐 것일까?
션해똥요특 작껴 을러 늑응으로 냥긴 자표의 에보자응은 예우E아 노영의 역

성응이다 이을응 기약융 더 5에 j 아。 1콩 커웅 때 부으던 소리‘냐 ‘아일 적 (-하

며) 우으던 노해 틀 을려 운다 일i냄으호 녹응원 이을 자효에늠 야이릉 잠재우
는 소띠나 아。1 어 i는 소려도 있 R<'꺼워리갱갱>，(나 〈강강승얘〉 강은 유회요

나 부녀자등의 딩안요도 상당수 포양되어 있다

션래동요 가운대 우디요나 자장가류의 소이응 제외정 나머지가 대 1우운 。 g 의
을이요이다 그링다어 아웅의 ';]'01 요는 순수하게 아옹 스스g 을연서 안들어 우
른 노태라고 한 수 있융까 앙잇기노해나 안농이노해 등의 영어유회요는 영종의

언어교유의 의도，( 농후~， 성인(역생) 수도호 전승에 t 것으호 &01 는대， 이응
포양<，겨 동요의 다양안 생격에 g한 는의는 뉘세칙으~ 이후이진 아가

g 었다

용옹에 강한 잉온 」 애가 어 c이 들예주는 이야'71 틀 당은 내용인데도 그 노해외

역강파 의 o( 애 대쩌서는 주복하끼 앓고 잉다 야렌이의 성장에 양응자인 아이니
나 항어니의 보상핑아 성대걱잉응 작 알려지 았지안 지긍까끼의 옹요는 자강가

류 4 재외하E는어흔세계와우안성 아용애계에안고영해 있는잉역으호바라오
고 있는 것이 아냥가 히4는 것。1 다
션해웅요에 관성 옹악척 연구의 성구식 ?1 는분이 f구전용요의 응암-;;>;1 운석」이

다.2

01

논운응 19:끼6년 갱기지앙의 '" 셔 개 지억에서 성인과 어잉。1를 대상으로

수신안 .. ""여 곡 가운대 앙푸증 얘보하여 그 영석과 융자들 훈석한 것이 q 이
ξ운의 의의는 동요익 앤안흔을 "층"겨 전얘용요의 응악 연우에 얘한 얘캉의

양양음 재시하여 연구의 지핑을 넓혔아는 갱이마
저래옹요-"'1

,w.
‘

’J승1

~두응자요릉 대규오오 수록하고 있는 (주){i;-&↓잉송의 r한국인요대

약순R

양긴 iι r우션용요의

원져

푼씩

연우ι 옆낭，

n잉

인킨펴

.국 찬얘용.，의 재닝파 영주

"

션"에 이이 t강인의 인fμ싸 r영용의 인"-" 등의 자R가 냐응으호써 전해용요
에 관한 정 ’걱 규오의 연구가 가능얘정 수 있었다 대 g식얀 눈문이 강에엔의

r 한욱 전얘동요의 용악척 운석， 0파 강해인의 (강「국전애용요의 응약 lH깨}영구"이
다{ 즉응1 강해인응 용요응 아동의 응악 '2-.이끽 판정예 λ{ 고창하>. 전해용요외
연앵성파 응악지 구조에 예정 응식음 하영'" 이응 두 찍와;ε문응 각각 그 연구

망향은 다-3)'1 얀 증산한 채보작영응 용야 기초 연구니아i서 층킬야」ι 있는 정에서
자표공사의 가지도 묘r:}. ~ 논운 역시 이를 션갱 작영에 기대 E 있는 아가 크다
용고에서는 위의 응만자료릉 앙고호 하의 이들이 이흘 껑과중 창죠하여 반성
직으g 고창찌보고지 싼다 즉， 01용의 생강， 링당파 언어 잉 응악의 융특 과정응

주시강으오써 동요의 진송파 창작용 또래 검단안이 야닌 생~.지(주표 어” 니와
야어나 와 <>H웅의 갚져 속에서 상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앙 부녀요 혹은 용

요익 영앙j즈>，인 간주되었던 노애의 주계를 용석함으포써 용요J↑ 창작? 가장 전

승에는 경3 에 대해 당우하고자 ‘fπ} 온고예서 다등 풍요이 언위에 얘해서 τ 다
옹에 논의잉 풍요의 개념응 .~;:씨 운영해지리라 생각원다 한연으< 웅요의 개녕

에 얘애 는할수옥 용요 '1 영아나 여 '1 가지 시킥에서 해석깅 수 잉는지도 드러냥
것。l다 온고에서는 。동아 증상。1 되거내 아용의 }ι째) 아옹융예상으g 하는
노래( 아용응 외한 S 래 1 냐아가 아。l둥이 우즈는 노얘 를 오두 용요로 요고 는

의를 선앵하고자 영다 얘냐하여 오등 웅요에 대한 논의는 이 세 가지 냉주에 속
하기 때운이 4.

2

동요의개영파용유

'1

동요의 개닝

용요는 。F용이 ;싱이 의는 노얘이갇"- 인서 잉단 안제에 ~은 。H웅의 시U기척
특성에 예쩌 인링 필요가 있다 한국전흉사에의 아용기틀 1세부터 B세까지료 용

얘， 0 세부터 얀 얘1까지응 유아기 애부터 얀 "세까끼응 아농가효 보는 경양이

"힘인요얘전 μ (유희양1t. 1991-199 6. CD.
‘ 잉밍의 인요ι ‘?영얘야 안용어연우소 w ‘ c。
"엉웅의 인Eμ 영용운화헨 2005. CD.
i

강에진 I 안국 언쩌응외 ‘fl-ot꺼 운서 μ 서응얘아교 껴 AJ.l=-:;'-， 2004.

’ 강에?l r 연긋 진해용요외 응O1--:N애 연구ι ξ이대이교 익샤""，{t-. 2006.

m
있다’ 요을냥융아교.산흥냉에서는 안 3에우더 초등야교 춰야천까지의 어연이
를 ‘유아‘라 규갱하고 있다 노용은이 r션국영。}응악연구j 에서 잉히고 있는 영아
의 연영은 0애에서 안 1세까지이다 m 영아기흥 흑영 '1 따오 구웅δ} 는 예를 재외

하여 。 1 에서 안 6에까시를 어아가호 보고 그 아후추터 안 "λ 까지응 。F옹기호
보는 것이 영안적얀 듯하다 。%기에 우흐는 }노얘가 용요약연 전얘풍요는 에우
터 이히한 연령에 해양하는 이에득이 올컸던 노애를 뜻한다 온 논운의 혀지대호

이응을위한노애틀오두용요호~떤태어나서 안"세 강후까지 아이들에 등고

승겨 푸르는 f 래가 원대 율응 아"까지릉 동요싹 할 수 있는끼는 논의가 진앵
되연서 집차 응혀지혀야고 온다

동요강 명갱은 신라 진영왕 때의 〈서동요〉에 판한 '1 욕에 서응 오얀다 u 옛

운언에 cf타난 홍요는 。}이등의 i얘안 정에서 오놓냥리 웅요의 명칭응 간'1년
예우운 상요의 성격응 갖는 정에 '1 는 그 성격。1 다으다 동요냐 인요가 이얘를

에언5 뜯 기능윤 7txl 고

3 다~

생각한 것응 용양잉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ε 일

이 q 고얘언을의 용요에 완한 완정응 시얘에 따라 양갱하지 양았지안 인성이나
여 S외 용양응 딴영 하는 자요호 상았는가 하언 아에서 니~}가 천조(天써드 보이
는 애언척 기능응 가진 노래호도 ~았다l 즉? 노래 용에 정 시2억인 의이을 영고
잉는 용흥정을 명견안 수 있다
그허냐 앙R의 익이 3 쓰인 동J오는 실제

민요 의 의미와도 상홍하는 것으도서

영잉한 의이의 동요를 뜻한다고 요기 이정나 운언 ξ이 용요가 인상 이 당긴 인

종의 노얘호 해석안 수 있E 여X 가 ~으며 동요륭 우용 주i애를 "세 전후의 이
경아이 3 안 보기도 어영다 이러한 기록 !’익 동요가 오늘당과 강은 깨녕아라 영
지아도 그것응 재와한 더 양은 깅 우의 동요틀 주 시아져 않은 정에서 극히 경지척
인 판성의 선찍척인 기유이라 한 것이다
용요에 대한 명갱이나 개념은 근대사회에 정이들언서 명확션 규정야 영요헤지

8 유앙'!!. '한국 장용사회의 유아쿄1\-" 11인사 1900. 17-21]쏟
’ 1뼈 깅양서 응이 앵생뺑 생어서 ‘i국인의 상뼈 ’‘제 구훈@ 생얘 단져애 아
으연 유아기미.0 씨

。l용기"←.12.에 L 갱0.-n가 (\2-19셰 L 갱J.-t.가 (19-25씨L 생잉갱기α>~

써 성얀 1기 l"←(;(lAlj. 노년71(ID'에 이’)의 7안제호 구올하고 있" 윤ι r성인

이↑ι 웅앙삭잉충\9"':‘" 1989.
"'>0용응 f안;염이융"얻구j 응삭스추아 ' ' "
n
μ!’‘씨’β;1( iif.α여ι J>fI:lt:;.1;.강i뼈;<:.'" 츄
""ζ W:~때，ω .짜

" i'!.2.1.

노인싱이

Cε+-.:I'[i- 배경Rιll， ~ii

'{I-:<-*b 견， '이제 우앙조

'양요의 기농셔 윤영각 특성ι 깅4여악쿄 석λ~li':. 1990

~

한국 정얘옹요의 j 녕파 언주

"

기 시작했다 전얘동요는 예푸터 전얘오는 。}등의 노얘었으나 선통A회가 해체 의

연서 옹요가 상작의고 전승의는 환경야 g라시기 시삭혔다 에푸터 진얘오는 아
용의 iι애 외에도 서양식 쿄유이 도잉"연서 잉온식 강'1가 이삭이기 샤작한 것
이다 일ξ걱갱가는 잉온식 으효 연1엉깅 사양응악이거나 잉온훌악 양이응 띤 Sι얘

둥이다 선얘웅요01 자연 상때이”서 션승찌이 옹 성격야 강히다연 제 E견의 교욕

에서 비옷야는 iι래는 그 전여닝도가 얘을앤더러 강역한 양상용 띠고 전개했다
얘용 같에하여 잉어난 동요웅웅응 〈써종외 존재릉 드 '1내고 그 정체성융 잦。l'준
기 외한 것이었지얀 일용삭 서양응약의 확산깨 크깨 용조하기도 했다 " 이아 더
용어 소리의 져장과 쩌생아 가능하게 킹 유성기응안의 보급이 한융-fr Z}여 1‘ 전
얘용요의 압자는 크게 축소>1는 킹양융 보이는 션연 재호훈 양사의 용요가 한 견

해를 시지하기 시작안디
션애용요에 비해 서양읍악 영→1 의 동요는 지속져으호 강석익이 。l후 초1 교용
의 교재극으흐 꾸준히 자라즐 장。}갔냐 〈안동안 초등교용애서 전애용요의 존재릉

찾아보기 어히었딩 사기자 계쪽의기도 었다 3ι풍쿄파파정이 개갱의연서 전얘옹

요와 양토인요의 교고}서 수흑 "1을。1 개선되기 시작었으냐 그것응 효꾀걱으호 가
르지고 전단하는 양영。1 운에호 띠융값마 초등서용악교육에서 정에용요와 영토인

요의 선정파 수흑야융 그것의 ~육"영에 대안 는의는 지긍도 지속되고 있냐
한연 전에동요를현대에 셰숭아기 위한 사도도꾸운히 : 어았는데 19B7\'!우더

국킬국악앤에서 주칙히τ긍 창작국악동요깨”와 같은 앵사가

rJI ii'가아다 장각국

악용요제는 세포운 국악동요의 양용파 그것의 직극객 횡용이라는 정에서 야강지

한 앙양용 재시하고는 있으나 응악어영웅 운셔~여 보았응 얘 극악파 서양응악
의 정져 가 애애정 경우도 흔하다 "
。1 러한 중에 얘잉교쪼인 용양자예 의얘 우려가 전애용iι~ 앙고 잉던 장당수

의 노재가 엔국 고유의 노해가 아닌 영옹의 동요에서 에훗되었다능 연구가 있었

다“ 일용의 용요는 일제강정기 영양걱이고 지 "1 적인 워지에서 유잉되어 우아도

” 강해인 r인껴캉정 '1 웅Ml 훈중적 의 '1 얘 장프‘ 특깅 -" 'tt. ’한국용각시찍iμ "임

'M

한국응익시여씌
j
얘&꺼잉 에가 1937년 ，.부이 일애영 V 이Dr KJ-:자lOl-3(l]얘 여야 。'Pi''tl<>l t::J-， 이 용

‘

인용 아용등끽 혀5이 쇠훈 스영안으흑 .'γ끽잉는에

용장 응안이 '"η ，.，，~)인‘ "1 예

이 용야ξ S""~17。이으< 제작의었" 옹안 7 칙 i 정안얀 2장에 1앤 ~"。 잉" 힌5ξ정

싱 9일연구앤 띤 ’안국유갱기응안용욕록j 인츄에 1998. 54 5-54S!!i',
” 깅에갱 '~J-4'국악용요익 현양ι} 까져ι r한국용악연구， ~， 야，.‘악야~， 2006.

” 용강'7l-， '’?긴 갱서 예앗깅 상정j 도써~\'l: ~I영

•'i97;

'a!!l 어잉이，)

’으고 있는

TI
오르는 사이에 아지 ’l얘용요의 한가지인양 용 '1고 있는데도 그 소종얘에 대해

그용안 자각아지 g었연 것이다 〈여 우야 역우야〉나 손꺼시'"나 숭해장기에 용앙
선래옹R는 응계구조냐 언아의 진언성으료 얄미앙아 더욱 성꺼 진해동요로 오인
의였던 ξ 하}껴” 이익에 찌통상 외욱용요(혹옹 인 R)를 그얘료 가지다 7 싸얀 우
리당로 아꾸이 부으는 경 우도 홍Sμ4

전얘용요의 응악용 용셔한 연구를 보연 전애용요능 토려의 득성이 드러나시
&는 경 우카 않으이 ι도응 근간으죠 하는 단순한 션융커i'-i죠릉 특징.9-5'. 안다는

것이다 ” 나아가 저래용요 기운데 응고를 갖시 않응 새 이등인으호 부프는 소이
도 동 ")중융 차지하는 것으 g 나타나고 았다” 그에나 용요에 대야 얘-'1-운의 응
악적 연구가 응요의 정계나 영주가 R호한 상얘에서 진앵하였기 때운에 연구경
과틀 전얘동요의 것으호 그대" 양이응이기에는 아직 운영지 앉은 정이 ~옹 것
도 λ 녕이다 선래용요의 응악 특징이 웅운히 원꺼에쳐야 양식}의 지영도 잉어징 수

있는 정에서 옹요 영구악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 현재 ~!국어1시 용러는 용요야 기염파 갈얘애 대 S 써 영자는 〈표 þ과 강

(ll 1) 동요의 재녕과 같4
:쥬잉

‘당쩌

"영

건래동요.

예래(￥부더녀요
구전
익의부어i 옹 아1웅의 노

'1'동요
와궁농요

왜색동요호서 이비 "확하웹 노

얘
뱅안용요
션 1찌농요의

창작용요

작원
있옹

상얘개념

동요로 얀는

새-". 창

아가 ‘，로

놓。l 잭 듀갱

인 ι 응제

얘
다려쩨'1， 자장
가.깡깡솔때

여우야 어우.，‘
아챔바람

져국곡

니”에‘F。FN(등으에영쇠

양악어법 영분삭에영

용쟁이총‘ 반탐.

국ξ썩법(국악창작동')

회，려노래 a

"의 와싹얘우대전얘중에ι ’인즉용악의 이져j ‘

잉4옹석연구j셔 ' " '

” 흥양i냥 나。f가 에악용요는 우이이의 λ 정‘ 야꾸기냐 이응 신용을 <긍썩 i얘 우，
식으효 연형시쩌 란 것응 에안 ι고 있아 홍<;/'4. '신얘동요증 킹4‘ì"

우이.육

M

"←，m용
” 강예‘(~어l 깅해인 α~↓ 이딩에 노*，~-{r연국영아웅익연구j 융익웅추‘t， 19&4)의 연
구까 낀순쩌 에 (19:이의 연구오 아예서 크에 엇어냐샤 .는아

” 강에인，"‘)
∞ 힌얘 초용요 4에λ↑ 교육걱 으오 용용이 고 있는 노얘음 ’“엠

싼국 전얘용요의 개닝피 밍주

"

이 션애용요와 외얘옹요_， 9.1주응요아 양각용요로 갱히해 보았다 a

"

전해용요의 용류

전애용요τ 앙씩이 인요연구2녕애 의해 운휴가 시도피기 시작하었는에 인 R

익 작허호 훈유7↑ 이루어시는 예가 않았r:t. 쳐 응의 인 R징용 앤 ‘ '1 잉는 엉역지
은 용요응 언긍하고능 았으나 응요이 예선 용유는 아지 g양양다 P 고정욕온 용요

를 따긍 성정하지 않았는씨 풍요도 간주되는 노애에 대애 인요의 세우양욕 속에
서 산안껴으호 션멍하」 았냐n

징예동요의 운‘r을 처응 시도한 이는 김소운이다 깅소&응 용요틀

;'8.*. 12l .~m，ι @~~'ã~ηl;l;，@앤.，η용 @ :>,: ffl. ~，ì\

CD 7<:11
@/J'!Mi 'WJ!i ilt l1l.';\t

‘dι)~ε;，@f!t엄 @)$:ι:κ <W T이 '"익 영 가지 g 나누었는대 주욕양 안한 것은
지장기1子송q껴흥 포안하고 있는 정이나@ 낌소운의 용윤τ 천애와 식용 응응
등의 소재 '1 웅자아 해야 웅의 표언'1 업 또한 윤회와 김응 기응 ”인 요스가 중

옥 흔재깐 운윤영으료 자표의 '1 증에 ~. 영의상 니"' 것으오 영당딩다 깅소
운의 。1 ，)안 용요 운 유잉응 이후 양옥안 조금썩 당}라겼옥 뿐 은용척인 방엉 은 유

사하게 당숭되었다 잉't--n 2ó파 악우진 ，" 신경링 w 퉁의 운유노 。l애써 크게 벗

, ，찍여 1쩍기 f증세운 끼).， 수득"l‘ 9 강에 응요의 강깨: 깨사.요증 썽딴 경우도 있으나 영자익 건얘호는 객얘옹요
의 성을꺼 안성에샤 iι언 잉응 노에시 깨샤의 앙식 g 이우야지는 것이기 예 t에

강 영웅

깨λ}

1 노깨등 안πr 앙식이자 웅요의 현생각 특잉ε'-~ ~ι이아 안디는 잉장애다

a

엉잉징

i

고정유용

r조신용요김」

정운사 ' " ’

냥요"ι찌 ffi' 응"m 타，，"， Ql양안、dll ，@5Õ억 71， @써"개ι*'*;씨

@극대1ι @인안신앙기}， @앙7)-， @)경씨 71， QlÞ갱영-，8.，@갱시2，@션성 R@ 이펴 R@
*끽s，@정기{Jilil!l1.1" 용냥용이운딩세'}， 二 루1ι 써ii)o Q) λ 장상이 i 에 @각엉.R.@-，，
‘’얘연가 00 역안아 @영니 71. íll 잊i애，~중셔s"

('Il;$i 의 "옹-.ROI- '*영 동에 서 ξ f

구하야었다 이 가운서 농요는 낭요

잉으에 루요~1Im)의 요，) 꺼연샤에 가장，}등 .'Hj-.시키

고 았\:j-， :il.'ll~-， ，~‘신잉 R연구j 수션 λ!-，

1949

5 경소유 "선용션" )1<Ji\ 을""'"ε 1933, J7.깅 1 "1'

‘ m 웅응.， .서응 S@ 연ιι @역우아 자강ι @갱서 S ，@자연2，@용~.R.
어이.ll，@tl:.‘ @유에""기타 잉용굉 t앙쥬인요겁j 용 i운찌샤 1961
"m 시연의 노.，@이”노해 춘에노끼[，<;'J)나우노꺼 @%노애 (，'il'-Hi:j.해
@새노!ι @'iò'}얘

@상승i에 @어닝얘 @자앙노얘，@사강노예

*피노얘 @，，~혀주'7 1. '-'1두'i!， '~l;:--시얘농요옥용 j

'"

(IJJ!-!ι 형제 용우의 노히I，@해아 g

'1 의 ‘얘 @영에노깅1 ， @잉노.，@나우 응

@

@'}7노얘

@71'즉얘 @

응유운얘사 '"ι

갱와 이양의 노'1 ， @써노t“9 ’J승 '1 융고
3ti까 "웅의 노이ι @능야、~.a， @)"이격} 아

상의 노얘 @지경i씨와 얘기 양얘<C， !.o<!l. 션깅~， ’정국션a 용요깅， , ι 양자꾀비 영샤

μ

어냐시 옷겠다 아러한 운휴영응 용휴의 기순이 얘얘 b↑다논 상에서 재고의 여지
가 있으나 그 자계호 응요의 생각음 드러내주는 것으호 이해해 용 수도 었다

깅순셰 퉁은 아와는 조긍 q흔 시 '1에 시 보았는애 가장주애를 고려하여 @아
용이 아련이응 와얘 부E는 노래와 "어링이들의 노얘 두 가지 g 보았다 연해
운 역시 ι。l아를。1 부르는 노얘’와 j듣는 노얘’호 구용"고 있는애 아이 ε이 ‘부
르는 노래 능 <!J늘이하며

"눌려며 @바라여 @흉내 내며

@익혀여 부료는

노래표 나누었고 응는 노얘 는 m 야이 。'lg는 노얘약 "01이 쩌우는 노얘 g 다

추고 잉아" 그러냐 아이등。1 부프는 (j)-@의 노해는 오두 δ아요료 간수하I
았어 기능적으호t 하나a 보고 있q
가장주체증 구앙"여 옹요의 냉주을 "'d1l하고 있는 경우카 경기현과 t엔국인
요대전j의 응휴영어μ} 강경왼다 김기연은 생인걱 내 용야기니} 생인이 부흔 노해

를 개야한 。}이등의 세깨를 당은 노래호 @가장이 공간→@가앙의 대상→@
노래의 주에 '1 강이 잉외에시 하와단계표 이표는 준거에 의해 노래을 씨문하고
있다"' 이에 얘" 자연공(t요와 "회옹간& 경서옹간요호 상대연하고 각각의 하
위에 노예의 대상파 주쩌호 세용하였다 그러나

가장의 공간 아리f 씨녕도 요

호하고 문류의 항옥과 동요의 실제가 푸강의는지의 여우도 알기 이혀운 점이 있
다

(수)운피{잉용의 한국낀요대션에 시앵한〈인요푼유표〉응 보연 용요릉(j)입안놀
이，"또래놓아，@곤용을。I，(j)놀g 기

OJ 헤아g 기

@양을。LØ 기타의 잉공

가지흐 정려하고 있는 011，31 정당유이요야 자장가류는 인요인애 수~하고 있다"
아에 양서 인요 정에틀 기능척으호 세운하고 있는 악갱수는 용요을 ~호 구운하
지는 않고 유펴 s의 하외항옥"'예 넣었고 푸녀 X 녕의 아이 어르는 소리는 가샤노

웅요흑간주하고잊다
아상의 용요 훈용영응 요너라도 동요J의 영수가 영획하게 4갱명의는 경우는 거

의 X끼 어정다 가창 주애로 보아 자싱가유와 강이 운t..j;샤을。"르는 :>0<11안응

，~，

3

연얘 e， '옛 씨응익 ，얘와 풍이 잉기j 익이4ι

3。 경기t1. '신송용요의 간예 f톨h f인운까 0， ‘

”

최상잉

-

킹를애 인운아약연 f소

•

m

I한국인 s외 운유에 강한써씨m ι 씨갱ι q.ej의 스아ξ 잊1<+서 MφJμ ‘vι

urisori ， ~ι씨

'" 'mbc t! ‘”j요C 성
, εS 응씨요 "H-에

정상용도연，[에껴집)， [주”즉화잉%. 1995, 705:;;
깅기

조영

옹에 중‘ 언이*정가 -'g-jl:이 에앙한q

E역의 일댄얘 기협 까휴，→이 ;;{;!-~J 에"권 핵협회

,-

악갱스 !인 R

한국 신애용A의 써념과 냉주

"

응고 용 0얘 경소운''"잉) 잉웅켠 (1952) 박두진 (1%1)， 선정띤 (1981) 웅응 용요
속에 포후션아고 있는데 어애 갱기현 (1988)파 r안국인요얘천， (199야의 인요문유표
이는 가장 '1"애가 성인인 경우 용요에서 재외한다고 하였다 이와 당리 고칭‘
(194'세아 "'~'경"1'(1986) 의 인요용유애는 융요으，1 ~채응 드어내고는 았으냐 얘~
앙욕용 /셔칭하시 않요 일'i'}'용휴에 포항시기고 있마 대성에 대한 용유τ 예상의

영주가 찍질한 상태이~Ål oPi'-어져야 하는데 옹.A의 용유는 냉주 지켜U가 요호하
다는 인상응 얻게 연q 연구지아다 가갱 주세에 대션 의견도 다음암뎌껴 노해의
내용에 대야 연단‘ 잉정시 않다

(주)운화앙송의 r한국인요예천j 경상유도언의 용요 션정도 써갱원 수~.온 악
곡중。 셔 잊빛연구A을이 션정션작영의 경과이다 선정휘연가운에 한 λ}양안
깅찌규는 마응과 간응 을응 냥끼고 있다

한얘 상응 숱수 농요는 극히 애용

이는동 서음

*0] !;ι얀다 그건냐 승수한 R 회 R-"_ J;è

ε종유%애완.스"응 Q 대추흘아이등도농jι:거증강수

있는 소려듣'" 생각"，서빙정 용자 수V'
깅쩌규는 실제 아。1둥이 윤컸언 노혜인융 순수 등요토 오고 잉t 듯한이 아이

ε아 '"1-료기 자딩δ야↑고 생각안 노래 역시 같은 항옥에 포항시키고 았용응 양 수
있q 경국 민요대진사잉으흐 얘깅윈 경용의 노래 가운대 j。 이든이 부을 수 았
는 노래 는

아이등이 융였던 노래 와 구영 없이 션고 갔는 것이 q

r3ε션인요연구j 를 여낸 고정욕은 안순씬 형태의 사용드 성재 등요랴고 단징하
지 앙는다

얘여 야§다웅융 ‘잉t선 노얘 F내요Q 지 도 요은이"

용요의 염주는 애초에 구영하기 어려운 것인". 징작되어 옹 싸t 앙요의 냉

f

는 "요하시 양은 것이었는예 웅요애 대한 판성이 늪까지고 연구의 영요생이 거
강에 따라 옹요의 냉주 션정파 운유를 서도안 것으호 이해진나 그전 가운대 전

얘응요익 인튿고 노래하는 주에응 악연히 아동으호 생 4꺼하는 입장에 우언의 찍f

” 깅쩍규

f경상용도 얀요의 유파샤.각 가능J ， 'mbc한앙인요얘꺼

(주)응;I:}".l-%， 199ι 깅옥
δ 고생"에 ， ~ξ

경상용도언.(얘생잉L

%
의을 애용 경향이 있다 가장 주계 g 보이서 푸L↑X딩의 노해잉。1 쩍심한 자강가

유나 이아 어르는 소띠를 통요에서 제의상는 경우에도 그 정계가 요호한 예틀이

깐견딩아 동요는 가장 주재얀으료 따지기 어려 우며 노얘의 종류나 내용으흐 간
단히 이해하기도 염지 않아 보인다

용jι의 갱주들 。1해하기 위해서는 우잇보다 ε-'"각 성걷응 드러내는 잊아 영

요하마 그허기 와해서는 용요을 안5고 부릉 주에나 애후에 이얘 고강항 영요 가
잉다

s

천해동요의 강각파 전송 주세

현재 옹iιg 문윤딩 곡등 응 ιι연 아이 등의

:'.:<lI 01지아

야이 들이 안을고 아。1

등이 용끽왔다고 보" 어려운 노얘등。1 앙다 S즈야킹 이응등이 아양의 양유이 나
교육응 위해 익도지 ιg 만F틀야 융러응 노래 ε。1 용k를 존재하자 하는 원잔이

아닌가 야나 용요의 양작'. 천f 주찌에 예한 이셔한 장문온 ι。}용 운여 파 아

동의 뭉칫기 1용 두고 잉아 온 눈의에 대에하여 시사정응 영응 수 있마 잉응 이응
이 아용。1 쓰는 글파 아중운ν'1응 혼동하고 았는 것파 강온 이치。1다

。}용응악'. 이오턱온 문악파 을갯기가 언어 푼지을 U께제， 한 인간 정서와 사

상의 구체적인 요헌이 E-5'. 어용들이 쓰는 을파 어린。1 드의 을응 용양시-;;-~드 것
에 딴대한다 그링과 같은 추상직인 영역과 달리 아용응이 쓰는 긍은 자연캉생써
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융과 응악응 디념」지얀 용요도 응악파 얻어의 견

~혜라는 정에서 블 에 이러진 시각은 유표하며아고 온대 영자 역시 。}이응아
안은 웅-RS} 어응을의 손견.;;'" 얀널이진 용요는 니념디는 잉장。'"' 그이한 동요
를 안을어 부흔 주에와 의도성에 대해 생각얘 보개 원 cf

옹고에서는 선래용요용 어흔응이 강각과 전숭응 주도하는 노래약 순수하제 아
이틀의 것으도 보이는 노예들R 나누어]커’ 다 구진중요는 오생 애월올 지대응

것이" 얘푼에 얀든 이를 '.려대기 이려워 보이지얀 i 얘융 얀든 의도아 쓰엽씨
가 증g하다고 용다 노얘의 응악 구조와 언이 요현 노얘가 가진 확씌썽이 뚜릿
영 얘 이은들의 창작이거나 배후에 어른。1 갔는 깃으호 보았다
어흔응。1 안든 노얘호는 자장가류릉 포양왜서 아응을이 아이쓸 카우연서 。]이

i

아오약 「응시앙 ‘↑잇언7]-"

'.시갱신파 유회갱신'"어 ~온

한 1 친얘용왜 깨녕파 잉주

"

5의 엉장에서 얀든 것으로 보이능 노래까지 강온 것2-5'. 보양다 서훌고 이숙한

표현드E 아이들의 f써오 보이는 노애는 0;에를의 è길로 안ε 어진 것으호 보

았나 이와 같이 용요융 안응고 전승하τ 주재흔 성인파 아용으로 냐누이응으5'.
써 션해 5 요의 재녕 -"1 영주릉 드러내 보고자 정4

') 정인 주"
성인이 얀εI 성인이 주도'ðh는 노얘는 오능널의 갱'4용요'1 그 의이아 기응
이 다~지 않아 어린이익 인지 안얀응 꾀하허는

R 셔。1

\t'영한 노애야기나 흥우

한 언어나 이야기구조 퉁으호 보아 생인의 의도삭 ~l 장삭 으 지가 개입되어 있는

노래가 여기에 속한다 。l 와 길이 션해용요의 일부릉 아릉이 얀을아 전승하고 잉
는 것이아 항 얘 어은의 영장이 션~c.있는가 혹은 이란이의 잉장으5' 부응 것인가
에 따라 다용과 강이 두 가시호 나능 수 잊응 지으호 보얀다

U)

성인의 입"

얘어나서 안

6 까지응 융아g 응 때‘ 1세 안아인 영아기에는 노해흥 5는 앵

우ν} 주로 잉어난다 영아에게 갱각은 그 중요성& 새삼 강소안 영요가 없응 갱

도호 오갑 증 가장 완전하깨 앙냥해 았는 7J471 잔 응익 하나이다 갱각응 태아단
찌에 서도 일쩍 앙당하는 기안으주서 듣는 앵씨는 엉이에게 은 이중응 :'<};재힌다
써용 세상에 나온 아기득은 강각과 지각윷 영해 정까 주인의 샤O 응 습득하기

시각한4 아기등이 등능 응악은 '1싱이 생존엉 문회권의 갱원양이에 직응할수
있도흑 응악9화응 학습시 '1 고 사회화시키 l 또 。}가 E 하여긍 그 푼직낸의 오
든 것에 선익강응 형성하오륙 하는 역한응 t나"

션통저으표 짖야기능융 외한 을이는 마양하게 이루아져 왔다 주.ii'， 신찌까 기
능의 앙당응 위한 중작용 현 프료그갱。1 그것인데， 요애 누녁l 생항;;l-t' 잦아가애
제 간안한 옥운웅융 시키기 와안 〈도 ~I';::.려〉 눈파 손의 협웅응 동얘 인지힐냥을
촉진사키는 〈짝껴궁? 아찍"응 양 수 았깨 와연 시키는 〈용지곤지〉와 〈갱갱〉 응
。1 그깃아다 <~:지 e지〉와 〈갱쟁〉 은 승가야의 소근용‘g 응을 연l당시키는 훈연으
R싸 ’~\!" 얀을기나 그러기

쥐기 동의 용각의 기초가 되는 "，"1 이나 아뷔에도

。}。 가 영어나 앉기 시객「하면서 이든의 손아악 외에서 서게 사카는 〈고예.:i!.'-II>

와 〈따호'45'>. 냐아가 cρ「이의 겨드항이에 손음 녕어 양시고 앙뒤， 좌후도 혼듣
연서 〈용우용우2와 겪은 노에을 우으기오 영C↓ 〈응개둥개〉 역시 아이릉 안거나

”

노용{;o 싸 깅쏟

~

영고 루프기도 아고 〈융우융우〉약 강셔 야이응 서께 한 새로 겨드당이용 얻지고

혼을며 부응수 았다.
갓 얘어난 아가는 "사강 아상 장융 자기 얘운에 저응애E 긍이 아이재우는
소리용 하지 않는다 정자 장후갱이 나타나기 시작하연 어으고 토~여 주어야 잠

이 드는대 。1 얘 .요한 」ι애가 아어나나 양머니가 중려주는 자장 }이다

〈악보 þ

자장자장

<!""'_21

@‘
'"'ιn{
애호@인’‘

자상가숫드 어응이 。 이 릉 양쩌 우은 것으로서 경우애 따라 부 cj 요호 우운하기

하는 노해이다 우1 익 〈악보 1>"1 ι냉'1는

i

e. a. b. <f. e'

용이 증현하-uj ， e- a

의 "ζ흥 중싱으표 e.'의 퇴성이 나타나고 있어 낭도인요의 기온 응악이영응 샤
용한마 아융러 잊안석 인 성안의 인요에서 보이는 떠는 융이나 꺾는 응이 강하게

쓰。1지 않고 영이한 창냉융 샤용정다 션을은 단순하고 인욕척이'l m 이와 강이
자강'1는 성인이 부르는 노얘이지얀 여타 성인의 안요와 달리 극히 정에원 영때
호 기용 응악이영에안 웅살"Õ"，~ 는 정이 특갱이아

~I장가륜'1 이옹에 호소히R는

노래이나안릎 아용이 。1해양 수 있는 연순깐 션윤호 의오적으로 g씨 운흐기 예

i

"

유센 f정재 N퉁육깅 생 j

서올애생충안추

1986,

21 3-:썽

，한 영아응악연구J에 슈 g 씬 수잉응 지냉가의 예증 보이도 ‘도 잉셰이

2%(.-.)

구조

이 악"l-~} 4오’연3오(e-a.c' )O]7] 나 4~.2.!q<，-a-b 의 3응 ?ξ 냐 }샤 4도깅오아 4오"도가
중경쟁 ι 입eι.b-<') 구호의 안 E 야 양늬응 요。]고

\',\,}

노옹은 (1984).

한국 전얘응 k의 깨녕약 영주

"

윤으흑이애한수았다
앙연~ 자당기는 여성인 아어나와 항어냐 퉁이 우흐가 얘운에 추녀요 특유

의 응악 득갱이 드이나기도 장냐 2이얘용요에 관한 연구 대상에 부l꺼요릉 재야한
다고 하연서도 응얀응에 우녀요Jf 선〈애인 71 5'. 하는데， 선혜등요의 일안2억 응악특

징에서 벗어 }는 경우가 아오 이을 여생민요등이디

@

부녀요애 용히 쓰이는 히등!’ 악지챙대률 보이는 i 애 가운대 엉념L지역의 자

장'f를 대g척으료 앙융 수 있다 엉냥지앵의 푸찌요에 다양한 약자영태가 "찍

냥옹 강 알혀진 사상효서 이러한 박자영얘릉 지장가에서도 용 수 있다 〈악보 "
는 3악자 깨응으딩 3학，，~ 3약이 합하여 X끼응응악의 6~]- 장단을 정성바고 있는

5 얘이에〈악호 "는 양단 단휘 호 마디릉 나눈 것이 4). <새는애는〉온 우려 건은
아이든은 잉아 용에 강윷 자고1 야 감응 샤갱이 있어 아이능악 잉장으호 용 수 잉
으나 용피는 이응흐E부너 나온 노래아나" 이약 갑은 6익}의 자걱

연 자강기의

보인척 상단영응 。싸다 안잉 아야 ε이 이러한 노얘를 증었다언 그것응 어흔이
부르: 자장가릉 애와 부릉 경우이 cf 파거 선홍A찌이〕서 어렌아。l응 을보는 잉
은 이어나나 @↑머니 외에도 손외 형재등아 있어 야인 용생응 온보거니↑ 싱싱용이

로 이언 」 에응 아아 하기도 했언 것이다 cι응의 연차걱얀 쿄유。1 오앙에 서 시

〈악1~

2>
새는새는

J: <16

이찌깅

연

세

4

서

c

I!

~

..

에

•

，지

1

써 잉푸 시장가유의 소.m 용요에 g앙약어 이것웅 한，. 경"I-7f 농요이안흔에 얀영잉
킹，.을 용 수 앙} 강에Z)(20여) 강g 언 ('α씨

”

얘는 씨는 잊게 자꾀 해는 쥐는 궁에 까고/ 소ε 스는 아구에 샤퍼 내 셰끼 ε .이용

에 사’."안갱 19 B6. 255\';'). ol~l 강응 노찌.， 왼 샤갇。1 것이다

~

직，.냐.;il 보연 세상에 대에냐 처6 으i응 깅-.;-};드 자장7 야알호 앙으호 사용에}게

딩 응익언어의 가츠가 딩다고 응 수 있cl

t녕-S!l 씌보 3>의 노해는 새는 세는 이 2억의 익등옳 갖고 난게 자고 가 3
약iζ< 외어 있어 5악자 장단의 곡。1니， <악lι 0>와 비교양 때 ‘새는 새는J익 3바

대선 2약。1 자여하고 있는 생이아 。1 야한 콕은 아이들이 스스료 안좋야 부으는

노래_". 1t기 아영다 어릉등이 순수한 。}이등의 잉갱 이 되어 부S 소리 g 보기에
도어든등의 8 악이영아 더우냐뚜헛칙}다 。l 땀에도 강~<새는새는〉유엇모려갱

단과 같응 약자구조인 10/0 악끼 즉 '(2+3+2+3)18'긍 푸걷_-ë '>래 E 았다깅 영냥

지역에서 않아 보이은 〈새는 ß t:>에 아같이 우녀요 빚 대양가사여，~이는 다양
한 악자우조가 나타나는 것에서 이 노해와 부디요의 판연성응 엿보제 원다

〈악보"

새는새는

:←궁

끼←〉냐

g

영냥지역 자장가에 보이는 이아 강은 약지형얘는 〈악보 '"와 강은 서사A애
용이 나타난다 〈악"'"는 〈악보 '"파 크게 다즈지 앙응예 "여바지τ 공 ,;•

까 깅마 공 소1!11용익]의 형태안 다흩 얻으로 〈악"'"의 이읍은
로셔 1 약이 2소익”훈악1 딴， 0'고 〈악보..，는

J. J./ J. J. !. 와길이

J

J/ JJJ

3소약h운악l 딴

이 g 외어 있다

α r한국킨요<lIo:!， 깅깅-CDl 2_1_3， (주)용j까엉용(1995) 져요는 강에선Q∞ι ，re쪽파 강예
인 ρ006)， 2.“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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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낭의 부디 요에 3ι。 는 이와 강응 익사형태늠 자생가뚱얀 아니아 。}등의 시

션윤 당은 마흔 노에。 서 도 십재 용 수 있다 잉i보 "의 <"1 야"lQþ는 강원E에
서 얘늑딩 노얘이다I ，바야야이，는 시정 내용으오 보아서 도 성얀의 노래료 안을

어진 것으」은 보인다 < 각보 "의 〈아양새〉도 동요로 간수야는 노얘이지앙 우녀
Ã\-l등의 용악걱 어협이 가 ~lS 어 있다 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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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5 에〉나 〈파캉새>"'-래에는 。1 약 간이 우디요의 영혜를 연 노얘응。1 않다

。l 런 노해는 g익하고 단순한 행대응 띠고 이동의 세계에 깅투하여 푸흔 갱우가
용써서 가장 주제，，~서 동요와 부디요응 가E기

이혀응 정이 있다 새에 견주어

여성익 신새용 선딴하는 사션아 당겨 았고 인생삭이의 ~단장욕 토로하기도 하

여 성인이 아이응응 ~얘 부프연사도 X써읍의 노얘료 부릉 수 있는 것을이다잉
용시에 "와 쥐 중 소얘의 인근항 4 이유의 척정갱이 '&-<잉익 새계에도 맞양아 있
야 옹요호 윤여도 우이가 었다

이상과 경은 노애는 아동응 엄두에 투기나 아용의 성성유 당아 부흔 ~애。1지
안 언어 구사냐 옹약어영。 서 〈쉬f의 것으로안 올 수 없는 요~을아 잉4는 깃이
다 융흔 아。]{}도 이런 노래증 부즐 수 았지안 그 가장과 앙식수새 t 성안 여성
으호 응 수 있다 우내X녕이 주g 부흐]

얀을기도 했인 것이다 따약서 응악이

나 사설 연에서 시깅상이노해야 작은 부녀요아 공원}는 특갱이 보인다
어른이 부프는 노얘다고 얘셔 옥용한 형태는 아니아 구전，，'!요의 특성이 연순

하고 안혹”이어서 아동이 배우연 마아 푸흥 수 있다 이야한 노얘흠 우으는 아
응은 대우

i

어야냐나 @이니와 같은 공간에 셔 항옹i;]-;는 여아ε이었다“ 여。1→응

응 나이응 익어가연시 장가 여성으료서의 생한용 하는 데 겪아야 영 얘흰 동융
노래를 응해 얘원고 경흔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이허영 노해륭 용이증으표써
양，.의 고단항융 잊고 이전 셰대에서 。1이안은 징서져얀 유대릉 지속시킬 수 있
있다

'"

아용의 임강

어S이 어견이의 잉장。 1 되어 안듀어 <.릉 노래야허호 용요의 핵싱으로 jι아
도 우려가 없응 것이냐 전래용요는 응악적으효도 단순하지안 천깨 기상이나 용
을 씨 용고기

공중 응 아동 6 내 친근한 소재가 등장한 4. 이이영 노에는 아웅의

양육자g서 이은이 아등의 정장 안얀에 영요션 언어와 동작， 경서안단 등응 꾀하
허는 복져으표 딩，}'등어 윷려주는 것으호 용 수 있다 。1 언 노얘등은 대부훈 언어

표현이 뛰어나어 션융이나 약자 동의 응악식 즉연보다능 언어 2서냥에 지증하는

공용정이 있다

‘

πιr깅응"=' 강에진"'"‘). 113쪽 악예 m" 강인， ~ι℃끼 징에앤 (2004)， 7.‘쪽 악i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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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국 신얘용요의 개년와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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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1.'. 7>파 강옹 〈갱노해〉는 "1 우 장영위야제 어 져 있능대 대푸운 뛰에

우언

녁고샤냐 하는샤영응용여 추프기 E 한다 이와감은노얘는주호쭈오가아이

등에게 올려주늠 것인대 성재 아언 노얘듣 흘러주다 ••연 이에서 그까지 앓고 되
는(대료 사설융 안녕이 노애를 강게 안듣게 킹냐

〈워「보 "'익 〈옛날 잊날〉온 엣냥이야기를 간성성 선을에 얹어 추흔 것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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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파 같。1 각송 용화쩌이나 유아쿄깨가 었던 시정 이헤득이 ，"c잉아제 듣고 에

응 수 i 었언 것응 어애니나 항아니까 등여주는 동요나 옛냥아야기였다 옛이야

기를 통얘 아용응 갱서당딩은 응혼 동을파 천에 기상 식용 동 지땐얀옹에 대한
얀식과 이애응 녕혀강 수 있었다

진애옹요 가옹에 특히 영어F역에 관연원 노얘는 언이 학융에 중요영 역양용

"ÕH:õ-

것으" 보인다 〈악)커 9>와 같은 〈일어리 잇기〉는 아이 ε아 애가 。F을 ”얘

얘릉 운질이가여 융었다31..'，，_ 하는예 아은 얘 를 시 삭2-.5'. 앞에 알원 얄에 q시
수삭어들 을야는 강삭으호 당유 얀 fl 어 냐간아 아러한 노얘는 유어감각응개잉
하는 강연 일[{:.연응‘ 도 도옹야 의아 아용의 정서 잊 지적 당응에 융。1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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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응의 언어와 야연혁。 개양"'R는 역안?， B~는 노애는 안1띠t.j-';f어야 잇
기 외에도〈니우i 얘"， 강이 나우이응응 인상히며 외어나가는 노애에셔도 잉。l

나아닌다 이인 노재는 아린이등끼려 옥자지으표 놓여 푸르τ 、ι래。， "보다는 집
얀의 연’g자등파 양께 양윤 애우고 용현'"즈 과정에서 안용응 쿄칭하고 안이용
짜예하늠 복적드료 을려졌다고 보늠 것이 자언스정다 즉， 언어 쿄유2억인 의미가

큰노얘효응 수았다

한국 전얘@요의 깨녕싸 영주

이찌 tκ늦가 더용어 저녁시간에

~

1I"A~ 에 ε기 전에 많이 g었힌 노래가

"1•

〈영 에는 쇼히〉이다 특이 아이능이 수 게녕융 영성양 우링에 장께 구프는 노혜

가 이언 노얘이다 이러한 소띠 역시 아이등안의 강간에서 껴ι-"'.71보다 힐이 니나
어이나익 경에서 숫자를 예아리며 우츠제 원다 〈악보 W>의 노얘는 1 부터 w까

지 수흔 새는 노해。1엔서 인파 냐를 언g아 헤아영으오써 영응교갱파 겹중경응
기프는효파도크다

〈악보 HÞ

연헤기

‘ I
’ !
J

’

~hh~I

， 1

,

히니얘‘나

I

Uh~1

C

이시씨이서

lh~hhl

hhhhl

,

1 Uhhl
인

여잉애이잉

이"이&

i

서이에

~h ， l

1 hhhhl

,

띤

,

서이

잉고애양고

ιL나꾀
"이

이셔이

1 hhhhl

,
!

이 g 에여 g

， llhL"

“

1

i

l hhl

,

.이얘응이

?a戀.，

~

':l

... ':l

다응~ 신체의 양"리릉 사용선 놓。1콩 위한 노해도 있다 진국척으호 가장
강영응}하게 놓응 인도수로 얘싱익는 노에가 〈다랴 세끼〉이 q ，악보 n>의 ,

q

" 애기〉는 〈악보 HÞ파 감이 선융 없이 껴등oι으" 우즈는 경 ?도 않고 부프는
사앙아다샤션오 j 각각。1시안 션융2억으호연순하」ι 안혹격인 성에서 〈악보

n.

융 크게 영 어 나지 않는다 〈다라 서끼〉는 단순하지안 규식용 객용하며 푸흐는 노

얘 g서 아동의 지저양딪에도 상당씬 도옹이 딩다
〈디벼 세"，는 아아특끼야 -;-;- 수도 있고 산에척인 b이틀 중섞으로 이우어지
기 얘운얘 순수한 。}이을얀의 노래효 ~ 수 있다 그러나 주료 설내에서 이우약

자는 정과 노소를 가혀지 앉고 놓이에 창여앙 구 있는 정에서 성인의 역양응 간
과할 수 없 ct. <다리 세기〉의 끼L영응 교각과 와진이 싱애 의미를 잊 수 없는 정

우가않으여 여허 종류의 샤씬。1 존재하는정융 보언 언이 "회의 가능도정었덩
것으호 lι인나 언어유회요는 성인의 역한이 중싱적인 노얘아 >1도 야다 〈다야
세기〉는 특히 운양이 격은 겨응전 양이 앵얘졌년 능이 료서， 다"를 두드허웅으g

써 신세양당유 원용하끼 하는 효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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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의 노래는 저등'1희에서 아용의 성장Aiit올을 "한 욕쩌에서 이이의 양
육융 당영하고 잉는이어니， 영어니가중상아 되어 응"수고 따라 당았던 i 얘을

호서 아 노래의 중성에는 성인아 슨재하고 있응(웅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노해f1-~ 언어 학습과 응악에 띠영 기온척인 리등깅f 수 에게에 대한 이해 나아
가 사회 갱연의 장서약 사에성 향상응 영듀‘” 두고 부으는 깃이나 오늘날의

융

호응 교과과정의 핵성 대용이 아호 아언 노에애 안겨 있다고 을 수 있대 언

어， 수히， 에유， 응악 퉁 。F용의 앙달안제에 명 요한 대용올 아풍파 가장 일칙1>1<녁
양유하t 생인에 의쩌 강잉없이 야욕되고 ~승되있던 깃옥 갱각깐 수 있다

') 아용 주도
이상의 노에약 유‘사하키나 또는 얘우 당순한 형태의 노래응료 비교적 O 냉증

싱느 E 용라는 노에득도 성당수 선승되고 있냐 용요 가운떼에는 언어 요한。l 얘

우 닝순하고 이숙히며 당파 노래의 구푼이 영"지 않응 정우가

"q

이 노얘등

은 <，추운 응악식인 의이는 3지 않으여 。}이등의 또얘농 애흠 통해 즘피고 어른
의 보상딩응 이나 5영각인 갱대호 。1 쿠어친다는 응응성이 었다 이러한 노얘가

어릉의 슨강f 거씨지 않응 아용 스스g 안든 노얘가 야닌가 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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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그 정혜옹 R의 재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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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요

H>
장자라용자라(갱낭)

J~ …
앙가이@지깅

니 F 응 q"e 이 ι

니잉혀기으니’‘는디

〈악 1ι ，，~악보 H>의 노래는 은증을 가지고 농리껴 하는 ~혀아다 경 주외

에서 쉽게 보이는 상자려， 풍앵이

앙아깨이 등음 Y.고 암꺼나 ;ι 리며 우료제 의

는데 ~응 이언 노얘는 악<'1 강야 당순하고 일정안 영얘을 갖기 이영 4.~-t
몇 "1디를 외종아 야는 서이다 노얘 lι니버 을 C 가 중요하며 놀이와 노얘가 안드
시 잉치하시 않는다 쥬 노는 과갱에서 흥앵。1을 보거 '1 앙"1깨에응 보연셔 잊
언썩 우르는 직이 C↓ 。}이 S의 호기 싱응 깐 가지 노래흥 시속S 에 우릉 수 없 P

얀츰 언용이 성하다 따라서 이허션 노째는 농연서 부등 수도 있고 부으지 않용
수도 있는 정에서 δ 래의 익이는 크지 않다고 용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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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아웅의 세계에서 o}이들이 안을어 ?프는 노에는 을이에 부수되는 경

우까 않다 응인」옥걸융 히앤서 각정 곤증융 놀걷l연서 어깨동우용 하연서 융장
구를 지거나 능 S이를 야고 .의 용융 에언서 등 오는 놀이의 계기에 안딴한 노
혜) 흔은 똥1얘 강ε[ 노래를 경등인다} 아용。1 얀을고 부르는 노래의 대표척인 유

형아 능리기 노얘가 아닌가 힌다 냥을 농려는 소라는 아이등얀이 푸프는 소리료
사 잉경한 견해와 특정이 드러남f언S 용 예 이이한 노해에서 순수한 옹요의 션형
융찾응수았옥듯하아

이상의 논의는 션해등요의 냉주흩 논하는 응 에에 우딪치연서 동요흔 안을고

우은 주애를 이렌이안으포 용 수 있는가 6 능 운찌에서 충당한 것이다 용요의
양각파 가장응 이는i 아옹의 관계에서 상E져융 예 약릉이 얀든 깃으도 보。1 는 3
래와 。%의 장작으죠 보이는 k 얘호 단순펴씨켜 산펴보았다 이른 상작익 노얘

는 약은이 어른의 영장에서 아이릉 야라으는 노애와 어인이가

'1 0}

어연아익 시

션으오 샤융융 바라"는 노예" 며영하였다 그 야의 않은 노얘는 승수한 아등의
노얘호 보。}도 중융 것이다

이을 노얘에서 풍흥혀으흑드껴"능득갱응 아얀「 아옹성이나 즉 여성이 우

프는 자장7싸 여성 진유의 노애애도 아홍의 세제등 엄두얘 두고 있응응 옹 수
있다 비아 부디요의 응악익 특싱응 그대호보이는 노래라 i 여도사g은아용융

외한 R 성에서 각르는 것잉융 확긴한 수 있다

。1 야에도현개 성해용요호융려는노얘 증에 디른경"용통얘 깨워 용었던 노
래도 않다 특히 〈캉강슐해〉와 갇이 갱안 중싱으료 유었던 fP「펴요나 〈옹그강 P영〉

“

"예인 1진예용요 농여는 노애의 응악 운서 연구

예 'M

’한극인요"， 셰"잉 정국잉"

한극전얘응요의 쩌닝파빙주

'"

과. 앙은 유행가 휴응 신인요도 of용。l 얘아 용러 아치 잔해용요안 양 생각외 I
잉으나이이영노애는 온고의 논의 예상이 아니프호너 이상거응하지 않기로한
대

4

부녀요와풍요씌판셰

전래동요릉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요가 성장， 전숭외어 용 환경과 아등의 성장
환경에 대해 이에항 필요가 있디} 진용 ^f회의 。}이등이 자라 성얀이 의기끼지익
과정 그 파갱 속에서 어떤 노래가 을였능지

또는 그러한 노해중 어영끼 배우고，

이영게 천승띄었는지의 파정에 대한 이얘 } 연요히fcf
오늘냥파 간이 능이 잉이나 유。앤

유치원이 없던 시션의 아。1을ξ 대푸강 또

해 늘이릉 용하여 시"성옥 강경니} 이 때 '"얘 풍이를 하는 입당은 어흔등의 안

싱이 션혀 애재원 ‘아아을~의 갱언 이야기보다어른응， 득히 연장지인 영머니의
관성파손깅이 당늠냉외 내에 있는 깃이 임안석이었다 전통샤회의 유。R三대운

용 생항의 잉선애서 유러난 야에나가 g딩허F켜 항어내 ;>1 J쿠응을 응'{]εL표 이루
이지는 ζL우'f 잉.~기 얘운이다
이어니가 요혀

앙혀 갱션 기타 가사 용으흐 이영 얘는 기의 당에써개

익겨 g다 갖억。 까지도 찾역이는 사 ζ'" 얘는 안에니애게 양?녁시는 깅우가 •
앙다 왜냐하언 전용사회의 용속으흐는 익 서냐는 'f정살영의 잉션에써 은찍i때

이쿄석 여끼시"이 딩기 n얘강아， 얘이 Rζ서 양어나외 역한은 얘한억 의이있
고우거월다
섯역이 C" 유아에겐 요요외 역얻용 i녀 t 강이융 앵끼 억이그L 사장샤를 당이

쩌애 주e 혔다 영어 주고안] 당. 주기도잉다 예소연시웅을를고 뒤시이

를 얘 iF 었다 F써1제 용요나 이야끼틀틀역주고여야 "끼 늘이를 이풍어가
는 선잉 V이 외기도 엉다 이찌듣끼혀 끼R 자 양고 어융러 능도특 즉이 2뜨i 그

껑응 껴，. 주Jζ 연상의 아S이 연하의 유이응 예리고 중요즉

기도었lι

”

‘

'fI%

"ι.'얘 주

~，μ。28(2KR3떼 :lJill1o$ 응구엉"링，.용껴!IDIl) ~f，;-→*' 얘~. .짖어 강 @휴'*
06 , 00. 11~; Vπ。tr KJ- i070 년엔쓰 똥그@생 ;ε.L~tþ
1cAd“!i:>!-"J- 11'0FA 후꾀다‘’“’g이타에잎신!!. 193、，.•

4잉경:.~ ~;;l ~l" 애 경산보 ，~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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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응 양유하는 과정。 서 안를고 웅이 준 노얘 가 현재 영 oμ} 어영재 저승되

고 었는지는 의운이다 요늘냥에는 과거익 힐머니가 양당했언 역안은 대선'"겨
양은 교재가 JHW익거나 수영 안애외고 있고 아。1 을응 공공의 3혀샤성에시 얘

우분의 시간을보낸다
o}-ò-의 쿄약iι 농이에 끼극지으g 앙용용 수 았든 노얘는 어영이 스스호 안드
는 것이 아니랴 어흔등이 연정한 옥껴응 가지고 안들아 용ι{ 증 것으호 R 얀다

아이등이 쉽게 이런 노래용 따라 부 응 수 있었던 정은 바표 아동의 응익어엉용

도애호 인플씨졌응용 의이한다 이씩한 용요 속에서 아。1ε은 어헤아 샤욕의 개
녕응 해우고 방융연승유 하었고 증이가 수인핀 노래에서 사회성파 운동기능 지
직 갱서적 당g융 옥진시원 수 있었다

전해당요 가운대 순수하게 。}똥을의 노래효 용 수 있는 노얘는 앙셔 상I예온 아
와 강이 노얘~다는 2 아 증싱아으호 응악척인 "1중도 크지 양융원떠러 운익f식

~얘 ,"c ..';C 광용 가지가 크지 않나 교유척인 형용가시호 보여 어은익 손길." 안능
야갱 ~얘가 동요의 중싱에 성 것이다 이영제 응 예 전래웅요 전숭의 준에는 역

성 영영히 영하언 여성 안에 깃ε 오껑이랴고 양 수 있q. 아이을 기프는 양유과
아。1 를 가으지는 교유의 의미가 영욱연 깃아 동요의 얘싱이다 응요에서 아용성

안 강조하여 아이들안 옥링하썩 성영하든가 아이응이 강삭아 전숭의 주헤가 외
는 노해효 성명하기에는 그 의이릉 다 이쩌하기 아영마 그 노래 속에는 어른등

이 。}이등에 게 싱어수-;;1 위안 다양한 자영애찌가 있으여 신와댁 세계， 동성 의 세
개가 있다 。}이 들응 이어니와 항이나가 용껴주는 노얘 속에서 양으호 해셔 나g
세제용 애우고 에영하게 연다 ’‘흔어흔의 양앙지인 창작에 의한 ':Ô!1I능아니며
동죄이 투영원 "}이을 세제에 얘한 사상파 이해 속‘.~} 견러 나응 노래얀 것이다

한 예 L 오늘낭 션얘옹요의 수륙 야증이 큰 자효를 상이 E연 옹요등 융려준
제 M샤R의 대구운아 여성 장기인 λ 냉을 맡건할 수 있마 녕성 져보까응의 소려

응 j키언 대부훈 마리세기를 을러운 경우가 기캉 않고 놀리는 i래와 강이라 잉는

소각， 또는 공충융 놀려 C예 하t 소리 '1. 운운으효 그 이외는 노예를 푸으는 애
가 얘우 드응다 이것은 여성이야야조 동요 전승의 승잉에 있다능 의이을 웅연하

는사실이라생각연다 옹요는 。}용기를 동히여 앙아 우르고듣는노에이연서 여

성。1 육이증 흥'"져 꺼§ 재생산해내는 S 래이다 웅요는 이웅옥 주인으호 하는
노얘잉은 를경없으나 똥요가 안들이지고 전승되는 얘후의 주에는 바로 여생이라

는 정을 인사해야 한 것。1다
전애용R의 용경적인 성격융상이옴으호써 장2서「응요의 성칙에 대해서도 용 더

' " ' 전얘용.!U'l 7써야 한
(lE 2)

"

잉예용요의 영 ?냉재8

잃tt
이성

‘J'Il

r강원외 민요J

r한국인요때씬」

‘)

(1991…，~，
양원

"1

경기

1

000

경냥

경3

3

m

"

r영용의 맹요a

'''''잉

η7

"

'"

t

성근영 수 있는 단초를 영꺼 깐q. 영 01 옛속에서 태어난 아이등에게 갱작생응

전우하다고 6얘도 과언이 아니다 장작성응 샤회성 속얘서 얻게 되는 것이며 이것

은 상낭푸문 으 도각인 교유융 통헤서 이쑤이 친다 。1 언 판성에서 저흉사회의 용
요는 운회닝숭의 의미에서도 흥융한 얘깨제가 의있언 것이다 이응 세대의 응악

척 경:1와 언이 농이 동 아이등이 자라니운 에 영요장 오ι 것응 노얘응 통해
전숭해 주었인 것이다 아。l 을 스스죠익 캉작생응 이이한 어흔응이 싱어준 정효
의 바당 외에서 소극석E-~ 영어~다끄 용 수 있다 아야응의 노애는 당순하다

얀순하다는 것옹 연주나 장곽이 소극지으" 연어니R는 것이며 용악아 나 언아언에
셔의 상삭이 미숙션 수중에 그진다는 것아C↓
용요는 우르기보나 등기가 더용 중요잉여 동요를 응려주는 이는 성인이어 。1

것은 듣는 이능 아등이아 야잉 척 들어 두었던 노해긍 안동안 운드지 않디각도

후에 객전 。}ol드 기 5 연 져정" 용러냐오개 되는 것이아 한극의 선얘동요 가운
대 우디요'1 득성이 드리나기나 이F녀요와 동요의 구링이 섭지 않은 깅 은 。1 와 강

。1 션응시피 아동의 성장파 양유 지척

정서석 교육 사회펴과정 응이 여성중싱

의 양욕융 용에여 7P1!o!]서 。1루어진 사경이1 기얀싼다 한안도에서 용요의 진숭
이 가장 용언하거나 직이도 똥.ß.의 채집 경과가 가장 용‘F하깨 나타냐는 지역。1

영낭지역으흐 드퍼낭 정도 영납 부디요의 안당파 깊옹 완연이 잉음 것으료 온야
우녀끼}등은 칙성 。}똥융 외에 노깨늘 얘끼도 하지~. 스스로 아똥이 잉어 부프
는 노예도 가끼고 있아 가장가냐 아이 어프는 소리용 Jll*~l-'껴 아이응의 양유
，}갱에서 정서야 사희생， 교육척 g 적으료 용있딩 수않응 동fι 니까가 아이득의

성정으오 그려 부르는 간단앙 '1.셔 fι 용상익 눈으호 그리는 시갱산이요아 같은
노해가포앙ζ 아 있아 아 오등 i 애의 중싱에여성이 있다고 δ써 우녀요에 포

앙한다영 전에용요는 얘우 빈약영 낀떼기안 냥 3 것이다 또한 이 까운예 아용성

얀응 강조히때 노래의 "J-작과 션승에 중요한 역한융 당당••덩 성인(우디)를 제와

‘

어끼 지용잉 퉁씨는 연이상 강b얘인의 ’f외는1t/11X야융 ”’g으~ 한 것잉융 R엔아

‘2

〈그링 "

용요외 우'Lf'2_의 관끼1

하고 는히f 것도 용"의 온질융 얘손하근 일일 것이다 요헌대 동요와 부디요는
〈그점 þ 과 간이 서 g 경용되어 있으I껴 않응 노래용 응용야-，:i!. 있다

5

맺옹당
갱얘동요의 중요성온 그동안 응약과 분야 등의 분야에서 구진인요의 씬 강얘

료서 여구외어 왔응 뿐 아니와 전응응악의 깨f 딴천융 와야 교육껴 즉이에서도

켈용영 핑요성파 가치 '1 얀정되。1 왔:r:} 용고에서는 진애등요용 가장주씨안으효
냐ε f

없는 특수한 때갱

g

진흥 아최 야용의 성장과 양양， 양용의 측연j!l 어 P

려 찾아보았다 아동기를 거지여 애우2 부르는 ε，"는 양유/애인 이이냐아 앙이

나가 용러주는 노얘에 의존하는 "1가 거샤 생인의 역양과 우디요의 비증개 대해
고장혜 보았다
진애용요는 영영없는 ε기 한옹에서 비훗되는 것으표 등τ 응악으로서의 중요
성융 양경앙 수 "，었 4 천해웅요의 가져와 의이는 어은들이 안들고 을 '1주는 비
~척 장 짜인 형얘에 있응응 앙 수 잉었는데 아것은 。}등아 또얘을。1 냐 집안능이
를 흥해 스스흐 안늘아 운르는 지과는 다소 차낼이 있& 수 있옹이 시사괴었다
전해중요애서 용악'1 운학의 원영싱응 방견영 수 있다연 그에 대한 간4는 n

"J야 여성이 잉.1야 영 것이다 g요 속이서는 。1%의 지혀
히는 영어. , 연

사찌직 앙당응 픽하

수"에 안한 내용이 용부히l며 아홍의 세계를 이해하:>L， o}웅융

보다 아응'ij-.3l 장외제 키워나가려는 사링의 아옹응 앙견하깨 잉I↓ 진"동요의
성칙과 전승얘정을 이해;3"B츠 연은 앙으호의 웅요교유에 도 용용와는 바가 잉으리

라생각원다

'l! ;δ 션얘용요의 개녕"

영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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