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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 presentation reviews the theoretical study of japanese children's 

songs,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musicological studies in japan, 

and offers a new p.radigrn for the sh,dy of japane.., traditional music. 

Children's songs have been studied by literature experts, folklorists and 

mUSicologists in Japan. The interest has been in children's spontaneous 

singing. In musicology, children's songs are defined as "the songs that 

children make and sing spontaneously:' The definition includes children's 

play songs. but excludes lullabies and doyv that arc made by adults for 

children. However, children take any kind of song and change it through 

play. So, musicologists include these "children-izcd" songs as their object 

of study as well. 

The most efficient study of Japanese children's songs to date in Japan has 

been made by Professor Fumio Koizumi and his study group, Seminar for 

Folk Music Study at the Tokyo University of Arts, in the 1960s. Professor 

Koizumi contended that much of Japanese traditional music is based On 



children's songs. And he created a tone scale theory named tetra chord 

theory in his book The Study of Japanese TrodifionaI Music 1. Using the theory 

of Professor Koizumi. the Seminar for Folk Music Study researched children's 

songs in about 100 elementary schools in Tokyo. The research formed the 

basis of the book Game Songs of Japanese Children: Studies of Game Songs a"d 

Comparative Scores, which allowed Koizumi to further develop his theory. 

We can find some progressions of Koizruni's theoretical perspective in the 

book Game So"gs of Japanese Chlldre". for that reason, thi, presentation 

revicws the study as a kind of "tone scale evolution theory." Through the 

presentation, we will find that songs are created by accents of words. and, 

as well, that songs evolve into musical expressions. Using this theory, we 

will see whot people do to express their feelings in creating songs. O"LiIdren's 

songs pTovide lively samples in musicology because of the simple fact that 

children's songs aTe still created by children every day. We need to 

reconsider the tone scale evolution theory as a new paradigm in the study 

of Japanese traditional music. 



영온 천흥음악연유의 호얘효서의 
와랴에우타영유 

시마조에 키미콰g야P새약 영용) 

다키가와 진캔 옳경(서ε애학쿄 석사과정) 

1 와야에우다연구샤 갱의 엉위， 양싱 

r 01 라에 우약(bG‘9 ε).는 현재 。 이 등의 노래릉 가려커는 잉반척인 

-, 용어이다 야 용아는 오얘진우티 아。1등의 노얘 응 의미하는 당어요 사 

용되어 ε 것으호 주갱되지[그L지t>}{，j.，I;J，) 1983 갱"→2없l안 현존하는 분언에서 

는 늦이도 1쩌기에서 2얘기 초에는 f용.RC&'~)A는 용어가 샤용의기 시각하 

였다1 용요란 어릉등의 인요에 대한 야이등의 L해여R즈 의이이다H움 ~004: 

19]. 용요아는 용어가 가이"응 생휘는 2 에기 :얘 약예외었아 그 겨 가는 용요 

운동시"용i갱)이다i 이 운동응 응에여 양시익 사얀파 작옥，)응응 않은 옹요응 

• ，얘"년 우연에 에도」 이사4새영때의 도요도 이이흐구 익 각유。 .. 껴1의 수영자 교 
우지에';\')71 정영한 r측홍수영'"호ØìJ예 ’고흔g요중용수원ι ... 끼-잉」의 내세(어 
""' 잉에약싸여AA) 영 ”“ ι.9]. ~혀 r웅요꺼1(li!:1t-*'1，이야 응"우는 이 쩍~ .ii[-우껴 
.) 。이 에예 어안 시기에 우으고 농인 노 •• 기익에서 ，."고 하는 7 사갱~~~$)이다 
"끼X(ìm) 연 1%1: 316J 

, '>'-'i'.'ll"J-기에 얘인 이@으호사 i새쩍 농요를 아악에쩍의 견용 이에 떤λ 기그l샤 

히얘l고거애小외 2ωι '" ‘J이안 ，용 ，ι"에?디R응 약，，'하tò .'，\-.a의 냥안율 9 식적으호 
야대얘석히여 그 갱신옹 찌f하려 히fjj，↓ \\l\~ 시‘ 이냐 작으가가 ?각용요익 이응'~I<-Il 아 
이는응 찌에 노.를 한응었tι 농요운응애.，.약" 시인으오 키악하，，)-，이구슈{~tr>lËl~)， 노 

구시우죠 ì-{HII파!ff;1 사이죠쉬i1!ifl};1.+) 동아 있。머 작S기로서는 냐꾀QE\'13ε우{11U!lll! 



~ 

안을었q 당시 이인 야흔응애 의해세 안응어진 。]이들용 해한 노애는 r창끽l{Jì1j 

에동요j아 g리었던 안연 전용찍얀 아。1들의 노에는 I전승(ι:*)~똥요」와 응'1 

았다 찍근에는 전자득 동요‘ 후자를 아라에우타라고 칭(이는 것이 일안척이다 

일용에서익 와라에우타 연구는 문약 인속깅" 응악약 용의 운야에서 이 F어져 

웠[대 그 중개서도 운약앤까가 샤장 오얘외었고 "얘 기 i끼지 거승려 응약강 수 

있다 민속악얘서는 전송운와의 히}냐호세 우「애a)， S↑아에코도아(1，피 ,\ 항깨 

와라에?아가 연구피고 있다 운약파 인속이에서는 놀아노때， 지양가 앵사노;，]3 

동과 같은 아아들와 g련연 노애는 R두 와라에 ↑익에 포앙인다 

이아 인대로 전뀌 IjlHι 의 응익여~서는 。l"H1:의 자양성융 증시~앙아 그이 

용는， 종해익 연구에 있어서는 7↑‘}의 내용차 표현아 너우나도 증시이는 나꺼지 

아이줄의 노예가 생생엉 영태료 얻애들여지치 않%가 때용。 j냐 옵악야에 잉어서 

와리}에우타는 "1이를아 자일적으로 안틀고우닫는 노애J아 갱의의었냐 그영기 

에운에 와띠에우타올 가벼키는 밍위가 아이튿익 놀이노래에 힌갱에아 자장가나 

동요 등은 와라얘우타각 영주에서도 2에의피었다 왜니ot-)연 자상가는 。}이늘융 개 

우기 위얘λ↑ 어흔이나 야이릉 융보는 야가써(-f"‘，j'M)까 쑤E는 노래。1세 등요는 

이릉등 야 얀둥이끼 아이든애게 주는 노예이기 얘운이다 타시인 영상찍으호는 등 

요나 약교애서 가~치는 창씨."， 그러고 1 나 라디오에서 호프는 어인이 프 
호그갱의 i 얘나 여흔들의 유앵가까지도 이서들에 잉얘서 놀이 속얘 힘""}'등여친 

q 이와 강。l 아이응에 의해서 놀이 속에 얻아등여지고 언형되이서 용려는 노얘 

들도 우시@ 수는 없다 응악여에셔는 이러칸 소우1 안하는 '\하에f양화(써원 

노해율도 응이노예아 갱이 연구대상"으 포양b 기 시각하였고 그것응 현재에 이 

르고잉마 

응악찍혀 관신응 크게 용악잉석연구와 응하교휴지인 교재연구4의 투 운야효 

三.)， ~5'&냐가Jl.{~i<1!η '-l7J-oþ ," 에 0 ψψS후) 등이 있tι 

’ 생시‘'~(fi$찌연 앵샤애;~ -.!:"~웅는 노얘 .띤응 끼여”는 용껴야나 이이능 잉얀이 
。'ILJ라 어응를이 용즈는 iι예 i 갱사~<a，*jι γιt 운씩이나 인4역에서는 세츠응 ￠分j， "1 
.얘}에 ε↓ }아"i{-t;Ý) 응 9써흔이 잉사에 씬아히는 경우 ‘l 으ε 노애틀 약아얘우타써 • 
야 다 애등 등어 응~1O원의 a 써잉에 핫야는 아노코 ("$:<')-r)갱샤에서 이아응이 죄증 앙 

에서 영응 서여서 응 애에 이노흐노 요내니 이양상 오노껴 오U 우J에 예비우 씨 츠노노Æ 하 

얘약 5야에 "α { ’9ι ι""ιιI! ， JI1.종" ’"ι f1JO'>IJιi子it-"，))"라1 노쩌ξ 루 
흔끽 '1노Æ갱사에서 용허우기 얘f에 r이노오우야"'σ)~，-"- 운유야고 있e 노얘이다 
%써 얀 이~우아아 경아 주g저 인 의이등 기킨 것이 없 

‘ W.]안 NI허 운엉 요에 잉애약고 잉는 유악 쿄꺼파연구 쪽이 앤씬 그 숫자가 잃기 얘 
응에 영우는 신영혀고 앙는 깃으 "인다 와각씨F악의 웅'<여에연9는 일용얘서는 오히이 



일8 진용응악연구악 호얘 i시의 와랴에우야 연구 ;; 

나늘 수 있다 용은 응악교육끼인 간싱은 응악용석연구에 기i등 두고 생겹의기 

에운에 이 등응 영일히 구운하기는 어잉니} 하지안 용고에시는 아리에우타의 교 

육척 의의에 대에서 논하는 것은 다은 기회에 갖도혹 하고1 아라에우나의 용악걱 

특징파 응악운석영엄에 ""성응 두어 는하고자 한다 

2 일온외 와랴에우타의 운류와 노래의 륙정 

')푼6엄 

야아얘우티는 가시의 내용0) 노얘를 우르는 기에에 따S 운유가 가장 앙한지 

아다3 와랴에 우냥의 훈류는 182C년 우생에 깅잉안 고L-f-시(行m의 r도우 j요우윤 

원 .훌옛1에 의한 푼유가 가앙 오래잉 것으로 입혀지I 았으나 '"'"년의 에이 

지유산 후에 대규요 인요깅녕시(U공’"간앵"연셔 와라애우타의 운휴는 정사 

갱아와이 왔다 

m세기 션안의 운유는 주ζ 운여"가요인쥐에 잉어서 시도되어 았다 이자노켄 

셰&j!f양꺼 는 야에다윈(M띠찌 외 연 r니흔민요우겐슈우(R ;;f;:RJ~죠m)~. r니 

홍인요우엔주FF조쿠헨([j+R~1;!똥m~J(l907년 간앵L 옹요연구회(혼용""β1 

연 ，~요구도우요우적이엔(~~호$大k)J (l Ç 이 연 간생，.0 타가노한찬(i*i!ff행111) 

오오타채시'1(大"'"잉 공연 r려요우슈우쇼우。1 (1'잉~1frm)， (1915년 간앵L 야 

카l나으*케~!ffJ，U.) 연 r니용카요우슈-}.<ij이 주우니킨세。l( El*iil\~양~JR 싼 

+ -.ill;t!!:-:r:li)셔"ι?인 간앵)융 비교에1언셔 상기의 2권은 -운영도 조강하l 인요 

아의 차。1가 애에영 것은 징갱이 나 있，*"[아지다(쩌띠) 아샤노{j~었) 연 1962 

""고 영하연사 와랴에우야의 운*가 「어느 갱오 고정진 것응， 아아도 r려요우 

-ii'우쇼우。lJ 01후영 것이다"삐m. g:H써!i 19잉 "'1고 주장앙다 하지얀 Rξ 

운헌에서도 온 수 있는 와라에우타의 운휴악 기온은 농이에 동안되는 노애 X 장 

가 자연이냐 용용에 안.~ 노래 앵사에 용안.，는 노해라는 ; 이 다 

인옥악에서는 연온빈슨야의 아어지 약 용"우는 야나기다쿠니입:ll~ED I'.!I%)의 

운유기} 토대가 쇠고 잉t:J-. <>N기다는 '''''년에 간생‘'1 r민요우카우쇼{R;ffl'i겠회j 

교재연구응 얘 기초연구에 i융야 g 수 았오‘ 냐수의 야아에우아의 써 허칩 캉응 
용악걱요소의 싸석예 초잉으 두고 있" 

‘ 운각{ 인속" 응악악에사응 에각에우다f 인&의 앙종으， 이악의고 앙다 
’ 1잉β년에 개상의영 Al， r냐 j샌요.1-n。녀센('후양g大>)，으 g 써.이 연경씬다 



" 
〈요 성""씨 진ξ씨 쩌서의 외리뼈우티의 문류 

1。치다(ll!JfIl) 아 i 노(a’!f)연 1962: 276-2771 

내혼연요우젠슈， 쇼코주도+요우"/01갱 리요우슈우쇼우'1 

(0 ;후民쩡짱:11;) (at'Il!I!톨.;;-大쪼} i<밍짧.쌍훌〉 

테마려우'''1(+휩.m '1"1혜우타{'f-앓"잉 태"1려우"'주뼈uμ) 

혜다"1우"‘관F王OJQ 떼마"1우다\'1;玉n생 

하고。'"아소벼노우타 까고츠o，j.?-다 @고씌우악 

(겼子흉i避1f'''''，씬 1"子찢"잉 .. 子"씨 

고모려우려{'lκ"ι빙 고모려 우'"子견"찌 고>;!.<'!우타〈子"'"-행 

추갖i노우>l<月"'에 
탠'1탱쇼우노우" 키쇼우노우" 

"κ*，'1<*ιη'" (~$oι9씨m 

츠카노우 ~hll""JQ i키노우려{꺼 0'엉 

호λl노우~l(멍"'껴} 호시 노우"B\í!t0뺏 

유우야쩨~.?-~} 유우야케노우" 

(찾*썽 tO'lP，행 {짖/짧It0'fi) 

야에노우'1õl(ffiιηn찌 아l에노우다'ffiO뺏 

유"'1 :.0쑤타t열씨P명 유'1노우라(쪽"111) 

’}제노우씩1'"ιη"" l}.책노우 ~lí짧n쩌i 

호"루，1려노우ε} 호，-?쇼T우~} 도우우으i二우다 

(양%αιm , .. 퍼 m (쇼d주꺼@꾸 ”으 m노우나 
후쿠로우노우다 

1'"엠) 뼈.η 끼 

，려오이우바 
사이져우타(옳Jl'iPll) 

사야지우타t鄭~'，빙. 

"앓?j'JQ 쇼우가"우씩(i'-l'l 'JQ 

이노~우타 

"'σH-!t셔 

오냐사다’4 우다 
"우기우다〈港없명잉 유우가운혀{겼훌"엉 

"ε"'m 
"캔(pM홉) 
g니。}소-1노우타 

〈없앓""용셔 

우샤오T~l‘tλl케벼 
차츠요''K雜짧) 

λ}츠요원雅짧， 

(연送~ "'~W) 쥐I샤오"11영3.;>";υ) 

니혼카~‘F슈우셰이 

(~ ;}ljl;，흥"앙 

태"'랴，타，'1'￥"행 

태마마운타{手.'w'생 

에고츠카우타 

(꼈子찢'm 

고~'I우>1{Tτ'>1) 

천'f71상액 관한 것 

~~l노우타，" 0야0 

효시，쑤타{훌Olm 

유우.，케노우" 

(갖iIl.lt<')Pj정 
아메노우ε!(i'!j"，~，짜 

,o,q] 노우 ""효<'JPJI) 

카，노우'"없~'m 

도우부츠노우 '1 

擺짧우ε! 
사야지우려〈윷~'JQ 

아노o우다 

O:",j"-:tt) 
본사야도우요+ 

'"융종31 

유우기 우닝(앓.미” 

에서 인요응 w종유흐 문윤하었다 와라에 ?냐는 w엔찌에 훈용되고 「고R리우 

타cr':ng)，. 에소악새우다-('wn센예J f 애아리우태'f-.{!IlJl) J ， '오버"1려우태" 



잉옹 천흉응익연구의 .!i'.I1l.\l.서익 와" 에우타 연구 " 
"j' . .:I)JI)J 등으로 분류되고 잉다”야나시디바"'어) 1998: 185-186] 

이에 <Il~1-<겨， 용익칙에서 는 ，，~녕얘에 시쟁원 고。]~l이후이외시 .*x치와 도 

3이승대아 인속학연구딩 (.J!üH‘"λ직''''δ륜k~T←ι 에 의아 도g의 와라 

에 ~_I까의 소샤경뉘셰 기소한 i륜의 재정도가 이루야지연서 농。1 영앵에 의싼 

훈휴가 고안외었다 이늠 싱재호 아이응이 아킥에우타릉 푸르고 있능 연장에서능 

「어언 노에도 가사나 응악이 그 자에g 존재하~ 있는 것아 이니라， 리.~ 능이 와 

연경끽연셔 어언 놓。1응 성g시키기 휘해서 없어서는 안 역는 요소호써 - 흔재 

까고 있다j는 사성에 주욕하었디바고。]z，.o](小*， 언 1%9: 283F 이 푼류는 아라 

에우타흥 107애 항욕으호 분휴하씨 각 ~임이 또 다시 4깨에서 107~의 양욕으 

갖셰훈히원 것이다8 

〈효 2-2) Jl.。 즈미*이오(시쨌외 도표이숱빼속혁연."잉%大없엄없c 

f ι”‘ 의잉 를쥬(201 즈"l(사，.， 연 1969: 284) 

1 그깅 그혀끼 
노예(IB"~.옹R 

‘아야츠키 
(19-:>‘” 

0<냐에우야 

(ε"ι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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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에다이 

'"총죄 ?아이1츠 
이 (I~t.l-:>l!-) 

31) . .9.<1다아 • 얘 기성(성) 
승에 언지디n영) 써 양기1'+도E사 

1" 오에이이 * ι "ιι ::. i')엉 
1".“ 언시에2 영) 1 4ι 이에웅1에노이스 

m 오이다아 오 세.，“‘ bιrι” 
사이'l(“sι‘ )"']"i.lt~ι)'.l 
(애우고농이 ,. 기ι잉이 K 
II 에 z.,] (1뺑 

34. ;>}，~"，키 α ‘” 삿사 

영， "’ 갖)영 
35. 'PJ ‘5 시나i아새 ‘ 
,> 다，‘“ IOO"'1IT)‘ 
니%ιA~4) 146. 썽이정 

녀τ ，용 5킹01(，1 ‘J 그등 애앙 영 ’ 
., 등이 ]0"영 
x 잉디까 μa ‘스응1잉 

‘ "λ~1) 야 씬얘π'"엉 

’ 이 용유'"~이 잉생에 의한 것아지안 L4(!ló는 영”익 닝 11)i을 ε인가까 %응 놀이는 
째외아오 ‘아앙에우타오서 새갱@ 것안을 I잉으c. 아E 있q:.[고。 즈이 '!l. 1%9: 2831 

‘ 히써의 잉욕에 용액이 앙는 것응 앙쩌으으 에굿의 의야애우이ξ 추가앙 가능정웅 1히 
하었" 예응이내0" ι이 영 ,- 갱이 



'" 
5 종넙기 

67fl'l바외보 
l>lbε"'. 

?“ 오’총에옥ν↓l껴f에l 9C끼@션，u 한)1 
표장 중냉" 

It-".Æ.. lt ,(,.9"-')" & 용 높이(iJ.1:Wï 

'"ι~io) 
• ;;;.,’-1 

‘’'"‘닙기. .기에 }외i.a 7용아7nl세의 다 ? 쉰는}등에오 얻 iNg 아U아 오}위예ι에” 샤아 !i@ 〈”/씩 ξ ε 
• 귀신 쫓기 

ffl 가 /ξ1염본와a쩡} 녀해 이 " 혼자 찍.， " 킥 이와 
익 호 

"ι 승@유i)R야 ;에징이기 51. $'.1 휘" " ξ씬" 었는 71172. 7,'tI '"MI - &181 영풍 높장이 92. WO~~171(V? 

"션 종71) "벼쩌 Y. 1;"이와 질양냄핑l써 갯 놓 " 안파 농。| 

ffl. I그에아등 가 써써이에 "제S 끼 경애스6 것처써61 " 운시대로 보〈헛 / 바외。|와 것 æ 다려 ι 용，이 9。3l 판문'"所) 놓 
혀기 

호“써톨;1)ι아 까셔 셰지 갱스야껴 용운생객용 샤의0* 7, ，g이아 " 숨녀영，영 |바 정향 8요4소 송까 늪이에 다 것를 
엮기) 우 경합원 " 사압 맞추기 궈 
" 숙녀형{아수 여、、 " 

싱 

연기제) ~ 계단 춰기 
55. ~I'"쳐 팎" 가현 것'" 95. ofol 띤기(子ι 
~ 문딩i정 ‘’가해 .，쩌 잉 •.• 행 위" ，“}농。1 

(농?이)‘’，주"‘/ζ ) 
? 

" 변형 llJ-.'t'뷔 " f%(6찍d순 。，여ιF?f。인]) 것 앙) 깃기'1(-子t ffi " .고우 출넙기* & 니세아 냐끼 내에 b상 8’ 
"한， '1 놈 , 

53. "우 엔없 이 " 쉬기 67. 71해 바~l • 셔 9η 

" 고우 ，요츠 
농。|우，C헤?j;i〉 
• 파안애 % 

<lIHιon， 흥 ，이 

" ’ 9 

융약학에 있이서의 최신의 푼유능 연재 영용의 국잉역사인속약융댄없aJt 

올 해￠에f~꺼서 일운 공개되고 있는 일용인요데。，뼈아죄에 깨용되고 있는 것 

이다 。1 훈류는 1m년에 간엉원 운화갱 얘 o속운~재연구억(:tit;llilj內R-fÌf"Xit 

M‘η8힘 피저 'lC“ttιlIt~-f'σ@ 껴1E.i&lt. j!t쥬 ι!lJÇ) t~ iI.> l:- J의 

인요분"" 영우 언경한m 것아다 

’ 양용얀요 이아 g 에이""~ 1쩌 4얀터 I~년 3얻η 지 운뼈에 의한 국요보좌써 

으<서 선국의 도요샘에셔 야루야앤 「앤요긴iJ-"νcf(~1;~:îi;;;\'IJ잉，외 생파의 하"인 ’인요 
깅긍조사보고셔(한1!i'::'"PI'lH‘농 Rυ든 기초ζ !j.고 잉q. 2007'-，1ιι터 잉옹의 생역샤인이 
이양ψ{ 영부 ，개ψ1 시작하고 1M년 ~4l 42，033경아 웅재외고 있아 최‘송썩는 

약 '"。이갱의 、tl Jl..O샤1"라에우타의 자<기} 찌이허비아스죄의이 공.영 에정이다 재‘는 극 

깅연사인 i앙웅안 등쩌이지 hup'/!wwν.rekihιu 。ιjp/dOC/~잉” ω'miny_ht써등 인조 얘주 
경 아이에 

m 민요긴ifaε샤에서는 ‘fε'1 우작위g 얀g응 혹응.는 것에 그이지 “Jζ 션 Rε쭈힌 



일용 전용응악언구의 토.<.씨의 의，，<우타 연구 ~ 

〈요 2-3} 잉용인요예이 ，얘]']스 C Il*J>:lt'T'→←，]의 를유 

G .• 라배우 a 능0]노래 
말하기 놀이의 노래]' ξ샤앓00잉" CaOl 

~llj，é>""，없， (llllP.tt) 
그염 그리기 노래(옳지、"잉 ~OO 

오하지키(13덩C흥k 아시케려{石‘'" 즐앵이 자.]) 용 
G.03 

의 노얘 

오떼 <}DI{:t;특f-I)， 하데.키{따b"혼}의 노래 G.oo 

0'여 "，~I( "，- 9'?양)의 노. G •• 

출넘기(강bεg‘ 고우콩념71('" l、강bε"'이와 노래 G., 

.)쩌，)해보(tN얘^，“f우효，]찍-(7"-1-，，<，‘ 
G.07 

，)해， 바샘， 보) 양"악 노래 

요태0'와째]b주융b 냥. -1;-)-\<-,-1;) 외 노태 。;，00

몽 늪아와 "'-'w'.!.뾰!Y<'iØ:) 。@

오내아소-， ‘?태%앓"" 귀선 높여 노혜〉 G.l0 

계정익 노쩌(후.ι9땅) C.11 

날써， 끼장외 노래〈κ혔$fV)~ G" 
홍삭~'''I ~.쩌〈했m%r<')~쳐 G" 
기타 G에 

영엉 ~" 
b 주술외 노래 

정 ·주승1러 ν、 .i t; '"ι、) 뚱 G삐 
(ζ f.t~::;ε@옮이 

와라와화토，~I{b μh::' ε'" G~' 

기다 Ct>51 

’*영 G.' 

이 푼유는 TI'I즈이후이오와 도교에숫대아 빈속히f연구딩 익 앙휴에， 기존에 종 

!’한 자연현상이나 식울등의 노에‘ 。}이늘의 주승(.ì 1:.>1"“) 와라에n토아(1it，찌 

용응 ~~에 추가한 깃아다u 

의 각시에서 얘껴야는 인요에 l셰얘서는 그 후의 이용 양용얘오 .5;c_~_ol 외기 위에서 그 끽 용 

의 강유ε 생각얘야 한ψj야기}하샤(~써 '"’ 2끼써서 t유의 영요성아 찌시띄잉냐 하꺼얀 
잉제갚 노도)’언에 따익서 썩인 ‘i륜등 아고 있는 'J!:;;' X 어서 죠싸익 시정찍 용 
일띄지 ι'.:;L ñq. 인요에이ι 에아스에세는 이 강유에 기*혀역 요은 오도부언파 조사자효를 

갱리하I 있냐 

" 자인언깐)나 씹의 없 다얀 찌꺼아 오쩌승얘야 엠익연구딩의 상 
휴에서는-토냐에우‘'l(ε강 .<.i 1::)"에 g안성!<I. 



ro 

2) .>.애의특갱 

다응으으 인요에이터에이스익 훈퓨헝욕에 얘라서 각 항목의 노래의 특정 으 개 

성"잉m하겠다 

(1) G에1 영하기 율이의 노애(Cε I<~σι'" 

영응 사용에’서 노는 노해호 기온걱으호는 동작용 옹안하지 않는 노때이다 숫 

자응낄 때의 세기 노해 블일잇기 노래， 약루구치우 tó\j종J:l*: .j옥의 i 래랴는웃) 

등이 았다 1ι에능 의쥬닥치 우약이다 

보에 ι1 데부에부핫칸에푸-(-"(.l:ê'J:u.tl.-" .... ï [고이즈미 띤 '%9 자효 원 " 

용 일운 연킹〕 

"'(' ,J: '1:. ,}: 싼씨ι" ι; '(k l써e 'tI'ð>fll 사?lF : 

가λL 대부 에부 핫간에각 저청에 치어서 찌그어졌네 

α) Ga02 그영 그리가 노애，，，δ 혼여서 

그영응 그전 얘 부드는 노래 가시의 X 시대오 쓰언 노예가 끝냐는 시정에 그 

링이 완성용나 보에τ 일온에 서 기장 강 안혀진 그경 그리기 노래3써 야약가 

냐응 조합하여 사당 엉응응 그러는 노래이다 

보에 ,., 얘노에i오에지(‘끼‘aιr、1.:)[고이즈이 띤 ]‘ 6ι 자~ 연 %응 

일우 연킹1 

( ‘ ^ " 

?•‘ 대노에노오에지 



영5 선용융악인구의 토얘g시의 야야에우다 연구 ., 
β，) Gam 오잉까지키(ιlit~) 이시케려 石 It~: -l'l앵이 자가) 웅의 노해 

오하지키는 을이나유려호 안총여진 I오하지키히ili.tt ~ι，)，융 ε}응 g개 앗 

주'" 잊수언 그 풍응 자기 것이 윈다는 놀이이다 이시제이는 미리 땅에 여러 개 

의 사각형 을응 그킥코 을응 양i 차고 등 속에 녕는 ει1 "1마 이허찬 아소“1 우 

다(;;tν* 놀이노얘)등ι 핑자가 ι'1에는 ~토"\아소 ~H-lõ\( ':'εlíM:tJ'l!t: 영하 

기 놀이노얘)가 전용의고 잉는 경 우가 앉다 e하지;:1 ， 이시캐 '1 이외에도 ，\허 

(í'J) 요에다애￡子:Ê)， 하얘흐끼(IJ.I그~"이와의 도구용 λ냉하는 노래ε 여 

기에 lF휴 깅다，，~에 는 요하지커틀 2개썩 니→-6- 얘 ::k~l는 노예이다 주운유 외 

우듯이 부슨lJ1 "얘옹에 응고(흩.，ι는 우검하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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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꺼~，þι 《二:) It.ι (엠1 ，ι η긴 "ι‘ νil) 0' l :ì (-十〉

l!k;lJ, 준 (τ) 캔 (찌) 안 V;l 다이 (八) 쿄우 ( 1-) 

(4) G.찌4 오대다이( !~극I'-Ji.l 하에츠기(IHn~)의 노에 
오세다_n}'<j- ;>f료 안은 작ξ 용투 안에 콩。1나 작은 등3 념이서 입구응 R고 

공 E양으로 얀든 저으로써 한 깨어 서 여러 개응 사용b때 꺼융영하는 놀이 이다 

하네츠기능하고이에Wf-여。1라는나우표민주어진 "갯융사용하고션영에서 

여러 영익 사양ε이 냥개가 당연 착옹 공응 위에 지고 노는 농이이아 보에는 가 

강 강 얀혀진 요에다아우티{"극F王찌아다 

보해 H 오샤4이(Þi~ ιι >j[.고이즈이 영 ''''’ ;</-.Ii 영 %를 영f 연경〕 

x 

u 연낭<'1 7)，상=，".7] 동 



" 
가새 요시각이 오히도츠 오히보츠 오히도츠 요샤라아 오후다ι 오히보츠.，가 

아데 (야하 갱역1 

β) Ga05 "t려츠카(.n -::>혼)의 노얘 

표나 고우공 얀 i어진 ’아리(:1:: ?)j~는 응응 영에 딩기거나 던지는 놀이 

보에 ?‘5 이서용에노이수커 " 생 '0<ρ"용λ)[고이~이 연 1969, 자요 연 

"응 일구 연경l 

7싸 이 '1옹에노 이수케상 이오야노 오비상 아시앙 잇생 잇야쿠오쿠 이'"이또 

。 표U 에 오조오디 효우당 숫장응노 숫통통 호.~‘(이하 생략) 

(6) Ga06 중녕기(-:cv εc끼 충념7])， 고우 -\{'념 71(;;1'ι -:tv ε""야의 노래 

웅의 양폭 끝유 장고 올라거나 흔5어서 을의 위를 여기나 웅의 .，얘로 a↑꺼나 

가연서 하는 놓이 ~에의 농아 앙엔옹 「요요나이(大* 은 껴도，)，아고 푸용 애에 

율을 크깨 흥를고 「쿄나0'데이시&τ 작온 파도에 써」야고 부를 때는 줄융 작깨 

흔들고‘ f극녁이도h뺏대( ( • .Q 1) ε"~τ 딩 을고)，하고 푸응 때 증응 옹혀 .. '네 

코노얘 ~O" 고양。1 년1약고 부용 에 뛰고 있는 아이 가 중웅 걸지연서 영훈 

다 

보에 ,,,. 오오나마~~o 大:iæ시얘1I고아 즈0' 연 "융 자료 연 ß'융 영부 엔경〕 

'J Jt '':, j:;I::.ðI ~ 

가싸 오오나이대 우추리토 마앗예 네코노에 

'" GoW 기위바외~(μλ<t샤 구우a기에7-T '3 '<ι 가우1 아위 lιj 

놀아 

보에의 노얘는 노얘가 공냐는 순강에 가외야원3ι등 힌다 



영온 션응앙악연구의 호예호서의 "각에우끽 연우 ~ 

~에 2-' 선앤까-J~이오"δλ"ι t:. 'C ÌJ<"ι)[고이5이 련 1969: 자요 연 , .. 를 잉우 연경l 

가_A} 잔 ι 자가이오 샤~아이E 

(8) Gω8 오애아의시1 (.t-;특F合b-상 -e .y -e T~)의 노애 

저형2억인 것응 두 영。1 ")주보고 처응서[ 사"'애 손응 강고 r셋셋세(-e 'y-<:.， 

<), 또는 r셋셋세노 요。1요。1요이(~''l k.) 같0 3 1 :::r 1 0l 1)J4고 녕아연서 노 

예얘 잊혀서 양손융 지거나 상대의 ε유 잊추기냐 하연서 논다 보에는 f호이(;k 

1)，예 맞춰서 가위아외보를 하τ 노혜이마 。1잉게 X헤아와세U; 종용b‘)에 

가와바워보가 추가진 능야도 있아 

보에 2-8 오차~카 1고이으아 연 1%9: 자효 영 ,. 을 일부 연경 

‘ h' '.ψ 

융§ 용 

“‘r “‘’ “‘’‘’ 
가사 셋셋세노 요。1 요이 요이 오A혀버} 오차아카 오자짜가 오자리F카 호이 

오시라카 갖타요 P이에타요 용시에 오사라카 호이 

(9) G이θ 응 농이의 노얘(f.I:%':σα~) 

슨가역비나 손 동 용의 잉우를 사용딩)~ 놓 때의 노얘 슨가*응 꺼낸의 눈흐 

여에 디 연서 t아가"에ih iJ'? 미J에서 눈흐러를 외E 융i:'1 .:i!， r사가야에(응’” 

텀)，에서 눈초띠응 밍에 내려R'우우리토 아잊터l(n? ε 웅 b 。 τ)，아이 눈초 

리용 올리R'데코노이OîlW) ~)J얘서 양 융j뜨g 눈초리증 g껴영기언서 눈융 양 

게 안든다 눈초리를 g 칙이연서 얘"1있는 엉융이 꾀는 것융 즐긴다 

보해 ι9 아가리에 사가리에(M‘') 1::1 f:’~ R) [고이즈이 영 1969: 자요 연 

197용 영푸 변경l 



M 

II사 아기，.애 사가이 에 구우려호 아엇헤 비코노에 

。이 Gal0 오니아소 ~1-1-니{었용tll!t 꺼신 농이 노해) 

전형객인 것은 여러 영의 아。1을 @ 한 1영안 역얀아 1O}:흔 사강융 j-4서 논다 

않응 경우 그 싼 영응 f오니(~: 꺼신"이}고 부드가 애운(에 요나아소이(ιgη라 

고 한다 보에는 눈을 가려고 앉아있는 안 영의 아이응 다응 이이등이 손S 장고 

ε러 싸고 5 얘를 우으언셔 용냐가 노애가 풍낭 얘 앉아 았는 Cρ「이가 자신의 뒤 

에 있는 이셔의 。 읍응 맞춘다는 능이이다 얀약에 앗추게 외연 이용아 용인 아 

이가 다응의 오lνμ 꺼신)가 원다 잊용에서 가장 장 양 껴진 오니아소비이마 

쐐
 

뺑
 

w 
엑
 

패
 

찌
 

폐
 

카
 4= 

》
프
 

서
 
에
 

- ‘ ,‘ 

’“-‘ 1 ’‘ 

"사 가고에 카」애 가고노나가그f외야 。1츠 이츠 데야후 

요아케노고한니 ι루토카에토 수엣타 우시긋노쇼?앤 다.j꺼에 

(11) Gal1 게성의 노해(홍"ε'" 

성낭， 애증맞아 히간 '"씀 잉용의 순훈 추운의 우영) 등의 계갤。1 회언 부흐 

는 노얘 G 보에의 노에는 션닝응 기q랴는 노얘이다 

보헤 2-11 쇼우가츠기타해jf!'l~t:I，)[인 R긴당초사 냐'"싸.，현 1987년 수 

:응 채보는 영자에 의한 것] 

” 영웅앵^' 웅애서 응러우는 예사노얘하고 iig는 시7 가 정지기 얘응셰 갱사노.와 구a 
하기 이링다 



영， 천용용익연구의 동대표서의 와약에 {.q 연구 ~ 

가λh 쇼우가츠카타약 나니 우이시 고세"나타이나 。}오~에비 유키미나이나 

아아나에에 와려키이나아 냐 토토소에에 ~타츠니。 탓에 넨네코쇼 

n지 Ga12 녕씨， 기상의 노혜(-*ü'i!<G');jj;) 

단1 iε， 저녁을에 앙 응 경듯이 우료는 노얘 풍 보제의 노얘는 f웅 얘 우응다 

보에 2-12. 오오사우 코샤rιι*시、쩌 〔고이즈."1 '8 1%9: 기}효 연 %웅 양우 언경 l 

ε ~ (: ι ~ .t" ‘η‘ þl.; ~'f--þl 얀 n r:. 

가사 오요사우~사우 야마카라요3ε우가 튼대키아 

(13) Ga13 동식응의 }ι해@뼈a끼@η8시 

새， 꺼똥언에 욕숭아나우깨 양을 경;ι이 부프는 i애 보헤는 개똥빙에응 징낯 

얘의 ~해 

보헤 2-13. 2타루노 우ε'l\Ht<7l;!t) [인요긴급초사 나i'f(li'.R)현 19$7 션 수흑 

재보는 연자에 의한것l 



M 

7~4: 호 호 호나중코。1 앗지노이즈와 냐가。1조 콧지노이즈와 아이이조 호 호 

호타후&이 

('씨 GbOl 갱 주? 등1‘ 

마랴의 저링융 고지는 수운은 외융 .나 약속응 앙 예 하는 r유비기리(엉" 

손가악 송곳)， 등 보에흥 나라의 저링융 지유양 때 추프는 주융 노래 

보해 2-14. 샤바해.에노보에(lIY!lj(;"η1ι tt.) [민요긴공죠사 나'"“R)현 

1에'87\1 수록 채보는 영자에 의한 것] 

가샤 샤바에3우이 노보해 쿄우와 R우노Iρ「츠띠 

(15) Gb02 와라아-"L".애;b1，t> :::'!;:lij 

「와라에코토닝~Þι~:::.ε''1，라고도 〈얀다 유아등이 샤용하는 양응 가히킨다 

3 읍악젠” 있어셔의 야.f에우타 영구 옹제용과 션윷 

응악혁에 잉어서의 g 아에우야 연구는 진전('"씨우터 연구되어 왔으냐 현재까 

지도 지예한 영향응 이시고 있는 것은 고이즈미 후"1 .2.(.시、a文 "아 도쿄예승대 

학 인츄응익연구딩(종jζ애g、9ι연&즙~-k' ÒT 끼γ에 의션 3λ1연우이마 

') 고이즈，"1후이오의 응개흑 

고이즈미는 "'"년에 응완원 그의 저서 r일온저응응악의 연구 ，，(아야 고이즈 

‘ 인요~이 ε 에이스에셔는 어든융의 "" 냐이￡도*1 1;"，ι、등’‘ 주슴에 사용'Õ"f는 잉도 
.'l~잉다 



일온 진흥응。f영우악 응I씹서익 S사에에따 연구 ., 
이5μ、 .. 헤이아 힌다)에서 아라에 얀덤 1영용껴용응악의 토대'. 하였다 
학시안 고이즈，"1ξ익 약갱응 고이즈미 꺼낸도 "하었듯이 훈석에서 다룬 자표 

가 R얘띄었고 당연척아고 양도 석었cl능 것이었다[고이즈이 연 1969 악보 생 

‘m 그얘서 고이즈아는 1961년에 홍경Olüi;;)의 소용악교에서 우까휘g 선앙깐 
약 얘 재의 따-.3i!:에 셔 와라에우타을 3'A하였다 고이즈이온에서 전개의고 있는 

。l흔응 중영하기 외얘서이cf， 성제 죠샤는고이으미 연구팅의 명앤튿음용싱으표 

한 도쿄예숭대학 민속응악연구딩이 은 역양응 하였니} 이 조'1경파는 r와랴에우 

나의 연구 자li 띤 악요 인，(야하 와킥애우타용.[i"::!t~qol라 한디-)，，--서 l%'년에 

충안씩었아 조사에서 층앙까지 8년。1란 시간이 강연 것온 그 사이에 웅경의 아 

이을의 와~에우타의 개죠，'+!.l 노인들의 약각에우악 조사， 연옥 각지의 인요조 

사에도 B원둥이 관역었기 에운아 4. "'1라안딩연등의 경영응 바당으로 와라깨우 

타온은 @~대 당시의 풍경의 아아을아 융었언 노래안F용 cf루고 았응이도 용구 

하고 싱제호는 지방 아아등의 노얘나 인요? 유엉가에 이르기끼1지 시야에 당고 있 

었cf， 득히 소 }양업 응제ε 랴응용응 의.에우약 원안 아니아 민요 응 ’인용용 

。「연우의 파악지연 기조，(고이즈"1 연 l%' 자료 연 "끼1'1 되고 잉냐 

" 와라에 우아 연구에 있이서의 옹계흔과 션융영의 전깨 

와~에[우cl온 중에 서도 특히 융계흔파 션융엉은 여저히 。1을융 뛰어넙는 이은 

이 나오지 않고 았다 응제흔 온 고이즈"l~-올 앙천시킨 것ε0-S 잉층의 용깨진화 

은융 션재하고 있아 선융영응 고이Z이 연구텅의 딩연얀 고지아 등이코(+m형 

子에 의한 연구이어 코아즈이용의 응께흔」라 요강하E 있다 1δ 그래서 ~ 양g에 

사는 。1 을에 초정을 잊 유’ 깨성(썩IDl;)앙과 용시에 일은전통응악영뉘의 토대흐 

서의 와랴에 ?싸 연구의 과제틀 'ß시하고자 한다 

우션 고이즈O 성에 의하연 상 2~의 응정으a 이루어진 Z재의 응은 에의 응 

으흐종지하고， ，끼의 옹은한"→a에의 용으"'종지씬-4'[고이즈끼 "잉7: 111]는 

영칙이 았다는 깃응 지석하:il. ~4. 

“ 야지안 애 누 눈고는 %'ll이깨도 2개의 이{흐 지긍까지 와각매우양 연 r"- 를 씨에서 
도 꺼익 주% 얻용 수 .，앵 것 앤 이유는 야얘%용 고이즈씨의 씨 4 등에 의얘 

서 고이즈써ε응 초잉한 ，와 3ε@의고 "'응에도 용구야1 고이즈이후이찌 언제@ 

얘"-5' .. 셔 충안의었기 얘g끽 단순힌 요이즈이아은의 연강으호써 야에 }끼어시시 g았끼 예응 
이I↓ 우 연찌는 용에 ]애아가 진영인 선응j여이 너우냐도 3션아 것아엉기 에f에 ‘g 이의 

1ι i ’ 나 역우잉조사" 영기양 수 었였기 얘{C"l다 그갱서 옹고애서는 고지eι의 선효덩의 

재영샤도 영우에 우고 있다 



æ 

，，，응선융과 3응선융 

".셰 3ι1의 5 해늠 여" 깨의 용건 증 하나풍 선택양 얘 푸흐는 노얘이아 “도 

해나시요우까4. 가이사아노 1양우토오.，어떤 것응 고←까요 하느닝。1 시"시는 

대표과는 뜻，..라고 부프연서 슨가략으로 하나히나 용진응 가랴키고 노래가 끝날 

얘 송7↓녁이 가.킨 융건융 산쩍하는 노래야마 보에익 션융은 F아 G의 2 응으」깊 

이루어지고 있고 G호 끝나기 애운에 업직대로이나 

와라에우타ξJ예서늠 고이즈，01은융 앙션사h치고 서표 정영 2개의 응안으오 이 

루이진 션융응 씨익 옹으호 종지션아’〔고。1즈"1 인 1969 자료 원 362]고 하어 。1

드 와라에 우타의 기은으호 하4 었다 

보에 3-1. s:.히μ]샤요우카4εtlI: l. J: -) fJ'>J: [고이:이 연 ,%, 자요 연 "'1 . " ￡ 
g ‘ I~ !..t ιt' f{ ~，ιι ‘’， • 

7μ+: 도혜니 시요우카나 카"1샤아노 유우보오리 

게다가 이 3응선융응 양 자에의 액센E나 억양용 그대oè 안영 씬 션융1고아으 

이 연 ;0"θ 자요 연 "긴 임이 야예겼다 선융영의 집잉자 고시아 도이~는 다응 

과 같아 지척아고 있나 일용야의 액생브~ 고이(~!! 랙 센트이다 와랴에우약옹 

에서 조사내상인 와랴에우티누 웅경앙언2-~ 윷쇠고 있어 디냉과 걷은 핵센트의 

특갱이 보인다 

1 년 } 운정'"끼의 제1익!파 제2악의 i이가 다르냐 얘듭 응어 제1~.에 

、;으연 쩨2야용 낮그L 제”이}야 냥으언 쳐 2야응 늪이진l↑ 

ι ~l얀 낮아자연 다사는 농。P싸 앙는다 

。1 냉씨에 기-~~셔 보해 ，.，의 〈도에나시요우카내〉응 부르지 않고 연안씌으 

호 안응 작여 보에 gι2아 갇。1 완다 .에 2ι2의 가사에 g사원 기호 중 /는 운션 

의 당닥응 R능 늪온 액생브릉 [온 낮온 액센트를 의 "1얀다 f는 낮응 응에 오 

기 직전의 농응 응→융 의이영q 이 표시 뒤의 아자는 욕 응이 대어가는 것"영 

'll:% 되는띠 노얘의 션융도 반드시 웅이 내리가고 았다 역성 인째 냐(>J:)에 애 

당하는 G옹은 의운영。171 얘운에 응이 :강아지고 있다 아지”으'1 i:'l(~)에 해딩하 



얀온 진용응익앤구의 ~，얘오서 의 '4'*에우타 연구 ., 
는 응은 강조되어서 애의척으로 용이 i아지고 았다 

l;l.ej) 3,2, 2웅션융 ~에니시요우까나εtl!:::l-J: 7i.>'~ [고。1즈이 연 1969 자효 

연 ，~능 인우 연경l 

.,‘’ 
,,,‘ ni / ,hi "" "" 찌/k.o mi ,. "'" no/ y< . 'õ r;: 

“ " '" ,. t-l ",. L L ,. 11 Hl (-,,,, 

‘l “ ’‘1 

。1러한 낭악의 액샌드용 가장 7J~ε앙으표써 응악직 인 효헌에 조긍 너 진화한 

것이 3응 선융이다 보에 "옹 보혜 3-1 <.';Õ에나시요우카내까 3응 션응혀-(Jt) 

강예다 

보에 ，.，파간은 3응신융은‘서흐 갱영 3깨의 응0'으로 이루어지 션융용 가운 

대 용에서 융낭다 능 엄찍응 가친다 보에 ，.，에서는 3응 션을아 음악적인 종지 

형의 역힐은 하고 있약 4스정쩌의 유{.， 퇴ξ) 혀(0， 의 ￥강웅 와주시기 아 

깐다 A응 에 해양하늠 토iε)는 잉인3석으호 앙%-<;~언 농응 익씨브릉 가 ”나 2-& 

선융이'1l ~ε꺼1는 C응이 해당의았지안， 이 G응융 A응으호 등어 흩려 일나 F 

응까져 내려7~ <'l( 이옹 강」조하기 때g애 G응으3응 용라가있다 A_F_G아는 읍형 

에 의해서， 낭악의 액센트가 Z응선융보냐 7。5ι히 잉얀 야니라， 응악져으효도 종 

X밍~% 강조〔고이즈미 연 1969 지}효 용1: 42끼한 션용형응 이f고 있다 

iι예 3-3. 3용선융 오헤아니샤요*서키나εtH::Lι -) 1)'"'. .. [피아즈001 (! 1969 7} 

R 연 eo，응 잉푸 연정] 

’‘ J,1r 
c‘아 ηg 

「←←-기 

’ .. 



m 

'1 대트아코드아흔으g의 전개 
3융정융애서도세 연찌 응。1 중잉응 G에 대，è껴 완갱 4도아애애 니아날경우 

가갔다 

보헤 '"ι1 아」응하나온꺼 이 토Pδ"仁:ι，，^， 'ε 1고아으이 연 1M 앙보 연 
"응 잉우 연정〕 

“’‘~!;::양써ι .,“‘'" f,'‘5 석; 
; ..,,.,“ ….ι &’‘” “‘ .- , “ 。 .• ι 

기애 아g하니 은때이토 콘l에아토아 아"'이 아이이아오사호우 요사토우외시로이 

시호아야 우사기 우사기아 히써우 하내후와}이 노。1의이카이 

야? 이 와호우a커 호우즈키의나추 나우와오냐라 요나라.Q}쿠사이 

우사이와웅쿄 웅코외져。'1-"01 "1아오이약아냐냐 아'+나약타커}아 

타"이와쥬우니"이 휴우냐γ 。 1 "\-:i!아이 코의}아와오"bO 요바케，~↑에풍 

커애루와덴기 앤키야에R뉴F 히카루~Iι。F지노능4제。}타"' 

[~이즈미 연 1969 악보 연 "응 언부 연경l 

보헤 '+1은 영상영(i!it!.l~이의 끝앙에기 노해이다 "에는 것 어려 부훈샘이여 

나이시는 생약티어 있기 에운애 lι얘 아해얘 았는 가사의 운훈응 .주시기 바안 

다 형사땅은당다{Oι‘、 ε-) 1 1.11 ‘l 단것용설양(1t，、"“”’ r파같 

이 낭양융 이어가연서 아지악에 빛니는 것응 아에 지의 대어 i{('/{:.?;. litlt:.è01.i 

Ii'l뼈 호 '[j-\-H:õ- 노예。1다 

보에 "의 3응선융파는 연리 세 번째 응이 야예의 D{:에 놓역 있아 야 E응 

으오 션용의 종지 가 가 ;아게 되어 있기 얘푼에 앞션 3응선융 보다 옥강한 션융 

이 형 성원다 고이즈미온에 의하연 0\러한 8선 A도악 동옹 영용의 션동용익악 

특징。1다 고이즈t↑용의 용계c응 당려 ‘애드라~드 이은 이라고도 융려는 것서 

염 영솥에 아갱 ‘도의 용응 형성하는 응。1 중요한 영안응 한다 아러한 6능온 

안정원 응j뜨효 종 ”용의 역양응 하기도 한다 얘문에 핵。1 와는 <셔려운 옷으~ 

t찌응(Ü-â-)이아고 앙니} 이에 대하Pι 양딴의 핵응에 낀 6옹 비쿄적 흥안정징 용 

이기 얘운에 중간잉'I'~~융)아아고 한다 을얀정5 기는 건'}L} 에트라E드。\~옹 



일정 전용음익연 T의 토얘효서의 와랴에우타 연푸 n 

에 응 중긴용의 위치에 ~라 4종휴효 운유형 수 있다 보에 3+'는 핵융 D의 단 

3도 위예 중간응 F응 '1친 태E라E드이며 인요에서 흔히 용 수 있기 얘문에 인 

R터1딛라코드 약고 용여코 있다[:;:J. "1즈이 연 1969 자요 연 363-364] 

보에 3-4-~ι 인요태트라E드(R~T r '7:::1 Jι 1')[고이즈미 연 ''" 악보 연 "용 
일부연경l 

o‘ ’ I'IW' il' ’Jù"' .. t.;, "'~ ""'" 
1165 I!\， 'ft :<ittψ 1'1" 1llAok .. "‘ iato"",<i." .. ,,,., 

3 m": :l.finor Third 

。1에 대δ앤 중성응 G의 싼전 4도 외에 액-8- ot 냐나냐서 완신 4오의 퉁융 
안드는경우도있다 

보에 >sα의 ~애는 G옹괴} 위의 C응이 완강 45'..91 틀융 ιJ등1 있고 A응이 

중간응이 와1 았다 보에 3-5-2의 핵응 C와강간응 A는 장 2도의 판게야나 이 

를 융">l대E아코드라고 한냐 융(정 이안 증욱에서 잉용으호 ι애 정에 정애 

진 용꺼명의 하cl이 며 거기서 유얘하고 있'H고아Z마 인 196<; 자료 연 "'1 

보해 '''' 우，우야아i 냐거토~1 5!l-(tnJ.: J 山~'，ε.;;Il) [고이즈마 연 '" 

자.~ 연 , .. 듣 영쭈 연경} 

." 。，~， & 
", ‘<t' 

* r ~ ~" 얀 n ι ‘, , 
가사 우코f야아노 니~I토리와 주우추우보리가이 오스도려 '1이 

겐4‘F호우l 이야세 산지사 강자시 오앗에이하 생략) 

보예 '''' 유에드라，드(훔Tr7그)ν V) r고。l즈이 영 '''" 자료 씬 , .. 늘 
잊부 연정] 



n 

.. " 
MajorSeco여 

보해 3•-5-1.'>. 을아가서 냥당의 애샌드와 예죠히l연 C응파 C옹에 애당의는 냥양 

의 꼬거얘샌프는 다프다 즉， 낱양의 얘앤드에 얘프지 않용으s써 보다 융악적얀 

효견이 기능혀졌다고 할 수 있융 것이대 

게다가 위 아애 끔 푸웅익 에옹이 깅해 지 연 G응융 중싱으cè 안 오상이 우너 

져 선윷 속에'"의 증」이 생긴다 

보에 %응 영8에서 가장 년" 양려진 ，)강기(고오히우ε，)이다 아이을의 놀 

아노해는 아"'1 에운에 영일히 아지언 야랴에우타는 아니지얀 척당션 사헤 가 

없기 얘운에 다쭈기호 에}였다 G용응 옹유하고 아얘용에 D-E-G, 워용에 G-A•C 

g 다 융태트라코드가 형성외어 있q 이 노해는 상안<.용이 G ι:~ 애드려코 

드 흥이여 중싱 t~은 G응이지안 ，)단이 의연 D-E-G 의 에트다_.'i!드 용에서 중싱 

응이 。료 이용하고 잉q 

보에 % 코오이우 씨子양'Il)[고이즈미 연 1969 자효 떤 '"응 잉우 변경l 

•• 

‘ ’>"'- , 
“…’“ 

가시 엔넨코호랴요 오요호리요 "우야'. 요아E다 넨 1시냐 

중싱응。1 ，개가 되는 경우는 와각얘우타보다 어응을의 인요에 않온 사에융 양 

경안 수 .다 보예 ，-，은 와주시기 아안다 이 노얘는 D.F→G익 인요에드아코드 

외에 A-C-D의 인요 테드라코드가 풍여있다 ".에 %의 코오"우타에서는 2개 

의 대E아코드에 공유 . .'il는 응이 있었으나t 보에 "에서는 헤드라코드의 응이 공 

유되시 양는q. 아 예는 어흔득의 인요。 서 는 E융지 앙으냐 와야에우아온의 조 

λ}에 서τ 나오지 않았언 응제구조아다 



인온 천용유악연구의 토얘!;èAl의 와라에?아 연우 " 

호헤 3μ7. ;>1소부시이木"'" [고。1즈이 연 1969 자~ 연 373융 영푸 연경l 

." 
費뿔 

l잉". >" 0 ,," ,. "，.，.. ι~ι… 

•• 
가사 카소노"나카노야상 키소노우타기 난지랴흐이 

나츠에요샤우이 요。1요。j요이(이'[ 갱역) 

4 와랴에우다 연구의 파쩨 

지금까지 와야에우타용얘 았어서의 응제은과 선융업융 진회나흔?적으표 아주어 

보았다 -;?o1 띤화흔아~ 앙응 A냉녕지얀 약。1융의 노해에시 어S들의 노얘가 

생겨났다고쟁"[하는것응아니다 오S 려 나는 냥~:、의 액센E에서 그것융초영 

한 응악갱 .. 현잉g의 이용징인 친화흔으증셔 다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진화S에서 잊 수 있는 것온 시입틀은 노얘흥 안틀 애 자신의 성갱이냐 감 

갱융 보다 셔 표현하기 엮해서 우영을 하고 있느냐이다 명소우터 아이등응 닝잉 

에 성융올 갱가해lι거나 아는 노래의 션융이나 가샤릉 B태연셔 농강 한다 아이 

응온 얘잉 얘일 노래 ‘F득기올 실천얘 온 것이다 아랴애우，'"는 노얘를 생각얘대 

는 또는 노해증 안느는 살아있는 사헤이다 이러한 '.'1:.정에서 아라에우악응 운씌 

，;겨 앤리을 추총하기 외영 이흔으로서 응계친화흔융 재정토S셔 당천시킹 앤요 

가있다고안수있융것이다 

λt .... H킹." 

인요데이터에이스의 운용익 써우객 λ}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표되지 않았 

으냐， o[언에 얀요예이터에이스 작성시엽의 .표져인 고지 아오이~ 선생닝의 호 



" 
의 역ξ에 와라깨우야의 우응융 꽁개영 수 g 었다 고치아선생닝깨 깅P+의 p、옹 
드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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