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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is a study of the mU5kal characteristics of Ban Chinese childreli's 

songs known a8 erge (5t.l!l:.). The erge genre consists of orge sung by 

children and y"""rge (*ll'.liJ,.~, [or] luUaby. 

Erge is it kind of m;"ge (.R::J!;J.- Or folksong. Studies reveal it has an 

abundance of local characteristics not only influenced by language, customs, 

and geographical designations but also by music. The DWision '''10 ,;w;isecaiqu 

(j!iJIXMIffJ of the HIlfI CMfti!Se &tee Mi!@', by Miaojing (tin,',) and 

Qiaoiian~hong (i9ift'-l'), said it consisted of 11 recognized chara<:teristics. So, 
following this idea, tlili; study examines musical chamcteristics ~uch as song 

type, tonal range, cadence, mooe and meter. 

In the ca~ of meter, the songs are primarily in '2/4 but there are also 

instances of 4/4 and 3/4 and of hcmiola (2/4 and 3/4) rhythms. Sometimes 

we also see 5/4 or 5/8, but rarely witness a free-meter in tlili; genre. 

Modes {Quid be discussed in t~rms of Chinese minge which has a formal 

modal system consisting of s.note_modes, 6-note-modes, and 7-note-mod<1S. 



But I disroveTed some erge with 2, 3 or 4-note·modes. Although !heTe is 

little published evidence to attest to this, my understanding.. based on my 

research, is that application of melody i. related to an application of local 

mode. Range mostly is within an octave but this also differs according to 

location. 

There have been no in_depth studies of Chinese erge. But Chinese 

muSioologists recognize !he importance of erge for studying the origins of 

Chinese minge. Thus, T anticipate future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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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리양 

= 국은 "개의 인측ε나효 구생원 니인족(용R.1tI!) 국가。1 <1. 익증애서 한족 

'0 (iD)응 인구의 대쭈운융자지하I 있으머， 오생 역사용안다양영 민가 
(K:jt, 우리의 민요에 해당)융 천승하1 았다 중국의 인가 응에는 우리의 전얘옹 

요에 혜영하는 아가(Rl!t 가 있으 •• 아러한 아가능 앵정구역상 4개 '1 직장사 22 
개의 생 5개의 자치구 2깨의 득연사치구1에 얘당하는 잉은 영도틀 가지고 있는 

중국 옷곳에서 오두 전승되고 있다 

웅국에서 아가는 중국 인가휘 영용으효 용요~lit쩌， 소아-71-{小R，"" 용으a도 

율리고 있다 r중앙얘액파션서 응악 우도끼어，~λRγ仁소영 휴잊 ’‘III 애 서는 
。}가즐 내용과 쓰잉 ’응 따라 서시서정성(ft휩{얘Mi) o}7}, 교회성"ι*양) 아 

가 유직성(H에 아가 세 까지호 용유-.-r:고 있으며 가사 부용에시는 아가 가싸 

의 이구는 간약히내， 언어는 생용양이 느껴진다고 소깨야고 ~'C~. 7Pt의 자수 애 

서는 일안척으5'. 7지구(추에 5자구 3자구 동아 았고 &우(성1. ，구호 씬 옥아 

영 얘는 보홍 두 개9-] 3자구료 곡。1 시작완다고 보고 잉다 또한 。}가의 각조능 

가사의 언어생소와 려등과의 긴영한 관게등 가지는 응송성 ‘'i~iIítt:) →조와 선융 

j 증작 정￥는 C잉앙융 z 갱찌 싱으초 강주히'0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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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 ν셔요 

'"'구 하 g상 상 생 
셔주구 성서상~" 것혜성 

‘S육구 요녕깅 잉녕상 용용강 S 

ii용구 l 강쇼성 정깅성 안회~à 7J-_서성 경갱생 산용상 

용닝구 l' 냥성 3 북성 i냥성 양웅성 a 냥J잉 

셔냥구 1 사전성 g양성 뀌주성 

성이 비쿄척 강조띄는 가광셈!jtU1l1'l:1 극죠9. ~누아 융 수 있냐고 한냐: 

이 '1한아"가 중국내 인가에서 중요한 위시틀 자끼하고는 있이도 이에 애한 

응악척인 영구가 중국 내에서 않아 이루어지 않온 것온 사성이라 얀 수 있다 최 

근 양앵연 '," 애기 중국용약사논연구운연중흑 중국전용성~l'원 중국인강?덕 

('" 히)，ρσtH;~ ψ생풍좋￠ii쩌jE::tttii;j~ .p~ílWG~~:& "'~RrJJ:II:뻐(上 

γ))에서는 아가와 완련원 전문적인 는응이 한 연도 소 R되어 있지 앙다는 시경 

얀 "져도 이러한 상양웅 얄 수 있다3 

。}가가 증국 내에서 용걱걱으호 깨갱원 것은 r중국인간기극입성，(니~m""ru'~J，: 

•• βi 이하 갱성)의 앙강 사업과 정꺼이다 장성에는 냐양한 인가 훈휴가 소개 
에이 잉으며 그 중에 아가가 중국 민가의 한 용류g 소재이" 각 지역 아가의 

악보가 기옥이었다 

용 영구얘서는 중국 민가의 하냐인 아가을 응악척으로 상펴보고자 하었다 중 

국 대 아가에 대한 e악지 외치응 정정하기 워해서 언저 인，) 판연 단행본l까 깅 

성에 소개 원 아가에 대깐 내용융 정여"껴 중극 내 아，)에 대안 응악석 판경응 

상펴보~. 정생에 지역영표 수록딩 아가의 응약2억 득J잉응 깅"하고자 히R경마‘ 중 

"셔'"大F‘fi-';!i 긍훗 JlII'iù(~~끼 이P 쩌*"E"H~"':II!fi‘:t. 1989), 161~' 아7)(WI<) 성영 
양~ 

’ '20!ι~ 이l!Il-g llt'ε.-iffl'Jb<:t~ <Þm에I1CJIl!;>ü <j>!!;lRr.mil!r(l: 下)，(~~i，‘ AJ>:* 
￥til1iill， 200히 강조 외 저셔는 2000\'!까q의 8 ‘a ，，'서 잉 ;εg 조사 자효이에 히근까지 
도 아7에 내힌 셰재야언 웅익각 웅석 응g에 얻g히지 잉〈온상항이， 

‘ 민가'"응 오‘「 증‘1익었j으나 영자가 잉수하지 웃한 것도 잉C↓ 아킥서 션싱， 안왜 양 
‘9 응냥 지역의 아가익 경우 。" 인"에 안타?↑깨도 갱이하지 옷찌"" 



상국 얻"..， 전얘용iι 。þl{5tl!l 에 얘한 응각셔 고장 " 

연응 용연(총지응ι 용으ζ지 악X 동융 정익아여 1i~ 작성하여 보얀다j 그리고 

대R석인 아-71-'를 션택하여 용악척으표 강석하기도 하였01 

2 중학 애 아가의 용악쳐 >，워 

”인가증아가익해지 

인 h드 인요등 뜻한다 중국 한옥의 인가호는 응악의 외우 영얘냐 리등 흑칭으 

로옹유해보번 Þ.}(tIt子，.0산객띠에j7 소조("혜 8 동 37}'이호 용유항수 있다 

이라싼 훈유영은 ，~애기 "'"대 앙예 형성딩 깃으으 온다 

이려한 상훈휴 새제는 '"년얘 양까지 꾸준히 사용의었는ιl 끼O 웅대 앙푸1더 인 

가 강홉응 에운화영 영요생이 찌기외었고 정성 "약견에서는 호자 산가， 전가 

(쩌gι 퉁가h않~.9 소ζ 용손가(E“ìI-:Ð;j，1O ot71 생용웅소 는cfli'률~)의 8가지 

‘ 는용에서 가공 쩌성에서 용"1"il 깨에 언긍정 .'1-운용 그얘i 앤1 하잉다 히지안 응끼격에 
애한 용깅걱아 i의등 인영하지 앙，\，，"，<11. 그 이용ε 잉자가 정리한 요에 오응 출연융융 " 
우 애시 #었기 얘운야껴 .를 보연 용역이 어인지ξ 양 수 잉오‘ t，'었다 

6 호셔t ’i용.자아l오 하는". 노g셔U서 잉죠야거나 지여δ 기 에히여 상재 ‘으효 사용 

하는 영"의 민요이q， g;씨씌 lii써는 ε허:/U).lι:<1-， ;nJ(.:L허i ’} ￥‘1{$!'l>)..i7f， 션약 
''''''호가 중<1 있다 얀~v.1'근 우꺼~，..에응 이동양 U얘 ’에꺼잉 노옹에셔 사용야t 것 
이 잉야적이애 캉갱i자는 영온옹 하7 냐 얘늬용 히 드 웅 잉융 앙 때 사용하는 i자이， 

농사1시hε 잉 그 대호 농엉노'i-~시 사용히R는 가정이아 @ 수 았아 션이，지벼 수ε 고가 
장이 뱃영 중에 샤용하는 노얘Z시 노웅i자 H서 가""이 요이- 얀a이아 

? 산"는 주ζ 갔 ""샤 ￥eι 노해이，. 농R 요;서이~~잉히며 그 약즈기가 2 유용.:;l. fc 
•• 특깅융 ~t71는 만시듀 융악이q 씨갱웅 갚구하거냐 고낭스허응 생양에 얘언 힌한 중웅 
양TI 있는 샤〉ι능 .웅 에 가지호 나누어 을 수 잉 q 씨호 안낀)“1안 '1. 전잉1.쩌 t!-71 
.εiiM앙)가 그것인에 잉안산7는 진쥬 지구얘 잉씩 에지? 는 성ξ，.ι) 지냉의 〈신밍‘유〉 

(띄죄찌， 산이0씨'" ‘” 이라 치억. 성서@‘써) 용푸 가역에서 션승야는 〈신역켜ψ 이L 강 
i 정‘’ 영하 잉υ써에서 건승에는 ~*l<i1t5/.ι 그히고 갱4 λH! 웅양 웅지에셔 천승혀‘ 
갱강싱가 시갱앙71-. ~냥산가 응이 *' ’l양깐가는 놓엉i옹에서 λ"히는 신 F이나 융사 
호j 아" 다으찌 i二옹의 강" 속도 아 f의 한애를 안씨 g는 노에를 양한다 잉욕스t기늪 -‘ 

:‘4" 선。}에서 노동양 에 가족용 ξ기나 운당õj..:，이 ‘}요는 상'1등 양.'ι 
i 스조는 소'"↓띠0이샤오 하고 속 1 δ. 。 이!-.íL'iO 하는 인가오서 '8i!4서 .. 히손 , 

자q 신기와는 당" 성센여@이나 오시에서 %이 연잉되는 、i얘이애 소죠는 주". {}{I-~ 

κ)1ll\#/j， 요>}(it뻐l 사""껴 세 부유， 나누기오 한q 용양조〈에 아7까 능이 앙나 옹. 

조논 얘져(f1Jl!q， J“”“:l;!;1i\써)， if에오'ífJ1j~:m 잊 풍속에상얘서 샤%셔을"’s 잉"다 
’ 응가는 용죠，0찌악도도 아늪에 애혜를 앗이하기냐 영겐이 의E 퉁이 ‘r혀진 거의를 

여아 기우나 상기 용응 ε잉@ 때 노씨등 쭈르는' •• 이허언 에에 꾸E는 노얘응 농기하i 한 

rι 호욕 지역에셔는 。 야 @ 영어를 양융-이 " 엉다고 @이 



" 
::t류가 시용되었약 H 그에나 갱성에서 E두 8가끼 운휴잉융 λ용한 저은 아니었 

다 집성 경링킹에서는 호자 소조 우가 i'!!-l!l;) 아7h 생강응초의 5가지 용류업응 
새용하고 있다 H 아양듯 증굿의 인가 용휴는 o}끼까지 용역영 체제릉 형성한 것 

온 아니지 안1 김성 사엽이 진앵와연시 확상하재 아가능 인가의 한 운‘'" 운 웅되 

기 샤작했다n 

중국 인가와 관련원 여이 단앵용은층안한 주갱갱"잉웅m응 I@국인가에승홍 

씨"얘R.:tt앙얘". 에서 한 응의 인가 에개콩 호지얘子L 산써미i서 소소”‘ 

쩌흐 나누l 소조에 아가 i고꺼해종뼈 갱?써앙쩌‘ 생한7\{.1õi효~j， 회유'j 

(연;Jt:tJ;) 선인개:m'.R.1Æl;)가 있다고 훈용한다“ 강，，')ε(江.RW-)응 I한족인가 흔l 

(jié;~.R，:jj;뺑a꺼에시 소조를 O.장죠 요곡'，" 시조165'. 푼쥬허}였고 응창조(~Pl\띠) 

에는 아가 요아7t(i$ffi:It)(ll>ti뻐L 극조"찌L 、%ζU앙ιii~씨， 규애조'"양쩌 
앗 g속의식 중 ξ장.~가 았나고 하였마" 

‘ g캉의식 증에 ’으는 노얘든 응옥가라 젠다 에!>. ~l꺼얘$:\l:)， 족에7f(1i\'.p:;jl;)，상 
^'끼...， 용추흐지〈뼈!~lIH-) 잊 선개”‘” 둥이 있다 
” 얘;!'J~roWI애#liK. ~이[융 •• “~-，Ht， t‘r ll!lRfJj(t써 •• 얘 "^，土 Tj,(tr:* λ 

R<i홍씨"" ↓%에 
" '21}싹~.엉응잊어UilJf'ktiWm '1'댐예.흩4li'l\ <l'，잉윈잉@쩌(上 下)씨~t)f，: ^야 S 

~-1Il1fu:l 200s), 3“5육 
" !"IDtJ'j의 셔'"생 쨌 거양에 따ξ언 용요는 *써 셔한 푼휴” ‘\lJli 

잊 ，α와 .에 구를지어깐다 성인요인 푸R아 냥요와 "르세 응요는 아이응이 원는 노예 
응 .. 아이? 아이율이 역다극 노.~이냐 의셔이 일a엉끼 에운끼 유역요.\ 에기，，-~니"""거‘ 
인이 잉<1-;il. .\!.:it 잉야 늘이 며 성이옹 에안 를가걷싼 얘용안을 지니고 있어 단순tι}끄 용 

수 있e、ι 1m"가 얘루용이 에 샤，.엔가아 IIkl!llml\7l 있으" 생얻강션의 노얘아기 보 
다는 사용에 여한 찬퍼에 그i 는 징우가 잉아고 얻Iι ~J'j익 "'1'~K>1t ~Mιl켜 方tt
i<ir," '<j>I!!lIX!잉mJb(한국증응악피 ， 19M)， Vol. ~ Nα 1. 17똥 

이 m:r 1;1;', r <p kl!1(<i\:UiIIitIj;;, (:t:.ll(: αi'!iiXtftll ffi:ιι '"" 앙조 
t 요곡-( ... ~이용 용캉죠，다 예숭걱 .석으~ 망션힌 노얘~서 연직이 0; , 악g의 구죠가 

H) .iil적 잉상하고 그 아등이 야요석 f직직인 i예를 잊"" 요7\(1ffi). 갱，'""" 생M 

(초(o:jl:) 용의 노.가 있다 

” 시갚 인가 증씨 에응 영사야 써 유엉적이고 뺑 ι예응 ‘*씬다 앤안꺼으도 
시ξ융 노얘얻 I이는 기익 안주.\ 동안인다 이야한 생겨 예운에 웅웅 씨'J 이극。'" 영장에 

시 이응 흘수히석 사용이기도 정" 이히한 시조는 비교각 i요아 것ξ'-". <영상녀조꺼;;;t:"!I; 
껴j .• 져~!:14-조 •• π켜) •• 잉여Þ(M‘이 〈옹뉴사죠>(~SIEt잉’ 〈우서경Þ(:I!!;}Il영" 

〈이아냥i오=0ιAA~i\lI)> "수셔오조'"’”“1rii\'!)， <, 억b(ftft’1)， ~갱단교조 "". 
g 퉁이 있다 

" iTIT;ii, 'æ!!li)>;~t~_끼上~J:파승잊씨It!ili. WM} '<f_쪼 



증악 한!4，{g!，~) 정해승.ll.. oþ1í융:l!l;)에 대안 응악껴 I창 ~ 

2) 아가의 각지역적 분휴 

양서 r증국대 찌야천서 용악 우도서”‘생大-gfνξ용 *" ’‘뼈예 소개원 아 
가의 3륜흩 소재 안 아 잉다 아가의 얘용파 쓰인재릉 아파 서사서갱성 없￥Htll 

f셔 아가 쿄회성(litlt#잉 아가 유희성(Ht디 아가 세 가지호 g류하고 있있는 

데 깅성에서는 아가외 운유릉 얘우 다양카게 소깨야고 있다 

갱생 정캉깅애서는 。νK""" 를 소아가(스!;)lW;) 유아가-(~Q~이1 잊 요아-71{JSí 

%에호 구운얀다 소아가능 주요g재 농옹 。ν뚱득이 진얘m'이F에서 앙옥껴에 

양 예 우흐는 산71{1l1lP:)를 인!하는 저으로 〈앙우호성>(ñk4Df-찌 〈때산가끼씬山 

았)， <투싱가꺼R山=iJ..1， <Pl-'안7þ(J'g미씨 〈당，)이li!ìl;)， <포가>(-얘:i'di:)， <해가이용 

에0， <익까 "'" 용이 있'" 유아가는 야융 시기 。1진의 아웅이 어흔을에서 얘 
우는 노해ζ 신구융양(f;릅니앙찌 히F는 요래‘ •• )융 앙안다 요아가는 대인이 아 

아틀 찌우논 거냐 힘써 놀리는 소리는 얀션다고 한다 % 

집성 영"견에서는 아기(감t 를 두 ，"표 훈류한다 하냐는 애용에끼 지도하 

여 노얘 우E깨 하는 것으로 이동 생광의 경연와 아옹에 대얘서 끼g 교육옹 하 

는 노해인께 이러한 노래의 가시는 간경하며 응조가 유깜하며 리등이 영애하 

'" 각조가 언어의 응죠와 유사a셔， 노얘 부프，) 쉬운 특징S 가지고 았다고 한 

대 다응 하냐는 양어니냐 어어니가 아기응 재우기 외하여 우흐는 요캄7t(mni'di:) 

가 있다 깅제 생용 응에서 이칙한 우 종유의 노얘는 훈간해서 상쩌"기 어려운 

징이 ‘ 으여‘ 이응둥이 아기를 장재웅 때 부i는 노래 또한 자신이 。1였응 얘 항 

어냐나 어어니에게서 애운 아가일 정우，) 앙아 영，) 한촉 시깅1에 천송되 는 전예 

용요능 비흑 수가 직자 양으나 대부i 낭송식의 ‘순구휴α'0때의 경우가 앙 

'" 극긍릉지닌 것은얘우 객은 루훈윤까지한다 선해용요 ;이는 일우 아동유 

회틀시년지이 있다고한다’ 

심생 호북권에서는 아가「응 어언이듀。1 7l--Ĵ의 생용 정칙 등응 인영하는 }ι쩌 

랴 소개하고， 아기에는 아가와 용요 우 가지가 있다고 한다 야가운 영，<l-걱으오 

부오호푸터 학숭원 노얘이며1 아란이를이 서오 애"주기도 한다 아가에서 안영 

하는 재료호는 아중등。1 웅히 인삭아.:;!. 01애깐 수 있는 인외에 한정되는써l 어경 

이용 교옥.'ÕH드 에 있어 아원이등에게 사융 능력융 제밍b하고1 이란이를의 사융응 

이 t쨌 i*I'ε i없g ’m빼야 M갱，(~t이 "뼈 

'M.-, 199.기 566~. 
L’ r‘F명R때 •• 잊J&.Ií!Jt’)， ‘” 쫓Jl.fr. '이댐 .，잉:ft!l!i!f;!iI\ .1í!J:fl)\J어t .• ε AfiO,,-;.I!;al 

l;!ili. 199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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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드 능셔융재고해’는 에 은 작용윤한마 아가의 7μ↓는 생용강。1 잊고， 

잉에 장 익으여，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아가의 옥조아 응 용은 영고， 용역은 g지 

않다 아가의 연강 형식은 옥양이 잉으며 영운영업 영식의 대앙도 존재안다 동 

요표 아가유회가는 유펴용 하연서 우E는 노래이다 유예가는 오두 τ} 아흐며 

정주의 도약이 있다 이이듣。1 -l'r희허Rε 속도와 관연아 있다 노얘 가사는 유회 

와 관련원 가사즐 쓴냐고 강나" 

입성 히}냥견애서는 아7덩 인잔 아용능。l 연캉~}는 혹은 。}용을에게 들역주는 

일종의 인7tse. 션영한다 연만2킥으호 아아듀。1 ';;'01를 양 얘 구프는에. <약두각P 

'"효여). <악소투 ”“싸효)， <악피우얘èllr성<)， <곤갱힌>(iJ'{~， <:샤액'.1>(한$ 

& 용이 있q 이용응이 유펴응 할 예는 수는 잉정지 않옹t끼 예푸운 갱씨활용 

혹은 한 썽L응 이루이 서흐 겨용 0얘， 노얘흥 우E연셔 충응 추가도 싼다 아가 중 

일층은 경오응。1 아。1ε& 에.고 유킥틀 하거냐 혹은 아。1등 재웅 얘 부프'1도 

하는데 최연곡'(/mm빼 보때아수가R('I'UHt.DÜ'T) 강옹 각이 았다n 

갱성 강서킨에는 아y나증 디나*과 갇이 소개')고 잉다 이 지역에는 엉유아시기， 

어어니냐 이흔이 용러주는 아가가 있다 요아개*R">는 요라파{~~쩌 요상 

cmæ)을 흔등어 주거나 증에 안고 흔등어 영유이용 재우는 노얘이다 두아7f(f.!i 

"" 는 어릉。1 이껴틀 어를 얘 부으는 노래。1다 ιF용파 유아가 루프거나 유희 

을 안 에 J영프는 아가가 있마 용요~1[Uó)는 간단정 응소와 "응용 가진 아가이 

다 수자개&즉"잉" 산냐가(~왔잉치료 〈수타다시~~， <Et각1타>(π"찌 둥이 

있다 이이개용응S찌， 1。r여개표3t:jl;)가 등이 τ1 잊다E 엔아깅 

이처링 아가능 지역에 따라 다양하깨 푼*외고 잉다 야지안 기용적으료 잉사 

에 따g써 아옹 스스g 푸E는아가와아응이 ￥E는아가표니능 수있으여 。}

동 스스호 우프는 노애 증애는 유혀가 있는지에 따랴 노애를 나누어 올 수도 있 

었다 아에 여러 운언에 소깨원 아가의 푼츄즐 정 '1해 보앙다 

’ ''1'Iôlf\j l]:il:aB’'" 쩌:I!;<l'， lfi4-tiatt '</>I!lIR1i잉:ll;aalf;Jû; . 1Mι:oû(上，(끼tJi; ， AR;증 
잊1lJMill.， 100어 “욕 

j • f얘없뼈J1i;.;;;r야j ‘’없*. '<ÞOll!i!!.ll;ftrtlJJj:,JÆ "1"셔C하~tf，(: 이P뼈 
ιpι m이 H~약 

o ，니씨1'!'l00'，w;써 •• 江.’‘， •• 양fHt， ''I'mIu.에 •• ’‘.J!j;. 1Iil!il'!o.ι~t...-， "'~BN 
.ι 1’%) 없 



중국 안"ι" 갱얘옹fζ 。lνl(.~l\I( 에 예한 융악셔 고정 % 

<lI: 2) í!!-루 동연(앙앙 '"' 상 이가예 '" 

충지 분유가용 ’쥬 

r캉국대액과천 애용4 
셔 'f새생정(였양Hf，원용 。}가 

요회생'"ι용샘타 악가 셔 윤악 꾸도」 i스덩셰 
유회성(앓없f티 아가 

소아7l(y50~ 
주요하. 농촌 .p용을.， 천Ql{EIl'})에서 방 

적flø.t야항 예 부g는 산'I(Wtl:) 

정생 정강권 'f쌍 "장 
유‘νh’''"'' 

짝융 시71 ~I갱획 e심종^， 애흔을빼서 빼우는 
빛 쓰잉，. 노~，ζ 신구용흥‘f읍 rl I!!)ôj)하능 요확(;:0‘~ 

./I.oj-?/{I.tRÆ앙 
"언이 아야뜯 찌우는 거나 함쩌 놓려는 소 

이 

@댐에계 치도.，여 노쩨부g케 하늦 것으로 0)-:웅 생lca] 정취 

ι잉생 영하건 가깡대상 
<4 Ot-'ii‘에 대혜서 계용 교육융 하욕 노쩌 

요랍1l(J1훌~1 할매4냐 에"냐가 아기흘 채우·기 원하여 부 
E는노빼 

정생 3ε확권 
얘용잉 아가 혈~쩍~료 부 _'i!...".Jf'-~1 쩍양횡 c. 
휴회 에부 똥요~oÞf흉회요) 아가유쩍'f는 용쳐흘 하앤셔 부，는 노얘 

깅 8 야녕켠 
애용및 。"←.，요 
가창때쌍 부y，당" 아이와 휴쳐하거냐 채 응해 부깅는 노') 

요아，.，홈." 
’ 영양아사7) ， 0) 어.，나 어릎이 흘에주는 아，) 

1꺼 용‘ 
우아'K힐}짧j 

상생 강서권 가쟁대생， 용요(회g없깅’ 

4ε，"J셰 산샤7l(W1lt:‘~ 。F용파 유-<>f7/- 부르거냐 유회용 항 • 부‘g 

^, 에 71-(遊훌예썼젊$이.， ‘능아져 
유회'K 

3 중국 아가의 융악쩍 검토 

주셔'"생용치， 정경촉r<<T예익 “논인간갱용아-71객 지역특킥"(，tlJ곳왜~n 

W:it'J t어''''ß 애 따프연 아가의 씨역 튼껴은 영언의 샤용강 지역 득유의 생환 
tf :, 시역 특유의 지영상 지역쿠 동유의 사용 중 냐타낭다겨 보고 있"잉 이와 

같아 아가익 언어2애인 걱언에서 중국 아가의 지역직인 증"'웅 산여용 수 잉으". 

" .I\l;lfl;, liIT!i. ~r;:;에에.l!(.R.'itú'J lI'!.I&U-ι ’f'flIØ;'1f.l'f. ’우’양-ifu(~~’‘!이，. 1<=, 져1?1 ，6!>-? 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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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용여 응약상 나타나는 지역척 특정윤 고역에R시 중국 아가릉 상여을 수 

도있용것이다 

잉생 "북킨에서능 。 가익 옹악작 륙갱융 간확야깨 소개하고 잉는t껴 곡조에 

있어서 그 특정응 갱각양 인하다 “。냉의 노얘 응조는 당지의 연가의 곡조의 용 

전히 영씨칭아 앙지 조긍 당순창며 응역"1 .지 앙용 연，**，’각는 소얘의 긍얘 

서 양 수 았듯아 중국 인가아 지역칙 득갱이 의로 아가에서E 석용되는 것융 양 

수 있다2‘ 
그영다언 증국의 인가의 지역 용악지 늑정웅 어영개 상억총 수 있는가 장축 

인가의 근‘}껴새구야íl1~~")에 애깐 요정(1Ii，\l.)， 피건강(쩌양<J>r익 는한F혼인 

가9사써채구석피간 ;?”‘~RlIlliμ ß:ti~씨@껴)~ 얘으언 한족 얀，)응 "까 
지표 색얘구g 우운하고 있다 이 씨채구의 지도강 워지농 〈도양 "파 앙다g 

'.시 용흥부(:lR~κ해 잉왼민→'t('I"Jf;‘R'시 근사씩 ’구는 @호 >J-'i;-nμm)， 아@ 

(펴ι 요녕(갱*J 견잉(리찌 흑룡깅;J-(;':!'.l1'~i:l) 얘운운 맞 에용육-(~*:jt).26 소옥 

'"연 "ß정 교성중의 인가 은/\U걱쩌구 지도 

‘ ''I'IOl",r>IW:iIIi !l,;lÕ: 때t-lf， Ijjlll용，，~. ’ιr I!!lQr.WHil$Jtt. $JUfα')l(~tJi(: AF!:긍 
엇 .. ‘l:, 1931'1), 8쪽 

" ,\",'1., Mιþ， ";WiÏ>'1!:meι，Jtt{U;!f.~iffi， ’ψ~-!ffi;!i'，*lj，， (1i;]\; <1'*ll'윷킹，ι 
)0연). 2JIJl, 29-40똑 〈오잉 þ ,":- ’써." ψ.，잊잊;‘IlJeXl(rul ιpi!j1l'l ttí'R!l<융 "잉생 
"*'이 깨'"ε λ"，;;!$<&lfutt， 2α에 I샤얘서 연용생 것이 

“31V성 MI>l~ 용흥)’ 



중긋 한 순 iilk) 낀쩌용iι cι-7\();l.:Jj:)에 애한 읍악척 고강 p 

(n:tt)Ll 서주{tr..ft에 일대에 해당한다 서육부(쩍u이 고원빈가，"깨R.l'Y:)i::-샤써 

채구는 @에 해앙되는 지역으도 산서(山쩍L 강숙(성씨l 영히 *원 대푸~>>t 싱 

육(PM~)， 용중 얘 1"),28 잉해(동i찍 풍부 잊 내용;il(，이중히 서부애 해양한 강 

여인가江 !Ulò.l'd지 근λ얘새우는 @에 해당하는 지역으S 소” 정욱((;:~t.)2" 잊 

예용냥우 져영이다 강견(α% 앵원인개여따i"R-:'，!t) '""λl써채구는 @ 에 해영하는 

지역으호 소냥(~쩌 양냥 ~~ffi) 용부 상에 I:w이 명 정7Júl쩌띠 에부훈이다} 인 

대(뼈를) 민'. 은λ싸채구는 6운g이어 옥경(‘잉경)파 대인이증언) 대부운 지역 

잊 용옹-(l)I<!K) 2.'o{.J.(i2'f삐 지구의 얘웅(써효) 유흥1앵않J. 해1애æ'$)， 혜용(U) 

시구증 안성아 원(W) 인가 F사색얘우는 @쭈문으오 송각의 칙냥부인 갱등 ," 

추용 지익， 강샤(IJ이핀) 동냥부 잊 얘냥도 IIm ，@，)에 해당딩다 강"i'!(ìIi져 인가 근 

사애애구는 @에 해양하능예 호획@ψ 대구용파 에서냥 잊 상팎뼈Jt)의 영부 

운에 해당원다 상인 빼떠 인가 5샤써얘구농 Q잉에 해닝되는 시역으료 장강(l등 

ITJ 증유 냥안 "걷지으오 호냥{써여) 용토에 에당잉아 강1찌애 인가 근샤색애 

구는 @에 에영하는 시역으표 장강 증유 냥안으호 경중 ~"'). 강‘인'"ι) 강동 

(~l\!:)융 가온 시역.9-;ò. 엔대 서유 고앤인가 근사씨새구는 @에 해당야는 부용 

으효 우산(ÆJi r) 이서 시역 전경(~-jlJ， 얀엔"'" 아냥지역 ‘!Q신이i'ifW-，ψJ " 
웅， 우양산(1!l'，-lE:메， 애옥진(n.~!lr) 이욕 한록 지구응 띠앤다 껴7l-{'i'i-쩌 인'. 

욕구는 "에 에'3-~ 는대 으잔얘 염(~)， 인뼈 깅 aι A씨셰1 개(찌" 얘 용L 

천"↓，"， 등 지?의 127:개 연에 해당진다 인'.의 근샤 킥써구는 지리 l<-tf 영어 
의 구획에 비주이 용 얘 거의 부앙한다고 항 수 있다 용제의 형식응 은사씩얘구 

에 따라 상억3ι연 다응과 같다 능까우 명띤인가 냥시쩍채구는 언궁(찢'" 흑응 

갱2f(iff쩌의 6성응끼의 소재의 인?까 않다 서웅부 고핀인가 은사색채구에셔는 

.，<도의 응얻5ζ 선융 선앵하는 것이 특깅걱으g 나악난다 7，)-'경 영원인가 은사 

씌개구애서는 5성응찌를 ;'11ó_'<', 인7)-7↑ 구성되어 3 디} 강한(iT똥1 인가 낭λi책 

얘무와 상인(써RR.) 인가 긍시써재구는 공흥적으호 상3도 1(\-35'.의 구조를 득징으 

죠 힌다 기타 지역으표는 엔예 대(S:) 껴앤)는 지역용 '. 5성응계의 지조식이 

a 강소，'\l(ru.ti'i) 유우 

a 정Aν써!iU.lõ) 에에꺼'" 용역 영 •. 
i 안:fl'àCi;:itJ:~) 륙꾸 
잉 강온 강A 성응 옷. 

1 용서장역샤애우틀 뜻，~， 

‘ 사진갱(~III~)융 뜻@ 



M 

〈요 " 요정 쿄건 중의 인가 근AI!Ji얘구 구응 

동뷰'" 형원빙，} 싼용(111했，양 하〈없확3fR;펴jmjC‘" 요녕(æ~)， 경염(좀'" 혹룡강，.앓江〉 때부 
푼 빚 예용 소협&겨" 셔쉬씀써) 앨대 

"북Pf;u.원연가 
산세 (111뼈‘ 〈닝(깜." 영bfí~i(!O 대부분와 섭북{용~t)> 관캉'"다.，‘ 
청"'홉~) 홍우 잊 내땅고" .. 古) 세{’ 

강회(江ìjj;) 반，} 소흉， 환북{atìt) 빛 에용암， 

강청 .웬'.'l7f 소남t훨，~}， 빵냥'"南} 용，‘ 상해(上빼 및 챙강(빼tr， 대부분 

낸'il(f!!!~) 민가 싹S얘건 혜"흥훌{e?3@i훌}L 째 4안￥1윈H웅陸빼얹)} 대‘ 혜부g용" 지역 빚 양'í}(IJI，:~ 조샌얘얘뼈 져구 
惠來). ot월흉흉” 지구 

웠(<， 엔가 용흉 내부용 "역. 짱셔‘.四) 용냥부 빛 해냥"헤'1Wje，) 

캉행，a，썼 인.} ，팍〈빼;t} 때부운" 얘 서 냥 횟 상북{뼈~t) 

장잉〈뼈民) 민.} 상장(f잦tr， 캉큐 남안， 기본쩍으료 효없빼뼈 본동 

{,'{Øl 밍，} 장강 종휴 낭안.，"-!i!. 캅'Z'"{aa<l')， 강핵，.，다， 경*휩혜갖9 

서낭 고행얀가 
，'~싼t햇山1) Q1세 지액， 정령(훌i샤 맨~I(I!<;ψ) 야남 지역，f stgλ단}현씬‘* 운* 
斷띠， .，풍. 우짱~I(!!!~매" 。에적씌}(...，~W) 이북 한쪽 지 

냥， 귀죠능 성냥 몇 팡세 사북쭈 지역) 

>lj7){容형정 민자 특꾸 원(원" 맨(敵 겁t뼈)‘ 상(뼈， 체(짧， 때(훌" 천(111) 풍 지구 

중성이 원대" 

용 .;.:;~에서는 요갱 쿄건 중의 근시씩얘구 구용융 따라 중국 아가익 응익쩍 

특갱응실여보고자한다 

<H. 응악척 깅석에서는 중국에서 시용"는 숫자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영 
;시'" 숫자보에 사용와는 용고 요기에 언이항올 외하여 〈요 .，와 강야 한융의 아 

(I!: 4) 응 연짜↑ 응제 g기응 위해 사g힌 기호 

숫샤" .，，~요기 숫사. 용용"" 

p 이써정 근시에써구의 찍운윤 주경갱의 1중국인가j에시도 잉f'o 1/-훈 L예호 인용의고 잉 

• 주갱정용 엌에구 영 ，식 성냉 옴잉 .", 세에성 악."，，， 용으~~ 나누어 정야하고 
~.， 그t 요정 교건f의 ε익에셔 앙소'"겨 서:세>11'>'. 종욕껴얘'i'-. t'{!씩i이구 상써애구 

서냥익써구 X져가인 }득'j'-;;C *'누고 잉대 



증욱 싼최 "" 정얘용" 아71(mt;)에 얘한 용악걱 고양 æ 

해 위 갱지} 기능융 양용하여 응고응 요71 ;';1였다3‘ 

용，5;.'각응 용석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인가 용쇼시융 ‘i석하는 앙잉융 이해 

항 영요가 있다 증킥 인기용 분석양 얘 "용 ζ식응 이우t 응자호 5성응계， Ó성 

응계 7성응께등 상펴용 수 았나. 

5엉응계는 풍조삭(염영에 상조삭쩌영예， 각조삭(껴멍써 지조쇠@컴쩌 우 

조식(경~ijllj 'il:; 의 5 성죠식응 이 γ여 6성옹깨는 연웅'"용"응)이 등어간 6생응제 

와 생각(에 의 4응싹이 튿야간 6성응제~ 나누아 용 수 있다 이들야 6성조시이 

원다 6성주사은 6성궁조식 6성양조식， 6성각，~식， ó생치조식 6성우소시융이용 

다 7성용제는 갱각， 영궁응이 응이간 7성응계(ìi영혈'FIi-j， 연궁 연치(양'"응이 

튿어간 7성응계 !fI:~ "il"il\') 정각!-， it{1lIl 언궁보다 반웅 낮온 b7，''.-)37이 을아간 7 

성응껴 MMi}호 응 수 있다 이능이 7성조식아 원다 이러한 ?생εε식 또전 각 

" 궁， 상， 각 지， 우 죠식응 。1룬다 

야시안 1긴가어”서는 5생응제 외에도 2성읍셔u성용재 4성응제 뿐안 아니 라 8 

성응깨 용등의 용에가 존얘하는데， ，성보마 적응 응응이 구성하는 2성응계 3성 

응계“생응계 잊 7성보더 않응 응을이 옹게드 구생히는 "~J응까에 예해서는 중 

국에서 전용직 0 ，으 내려오는 죠식 이흔이 없다고 영 수 있다 

따라서 온고에서는 3징 성응 ? 옹j뜨표 "져 이f껴지는 5성조야옹 당죠식 상조 

식， 각~，끼 지l식， 우i't;..사 g으흐 용」ξ직을 운석하었으며 그영지 않ε 정우는 

5성응계걷 표기하였냐 6성 e제"싱응계딩 구성되는 응조직응 6성조ι1. ，성조식 

으으 문석히껴 "'"하였디 6성소서의 킹우 언궁 갱각 이익에 인지 윤이 λ↑용원 

것도 6성~，끼으요 잉석하였으펴‘ 기타 용응이 을이간 것은 6생응게아l 하였다 

7영조가 응셰익 경우~6성조식파 응계의 어에 준싼다 

2생응에 3성응제 '"응계의 인" 응조칙온 그대호 Z생옹재 3성용게 4생응계 

토표기하였다 

" 옹육쑤 영원인가의 아가 

용육우 경원인h↑ 근사색얘구에 손한나 이 지역 인가의 응악 용갱은 치쇼-ól o) 

3’ *ι<l-5l.<ε %~에서 간5'.，*.:>\ "샤머 꾸즉에 ~연하게 "'" 보는 여융 성었다 
l 끼잉'1m<. '<þl!llf야:*JJ<:WM!1!，(l:ik 上:lij;t'l!tIl1Jiti. 2∞긴 90-111객 :$;.I'I.N, !IIWf; 

iIi*, ’잊.*승서iti1;: επ::tWI!r.!lli. 2ααι 112_137훈 tιiι 1:'111<, ;!Jlε'f， U;t;，ι , 
*λ iim, ''1'생띠1IcP_1òi~，ιμ(jtr，;:， Af\:UWm 20(4). 25-41쪽 장2느 

‘ 갱각응 각P다 "응 :ι응 응융 잉쩌 이응보다 아용 ι용 • 용셔] 갱영어아 
1 강응 \'!，..);L다 안용 낫은 ‘?응으$. '''1>앙에 혜당한아 



% 

가장 않다는 것이나 아 지구의 인치는 셔육부 고원인기} 근사찍채구에 비해서 궁 

조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표 3끼}되었다고 정다 그 다응으호 ?초식。1 않고 상 

조식 순'2-5'-. 증악등다 

응조각으오는 연ë-~ 5성조삭 이 얻지 않고 6성 혹응 7상조식융 주호 한나 연 

중이나 정각이 등어간 6생i식이 즈，얀다 찍새응으3는 인가 중에 자주 l응이 

나 ↑4응이 잉아 사용원다는 것이다 선영.척인 용갱은지역에 따라조긍쩌 다흐 

다 언저 응. 지구-5'.5. 1. 2의 3응융 S간응으호 사용힌다 실에 응익버써 ,-

61.2'.'γ 강→e •4 •'6 1 ，ν ‘↑ 1의 안3도 진앵。1 특갱칙으호 나다낭다 기용과 산 
동 지역에서는 조금 연화가 있응 뚱이다" 

(" 야용정의 아가찌 

〈표 5>의 정성 하약견에 수 ￥찍어 있는 아가 "수응 정여하여 보았다 위 용북 

부 병원인"의 특징에서 용 ιp 있듯이 지조식의 성격응 까지능 응조각。，.이 나 

타나고 았다 아는 휘 "수의 아가 중에서 ，.수의 。}가의 증지응이 5료 나타나고 

있는 것으효 획엔원다 S정성 5성3ε삭으오 8곡이 보이눈에 시조식이 5극 궁조 

식아 2카 우조~，아 1곡으호 나타났다 6성소삭아 8옥드효 그 다웅윤 사지했으어‘ 

3생응제가 3 i ‘생응제가 2옥이고 S정성 5성조식아 야닝 S성응셰가 Z곡 보인 

다 

하약 지역의 아-7}ι”서는 인기에 비얘 ↑1응이나 ↑4응 용의 색애융。1 꺼의 사용 

외고 "끼 않응 정이 옥득하다고 함 수 있다 

이 지역 인가의 악꺼덩 보연 거의 오두 v，약자" 되어 있는에 〈소쩍새"시께 

풍) 약 중에서 영쑤가 하4약자g 아야 있는 것아 흑이하다 

(깅 용갱의 아가.， 

욱경의 。 가는 유혀를 하연서 부른 것이 앙마고 한다 용재1Ff-)는 2-'영익 

어전이가 크기가 고은 작응 을 동응 가지고 노는 것이다 어연이들이 그 증 하나 

의 응응 임R 던지는 순강 "닥의 을응 수위 똥시에 다시 언이진 을응 접어 응 

리는것이다 〈애샤*써.~끼응잉은샤강을。1 딩에 장여，>는놓이얀-， 아동등 

。1 왼융 그려고 서서 약d 지여 ←ι얘을 쭈른다 웬 안애 한 이용이 한 손으g 다 

i 숭국 응악애시 선여응 용o 진갱의 대깨써인 추셰아 구에척인 영앵냉”융 영한다 

" JIil;!;';!;', ，ψm""~(_it)j\; À~-용.~ι 1993), 188-203옥각 @석 에채 구 에성 앙3느 

‘。，ιþ IlllRfJllll;rtIlJI"U. ，1ηjt~J lim응1i;Jl.i!l"， '니"'잉여띠:!I;a;rolR!R. ;.!it용서1tJi\: 'I'[!l!ISBN 
'I'-è" I째 1썼아가악R없 

“ r여"'야에:\I;iÜlJI>ott . ，V!f양j 잉*훗'Þi.-i!-， ''i'l!llli!f.w:써#;$; . jtJi\엉“'L f，(: 'l'Iil!ISBN 
‘þ,t" 1994). 87O--&l쪽얘앞 



;국 한적i(~ 씬얘용요 ."씨gιn에 대영 융악걱 끄장 " 

(li 5) 혀택정 쇼재 때 문석요 

'.때 .욕 .집 깡깅: 출행용 용연(종.)용) 응fξ걱 익아 

소액>l<')、되뽕)) (5,) 6, 7,1 2 3 5 6잉조꺼 '" 소액져"、白쩌(二') (5，)6， 123δ 시조0:43 "' 소V액채"、白했(三) 6, (1)2356 용aε석 l ‘ 
소액>l(')、白%인{띠) (5,) 6, 7, 12356 6성조」 S‘ 
용냥석해"l{i했없얘'H') (5,) 6, 124561' 5갱융계 z“ 
상묘태L上뼈읍〉 ;; . 1성응세 U' 
반소~(IW，J、깅)" 3 ’4(5)671' @성응깨 

1“ 
싹두운도9한k야1￡t3gFqng%) 3(5)671' 5생옹찌 U 

6ι .， 23(5)671' 6싱응껴| z“ 
우 .)요〈예1兒itl 23(5)671'2' 6생음깨 "' 척견(i\lí!!) 〈잉 ,,' 3생읍쩌 ι ‘ 
삭.)땅"업.， 3(5)61' 4생용. m 
소려구('H훌없 안낙앤 ‘.., (61)1235 우조샤 ν4 

껴 욕"껴5강.)업f륭￥￥%행.) 교안혐(떠'î<ffi (5) 6 l' 3생음계 "' 다시수{他.Ji;[j 란성현(짧혔함) (5,) 6, 1235 셔iε삭 z‘ 

검.)종。'"앓‘i’" 창주시ß"1tlm) (5,)6, 1235 지조여 % 
궁인번신당5Vl{il人홉~!"I1li l정3 갱영 :;t!f.) (1)234561' 6성조식 잉ι 

소I위께상연 경]온규 첼매장액@조 량)<문?}{f(/1、B 후f!!i.;; fJf) 안차헌(꽃;-:k~f) (5,)6, 1235 치조야 ι‘ 
夫짧α|뼈見빼 하간현{헤빼앓) 12(3)56 각조，-<1 ‘ 4 

위 경 .~영용했4훌훌4에 챙왕안쪽자.)헌 (5,j 6d23456 6성 f."l m 
(하~浦.딩it1J1;원 

타도일1è.구각71(H'없s 1'tl:~업짧 형수λ)(뼈*市〉 (3)561' νJ웅제 2μ 

가가끼마타용양t판판용-"셔i‘힘 성현(뚫.， (5,)6, 123456 6잉용계 M 
。}농샌%펌흩때) 기장'"회 3, 5, 6, (1)235 응조석 z“ 
리응 압고 한 L으오는 노애의 려등에 잊 「야 영융 원다 노에의 마지악 자가 끝 

나는 순안 양에 있는 사강。1 대시 원 안으g 등이간다 〈수우아，(*牛R)"는 "( 

ε 후에 수우용 싼아 노에 부프에 노는 것이다 〈타파파징>(πî1'.B:;;)은 낀저 수 

흥 세고 아융에 노얘틀 부으는 5 래。(.+ 욱경 지양에도 〈요아가〉가 있아 〈꾀소 

아，(폐 R)약 〈랑에낭1 호해영-:>(;:I<w 에Ji， IR.*때파 강은 노래가 그것이다 얘료 

기가 느려고 용조;가 푸드러 우내 갱서척인 득정이 있다‘s 

@ 갱"응li4) 언지a 띤공~\ &응，，.용 사용엔 6깅용제가 .)닝 경우가 잉이 나타나가안 
6정응깨효 ν'" 다 

, ，성응껴 i 긍 ι1 상조、L 각조λL 가조서 우，ε샤와 응조벼응 각 ，.쪼씩의 "깅웅 샤g 
하었~ ')에 는.) 앙는 응조각등응 그애호 3성용제4고 g가아잉다 

" li~아 !:. 'Wf ol고 하여 닫갱이틀 'fr~. 



" 
{!i 6} 육깅컨 i쩌 이" 훈석효 

Ì.'찌 제전 채잡 장c 출헨읍 읍·영〈양셔용) 응죠끽 이자 

용"'"껴 i영곡협(뿌용없 235(6)1' f ‘삭 I ‘ 
배λ}맹(챔四方}(-) "곡정(平양짧 23(~)611 시"삭 41'‘ 
배샤뺑(1'f[1l[!:i)(.二) 해천구(짧~.한 34(5)611 5생용찌 ι

“ 배샤빵"￥"方](三} 해션구(i1:}J앉W~ 23(5)61' 져 i식 잉‘ 
배사빵(휴"力](四) 해전구(æ~앉R잉 

2 31 4>g( 215l}] 6 11 
6강조식 ν‘ 

수원*4') 생구(城빡 6(1')2'3‘" 궁죠식 ](, 
타화파장(.JT leI!'#) 생구'"없 61' 12'\3' 5’ 상 ι식 z‘ 
가고륙챙(車 •• 뻐)(-) 째전구"상Jlm 2 (3)561' 지조식 ν‘ 
거 TI혹원(!ltIli!l![I\])(二} 상구'(Jilm 6]n)2i2)35 궁죠여 '" 거고록원(.IJ!-J.\l!l llil)(二) 씬경산구(건~띠E이 6 l' (2') 3' 5' 상i식 ](, 

명소대'.싼자tt쳤h응太f@H@Vji양子上Jllfi) Z체전구"흉 •• 잉 6， (1)2~5 당조식 ν‘ 
깅구-{-lIim (1)235 ‘성응셰 u‘ 

호옆;셔 천'"쳤11');'<) 얘신구"흉æ~) 35(6)71' 3성용끼 ](, 
ε}아피m，!ljj~) 에션규에셔m 임‘te응g”@ "‘:5) 6 1’ 1 조식 

"‘ 
져i깅(iUÎlW) 순의 23(5)6 "응에 z“ '" 산조와꾀{짧짧얹"' 해신규](생j얹~) 51 (6,) 7, 1235 우스샤 a“ 
소액"i ('1、白짖"一} 송의헌(.，없양} (5,)6, 7, 1235 6성조삭 '1' 
소액j얘(.(、8~)(一} 장"현'"平縣) (5,)6L 7, 1235 6생조」 s ‘ 
i끽소。"'νj、'" 해정구t海~1區i "‘) 6,1 2 3 치증이 

2“ 
낭，( 감X 래란'"來양l~껴〈힐) 숭의현'"厭없행양g*}} 3(5)61’ ι정응깨 '" 홉"각〈효，.， 순의잉( 34(5)61' 5갱용찌 ](, 
다용호(H:없뼈 푼두 Fr'{r1~젖껴句) (5,) 6,1 2 3 5 치죠야 M 

장생 육킹견에 수록원 아가는 y두 견수인예 그중에서 5정성의 5영조삭이 모 

두"수。1아. ，영성이 아닌 5정용제가 3수이다 6-\l~，식과‘생응제의 팍응각기 

3곡으호 조사끽었다 

욕경 X 역 의 아가 약자셔”서도 "'악자가 주흘 이우지안" 2/4약과 31<약아 쿄사 

하는 용악，1 ι'4~l-자익 익'"이 냐약나고 ~대 

β) ‘똥성의 아개6 

전성 산F옹권에 냐타난 아가 에깅융 정려하언 <R"과 같다 상옹켠에 나다안 

아가조는 애국 샤상용 안영하는 용요도 있"- 노용융 애호S사는 내용도 잉아 또 

‘ r <Þmfi:f.n:J\:~$r:It. ~ιF융J IiiU용ll.i'r， ''I'I!llRf.lW:il!iJllJl<. ~t$:@， (~tJi; ψ'" ‘”‘ 
'1'.1.', 199-‘). 869쪽 

‘ r '1'IlllIl'1'，jØ;EIllJι. αJ!U!" ;;;;，용:F.~， '<þ[lIl잉여.，어 •• 띠JI(-tf끼jt)i\， <!''''I5!lN 
‘Pι 2에 노예는 923-40;;;- 각오 강조 



중궁 양옥 g쩌 경2얘웅"l!.， "1꺼-'" 에 "깐 응양경 고강 ~ 

얘기 션등잉소재 이가를석표 

노혜 쩌욕 재정 장스 종‘행융 옹열1종자융〉 {}3;샤 아까 

。}동얘안a기귀k간g삭iaY@M”n i익현R((B gi&I”* 5￡g)g””1 
(5，) 6， 1~3561 1 저조식 a ‘ 

" 설갔"함.，영없 용언 3 5 6 (J‘"’" "ι이 "' 선"옐본뀌〈없~fR**) 성우연 12356 (1')2' "서 ν↓ 

"깨‘에우ν도도짧~1짧"'’뺑예"영 경우연 (5,)6r 1235 지오상 v , 

。}책 장피산파'"的tt.;'lμ#잉 꺼현(십짧 12356(1’,,' 웅조’1 "ι 

".ι'11.11，옳했} 성 ‘"헌(JJt~짧i (5)671 ‘ 2' 3' 6생조식 잉4 

~l아냈(~I !lI椰 ~혜λ"않t훌떠〉 '4 (5) 61' @생융. '" 3(5)61' ‘성용계 ι” 
갱정셔때*M~j，Í'쳐，.， 

성영1앙1용주상「언영어이((&@ 잉 ‘tng써띠R‘)μ”j 
(1}23S61'2' 닝으ζ삭 ν‘ 

"'강"\놓초(M~mll\) 

3 515 (”6”)” 11 2 7U g ZFJ j j 31 

4싱용제 l ‘ 
3 5 6 ( 궁조식 '" 2 3 5 6 풍죠삭 ν4. 2μ 

모명현{후쭈없 3ι4(5}~1'2"3 6성ξ셔 z“ 
하액시(흙짧채) 35(6)l' 4생읍셰 )j‘ 

23(S)61' 서iε식 ι‘ 
(1)23561' '2-.‘ι[ ν↓ 

3, 5,6; (J)13 공조샤 V' 
1(2)3561'2' 장조석 “ " 2성융계 )j' 
0\6, (1)2356 공조식 "' ，성언”애n”!si!e”” 1 2 3 Õ‘4671] 6생조삭 y ‘ 

명읍성('HlIffi (1)23'4561' 6성&사 잉ι 

.주시(來*'해) j 낭조끽 (1)23561' i ‘ 3 ”‘ 

생깅신응우@연"얘g g‘g*미”eg”8 (5) 6 1’ " ,’ 셔오식 ι‘ 
23(5)671' 6생공계 ν4 

유자7)(엽子없) 3 (5)67J'Z'3' 6싱용재 잉‘ 
융싸71(t>了없i 응언(gRg!써”rh) 4 5 6 l' ‘영응제 1 ‘ 

조소자왜?혜H요.수감Z1Ktj44짧꿨힐율.， 찌냥시( (6) l' 2' 3'’ 4성용껴! 잉↓ 

용태λ.)(iHRrñ) 5,6, (1}23 "조식 ν4 

3최녕사고ι?연i역야애얘f어 끼니1수1야$ia「大*Yt S&i%뼈S@Rf)셔융에 오영엔(((1”&t”후@￡ 써 씨” 2 3a t45i) 6 ]1 Zl 3i 치ε1 ‘ q 
등주사 (;샤 i 3잉융계 잉‘ 
워예시 (5)61' 2' 3' '1조식 m 

용연 gtiR!”) 3(5)67 4생융껴 
2“ 

응연( 35(6)7 4생양계 )j' 

찬 가갱생양아나 &껴도식웅 강조에는 내용오 보인아 그라고 응응용 사~J'b"k=

노내" 나타냐고 있다 기애는 비교꺼 깅이가 생고， 얻어E 칭련의아 있아 f식 

은 n외 6자구 혹은 43~ 77'1구긍 오 어 있는 것이 않다 응.;>t.적으호는 5생응새흥 

주ιE 사용하는데 ?응이l.-t 4~i흑온 닝응)융 사용하는 6성응깨와 ?성옹께오 나타 



” 
내고 았다 당 ε서파 치조식이 앓이 나타나고 그 익의 조식은 직제 냐아낭다 그 

영 식으흐 보연 4구 경구나 그 연정영이 냐아냐고 있다 곡오를 장어보연 응역응 

잉안칙으로 8-105'. 갱도도 나타나괴 '"도용 녕는 것용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악 

구는 4약에서 8약 갱도。 어， ，야융 초과피R근 악우는 적다 장삭응은 일안척인 인 

요j커다 혀제 나타난다C 

산용권에 조사원 이가는 오우 잉수얀에 이 중에서 õ.성융 사용안 5성조식온 

오두 '"수가 원다 그려고 6정죠식이 64-. 4성응계가 8수 3싱.i'} 2생응계가 각 1 

수 씩 냐타나고 잉다 여기λI <인아영""얘fllaip 길응 야?순 한 곡 안에서 두 

자지 응소석 이 샤용되고 있다 

。1 지역의 아가 약자에서도 잉약자가 걱릉 이우씨안， 3/8약파 ν싹이 힘}깨 등 

장승h즈 아가와 31생}자익 아가까 보이t 지이 특정 싹이다 

(이 요영성의 아가4’ 

요영에서는 얘기는 o}동듣 사이에셔 유앵~는" 01--'.5-들이 부르기에 적함한 노얘 

E 영야걱으호 응영아 비교석 융고‘ 8도를 녕기지 잉는다고 한q， 옥죠는 간단하 

고L 가사는 흥속지。1여 션융응 유강하고 입에 용여기에 성다 요영권에 수록딩 

야좀 아가의 수는 저지안 다양한 얘웅응 당1 있q， O.용을응 교육하R 부오에 

서 효도하는 〈오，1안표서ε U;&~rlì)나 역인 ，，~응들이 애경주을 하는 〈어가릭">(1\1: 

*잊) 풍의 노래가 았다" 

이 지역의 아가능 요-1" 9수.5'..5갱성응 시용정 5정조시이 오두 8수흐 궁조식 ‘ 

f 시조식 3수 상조식 1수오 냐타"나 나0 지 는 6성주시인데，응앙용>(tiölllll 

JtQ"1라는 아가가 그잉<}， 연궁응얀 7응이 사용원 것으로 ‘〕주시의 성격융 지닌 

<} 

이 지역익 아가 약자는 "'약자가 주올 이루고 '"약자의 아가 또션 2곡 요얀 

다 

" '<j>입에mtl;i!Hlf;JIi: ω.1ttf， 허용，，*. 'φ@재 .. 없 αlIt-!Mjtf，(: <)>생 S찌 
*ι 2000), 921-2쪽 

"'셔~1!ll1>':nll:tti!H$iU' jg*", I!ilil-1;딩’ '<!'i\IIl'ê쩌!l\:i!t νIti;. ;t~1'íιt 꺼l ι.ff~ 이p 
,,",N‘þ,L • n ’-), 58.‘’ 끽 ι「가 악요 장조 

" '<)>I!'lRJ'..'IaEllrJι!It.，)W컨J IlWtti'ß:f'r. ’"'~l'<R잉a8lrolll iK . .Jt~'ß(上 1-)， (~tt，(; <j> 
I!lIISBN '1' ι 1995). 3(옥 



중국 깐획、"잉 전얘용 .. 야"1{Jt."tt)에 대영 응악져 고악 "' 

〈효" 요영검 쇼쩌 0 기 를혀표 

노래 째목 채잡 장쇼 총협 g 융연〔종시 읍;-) ‘3소식 악지 

동공하팡갱〈짧l下 • ., (1)23~61'i’" 궁조사 "' 
용용。용요i”꺼 안}외주((Iζ@ iM외↑1 g*@l• 영찌i잉@)슨fikgm띠tt 3 3‘(i515 (•5) 0 2) 6 i 이) 6 3 12 (1 7 (1 F)13 ()끼 1) 11 5 2 63 γ 6 3 31l 31 3 5 잇j 

"조시 ‘v< 

요어경‘기9，7증지「 g) 

궁조식 

“ i지q iEξ서삭 "' '" 궁상조"사4 ι4 

'" 
사。}i통i써단씨"'가쩌í ，I.ì!i:P잉 ζ.， %(후‘Se1@쩌져%￡안 시iF (족EJ시i자8’a치J@b현쩌)g” "ι? 시조삭 '" 356ii'12'3' 궁조삭 '" 
(" 흑룡강성의 。(，때 

흑룡강권에서는 중아인인공화극 성딩 이선에 ，(난안 아。1응이 옹구에 애정 영 

양응 그란 〈양저고'>(B:J.용f이와 강온 노래나 이란 엉“「드 안고 가‘8개 두드리며 

장응 채우는 〈악용즈>(.jfl~‘R 등익 노얘，( 잉나 이을 i 애의 콕조는 간'i'l:하의 

2ll1A 계홍의 노애가 않다 
아 지역의 한쪽 인가는 5성 응계가 주요하며， 시조삭파 궁"삭이 가장 양이 나 

타난다 우?，o-식과 상조식은 그 디F응을 사지야다 언궁파 갱각야 층.하기도 ，;-};즈 

예 씨써각용응 션}다고 용 수 있다I 얀다 i 

〈효 9} .W권 i찌 0 기 를셔요 

노리t 제목 .집 장소 종험응 음영(종사응〉 응"，-껴 의씨 

서우죠즈석셔 ν‘ 

'" v< 
ι‘ 

” ι‘ 

” ι‘ 
a“ 

" ''I'El이써>c뼈IJ!;. • !"! flIl江용l "~ll;lt. ''l'BlRl써 ... κ ."!\~IT，，(J:' T)，(ι， 
ψIffiSSN 'I" C\ 1997), 58&9양 。 가 악.<L ~J-itc 

" ''1'IllIW.9 :J1;EIlIJI1Ji't. æs,1I1ü 잉뻐훗 Ai'r. ''1'I1!IRr.ll!ltilbJtIJ!;.. -'1'Jil;;!I1l;( I 꺼J(clt ‘ 



% 

싱재~ 흑용강킨에서는 9수익 아가가 수겁되었아 수잉원 。}가 중 S수는 5갱생 

융 시용한 5생조식 o 경 공2ε까 3수， 치조시 1수 우조"1 1수가 수극의어 었다 또 

한 6성조식으호 4수의 。}가가 보이는예 대푸용 7..e인 연궁응융 시용하고 있다 

이 지역 아가 익λR능 요두 '1'약 }로 되어 었다 

(이 결영성의 아?아 

깅검 경내의 이용 생양응 인영하고 잉4. 아응이 스스도 노예 푸르고 즐기는 

용요는 얘우 용푸하다 그어나 N온 푸운 수갱-(J&lrl\)으료 되어 잉다 아아드 어프 

는 소여 등의 ~.해조'"ι찌찌의 노얘가 있마g 

〈표 HÞ을 강조S써 보연 길영켠애서 조사원 w즉 아"의 경우 오두 4수가 있 

A여 3수가궁 각 치조사의 5정조삭。1어 1수가 2353옹에 4용。1 추가딩 4성 

응자릉이루고있다 

이 지역의 아가 약자는 "'악자-7} 주듣 아추고 에4"1-'자아 "‘아자가 양2애 스ι인 

아가} 1 "l-끼 조가되었4 

'" 강소성 앙대의 아*， 
강소성 서주 연대악 아가호 정정 강소칸에서 ‘수의 아가가 조지뇌었아 상죠삭 

5성조시 1각응 제외하고 오두 6성조식으로 7응이 풍‘ ;>-]-;즈터l 시조삭익 성격야 

앙조식의 성격익 것이 1'l'객 1 록되이 있다 속잔사에서 긋싸원 한 곡의 아가는 

&싱응께로 시조식 의 생칙응 까지고 있다 

이 지역의 아가 딴낭 모두 다， "'익자료 되어 았다 

〈요 '" 길잉렌 쇼깨 0 가 운석요 

노씨애， 얘잉상소 

용쩌Q\3，(!5!‘>13\ • l 길，씨fi1tili) 
유걱 }조양쨌 그 ! 깅언씨아쩌 
유치 i 잉‘~(=) 윤수 ( ‘.1ffiJ 
소갱의hè고1“'"'깨1!l\1!l\) I 당에언il2!!1i) 

니~I\!'lISBN'"ι ，~η ι8씀 강조 

융，"'"융 용영 ~"H 익조 

2 3 5 t 궁죠식 

6，1 2(3)561< 삭 

"끼 s ‘ Hl-재 
23(5)61' l' 죠식 

악} 

z“ 1 ‘ 
νi 

2“ 
"' 

잉 '<Þii<ll.;fJj;j!;:J!IlJl!.;!<. "ðU:elJ 써R중5융 ’니~Blli<r.ll;g;EIIi#lI/{. F.lt<æ씨-1~ ιÞ !!I1S8N 
에 1997), 365-7"1 강조 

" ，φ.，에*써#;J/I; . ,;tf:'éiJ lIWr훗 it-@"， ’'" l':!lft'f\lro;i!lr\l;$: 승''^ιιF ιN!115l\N 

*ι '"η .'’ 창조 
”‘P엉li:IlllUJl;!'l σ“1'" ~flS. '<!>!1llL,J'.Il:KI!IrJliPR' i:IWI>(上 下)J(-1 t:;.: ψ 
_Nψι I써 1191. 1폈 "가 악~ j삼 



중국 얻족<<씨 신얘용'" 약7κ%찌에 얘@ 웅양< 고캉 w 

(lE 11) 깅쇼경 영대 0 가 운석요 

노쩌 세목 채집 장소 | 종행용 융영{종서용) 용조석 i지 

아야‘싱스소i우익연t우1!다39웅g써양H(v시두(↑hψ아얘f!5l’씨”g‘。}%”ι잉a””((X아이아。ι4기77개U”k)jrf삐 서 서셔서숫주친주주주시시씨씨시((g§&a*응i씨R씨용 에mm삐m%)))) (3 3j) 이 7• 1235&7 6646’성성성영i조죠ξ옹ε야이이끼서 ” lS1fh7, 1(22>335 2 ‘ 
<(55ll)) 6; 71 1 5 ν3 ;i‘’4 6, l1 [12)21 3 5 

히 6 

(') 혀냥상 용북우의 아가 

하냥 용욱우 지역은 용용부 .앤'，'1가 근사객개구에 해영한다 이 지역은 하약 

싱 산용성까 。l어져 있기 애운에 동짜우 쟁띤인가으1 영향을 안고 있다 아얘 n 
곡의 아가가 εμ1었지얀 하냥성 북F 증싱에 워지한 미협 신양현 응의 아가 

의 킹우 에이한 근λ이깨구에 넣이야 한지 악보;ζ서는 연닌바，( 힘든 연이 보인 

셰 익 등S 찌야하고 9곡용 상펴보언 S갱생의 5성조식으도 궁조사 2곡 < 조시 

1곡이 보이며， .성응계 "'3콕， •• 성용쓰샤 않옹 S 잉 용계 1 극 6영조식 R극 7성 

조석 1곡이 나아냐고 있다 이중에서 〈곤갱영〉은 궁ζ식과 긍조사 성격의 6생조 

쇠파 같응 두가 9 응Z칙이 한 각에서 샤용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특가아게도혁영적 내용응 가지는 아가가앙견되고 있다 신인주 

주의 어영 역사 사기에 하냥지역에는 역영 은꺼지 가 않았는에 아기셰 새융개 가 

시쓸 뭉혀서 -';'--'1,./1 ~여 。}용분과의 한 앙삭으호 아웅응에씨 허영 이상융 교욕 

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마 4성 응제가 비교적 않아 λ]용의고 았으익， 6성응제에서 

〈효 '" 히냥잉 생 이가운생 

，해 재목 얘장，쇼 출현용 융열〈종지읍~.) ‘g-~-꺼 여사 

악수악s양i소여영우써져유구@@꺼((야}띠%이 Q)ι*요 효얘에j치)) /안안J 잉양C양깅Jt현시시@EU(G((83@t，@%%%g”!mm” 
(‘1(h)1 2)‘1 n 2h 3 3) ( 3 O (긴 3 3S) 4) 5 3 5 ! 6 56 5 6 361l1ι 

ν4 

‘“ ". 
"' , ' ν3i‘ 1‘ 

명수사1다qg얘아i하역!’내에순깅지용(양‘잉 ”@ 8P횡우언짜lκg영악빼 iei이{g”?9g}(”￡JIg%”g。에，잉* ga영j g RO 상안연갱연신낀찌양영친용시헌헌갱잉((((잉(§강“표Rm%1s생￡‘&여eea””8”)) eh? 111(i6이)’131L2(1야1tC16t31μ ". 
ι‘ 
1“ 
ι4 3(1)‘42(Sl3J23 이6jS13 j1 m 

) 6 7 1’ 깅ι 



~ 

는 냉치응융 λF용하고 있". 

이 지역의 야가 박?는~，약자기때￥운이내 '1'아자약~，악자가함께 쓰인 

익}온이 1극 나타냐고 였다 

') 서육부 고인인가의 아가 

서용우 고원인가 근λ내채구의 。}기듣 상펴온다 이 지역의 인가능 지조식， 상 

조사아 주고L 그 대응으로 ?조식과 궁'1;..삭。1 않아 시용띤냐 연안칙으료사용되 

는 응ξ직으호 킥kH 씨진 5영웅꺼11 ， 5성조기1 ， ，성조식 5， 6， 1234와 5， 6, 7, 

123)， 7-성조샤 퉁이 있다고 한다 션영으오는 주응파 그 위， 아얘 4토응응 S간 

으호 하역 2 5 1' , μ " 등의 구2죠" 양이 보인" 이릉 쌍4도6죠 구조라고 부 

은대% 아애에 재시원 입생 {]-J.j ~ι 영하권 강숙권 중 영하켠응 보연 상ξ시파 

치조삭。1 정얘적으로 않이 샤용이는 것응 양 수 있다 

01 산서성의 아가” 
굉성 산λ〕권의 영에용 보연 션서성의 。 용가곡의 수양。l 앙지 않아녁 단옥으 

호 운류양 수 없냐고 척고 있마，. 

깅성 산서견에서 재시한 아가는 〈표 );，과 같이 오두 3옥이다 이애 3곡 중 2 

욕옹 궁조식 시조식의 5성응꺼이고， 한 암은 7웅。1 샤용원 5생응개이다 

이 지역의 아가 악샤는 ~↓약자 2곡 ~，야자가 1곡으호 조사인었다 

〈요 '" 성서영 소재 이가 웅석요 

노왜 쩌목 채집 짱소 응영 응(응현 에응 응P’ 응죠에 약자 

홍왜왜(띠\I1lt) 훈양수냥운현현형(i(t;‘!t4g81μ!”， (6)71'2'3' 5지궁생{죠용삭석져 ‘” 
의언，삭，루 ‘ R녕Uιt효”냥1 (5)61' 2' 3' u, 
쉬료 취iξ삭부앙료녕) (1) 2356 M 

'"'" 
" 애".껴:<l:ilIl!1;J!l:.;;’ 1M!;'써’~$.Rit ''I'liIlll':r"':tl:iIIlll'JIl:' ;õJA ‘R上 下)서~tf，(， ψ3 

JSBN</' ι m끼 n.쪽 찌선 장조 
‘ 찌휴유 r‘"잉FA.(~t:J양 人F긍훗.“'"영이 .=쪽의 서치써씨구 얘설 강3ι 
’ r얘l"<IOJ~tilli 핫J!l:. llJ~'i'ËJ !tillllεIHl-， r얘어쩌*‘~1ll1U' W i1!i-1)\，(jt증 '1'fMSBN 
싸 1990), 915-6'약 ’ν} 악요 양조 
”ψgπ .. ∞ &ι 빼m， .양@앙 r얘rfJ'.Il:!l;!I!III\t& 띠껴써 .뼈 

*ι m이. 1~ 
’ 온 g익 을언용계는 잉경 상서켠애 g기. '사를 그얘.< 얀용힌 것이에 



웅국 엔"，ilAA) 선얘통， 아끼\(m찌에 대한 응악걱 고용 ~ 

(') 성서생의 아，jW 

이 지역에서 슨수하재 어린아율이 푸르는 。}가는 당이 조샤딩지 않있다고 영 

4. <>1-<' 1능이 .희안 때 우즈는 아가와 아이니가 부르는 최연요(따없찌 등이 " 

수 채혹"었다M 

(.l3' 14) 싱시잉 소쩌 Cν" 운석요 

성육gη1 ‘~~tli<t，:) 

Sι혜 계적 '1집 상소 출헨용 용영(종"읍) 웅Jε ， 이M 

후계포〈後영!!l)j(-:용요) 챙장했〈廷 •• , (5)61' 2' 3' 지조늬 '" 5오Q얘F쩍오아.수f융l유수요쉬‘펀m8t뺏뼈"뺏뺑"껴睡￡「훗j뼈〈최a훗따면)쩌(요) 면 요) 
부곡헨(府삽뼈 (5,) 6,1 ~ 3 치죠석 iι 

자캉현(子ßI， (5,)6, 1235 1 조식 ‘U‘ 
"연요) 갱안셔〈룡윷" ‘:5,)6, 123 져죠샤 .' 갑수시'"顧영(찍연요) 부곡현{쩌양g성 (5)61

1
2‘ " 시조석 자유꾀늄 

관궁빈가‘IIIl'l'ßO-혔) 

노때 내tιξ •• 깅소 출연용용영〈용지음j iF，;t.-격 이저 

행아병。}창항상 셔안λ"행앓1빠 5 6 (11) 
(썼웠g兒i!"JlIfJl'l)(동 ') 신생구(神쨌뼈 3생유찌 m 
당라라{쩔짧"‘용요) 셔앙시(i'!i'ii:'oh) 6,(1) 235 궁조삭 1“ 

신생구t혈혔" 웅조삭 Z셔 

왜5에4(tH!켜'X풍$' 서안시{쩍쫓J생 6，{J) 2~S 

4’생우(빼城g잉 4생읍께 잉@ 

*'우패이지(뼈뼈，.휠.， '1안사(""""市〕 6, (1)23 
(용요) 성생구(’뼈"잠 ?성응제 .' 채차，，.자~1I용요) 예천션(i!짜혔i (5，)이 '7, 7, 1 2 4 5 1'17-성응체 ι4 

야혜수작료‘행싫챔췄1f 경협""" (,,) 6, • 7, 7, \245 

섭낭민ml!<fII!'<;;jj:) 

.때 혜옥 얘집 강소 .영용 융영(중치옹) 용조끽 악서 

갱앙-.P-ÞJ7I1'양 냥정헨(m!lll했〉 5, 15, (6.)1 '345 6생용제 m 

(「t쉴 쩌”생R컸Xif쩌%m(”용(g웅jA) 
iE양형〔힘짧짧j (5)611 2'3’ 셔조걱 g ‘ 

요아7l{j//;5l:K1(용f‘) 진와연，.巴없j (5)61' 2"‘ " 껴조식 "' 노세7l{.r.r.1J<!I:) 안장시(12iil1:ilil 4 (5) 6 71' 2'3 7성용계 ,;, 

“ ’op Oll RrÆ!lt illlJj;~. fl!i'!i융j κi에~F<*. '<j>!!llM，j;ftλIIIl lfio\\' f*.i'!i'l1;J(~t* <j>I!!lIISBN 
""L'. 199‘), 1f~인가 ón용 싸웅연7) 931.5쪽 1461l-N 악P 앙Jε 

“ ’니P쩌에“j;i!Ii!f;$;' ~쩍~， Iiil lll킹 JHr. "l'l!!IltlllJ$:lllt!ll11!i 아이@씨:ttJtt， '1'llillSHN 



1α 

섣욱인가죠서는 5곡의 아가가 죠사되었는데 오우 치조식의 5성조석은 보여주 

고 있아 원중인가보서는 6곡의 아가가 조사되었는데 공조시의 5생조삭 2곡 3 

성 4갱옹재의 욕。1 각기 1콕씩"성ζ식의 *이 2곡조사되었다 ?성응제의 응조 

직응 iι연， (51) 6h 171 끼 1245 등의 응ξg 우성되있는데 S정 생 5성 조삭 에서 

킥%얀 3응아 생약되어 았:>L， 4응아 주J}되고 ↓"응과 "응아 각기 특링=òj 2-5'. 
응언하고 있는 득특한응소식 ’ 。1룬다 성냥인기능서혹써세구지역에 해당의시 

는 앙지안 씨조식 S성조식 2.;;', 6성"성조삭 1→썩 。1 조μ}되었용응 추가호 잉혀 

둔" 
。1 지역의 야가는대부운"'약자인，1， 성욱지역에서 '1'야지와 '1'익자， ν9약 

자의 아가샤 조사의었고 성냥에서도 '1'아자의 이가 1곡아 조사되었다 

(시 영하의 아/써 

영하의 아'7};긍 "수 조사되었다 S걱의 아가에서 5정성 S성 E서이 사용되었l 

4성응제에 영용이 추가원 5성응제는 2옥이 보얀다 3녕응끼 1극"생응계로 1곡 

〈표 m 영히댄 소재 이가 운여g 
노래 쩌옥 재잡 장소 | 층현응 응영{용지옹) 융‘직 야자 

깎수싸다t않짧 r 찢)(쩌"ft뼈〉 하난생[，뼈앓'11(5J) 6, '7, 1 2 '451' 7성용끼 1/4,3/4 
갑수711!1d행뼈(!i'Jt효§뤄 도략행{뼈樂양)11(2)34561'2'5’ 6생읍계 ι4 

"수7ljO;!;뼈짧)(짧frtJ1õ1'i) c싹현{빼옛영fJll (2) 3 4 5 6 l' 2' 5' 6생옴계 2μ y , 
아혜피[1섰조3jt)(-)(ml1lfiil밍 팽양현(M:짧없} l‘ 1Q2)34 4생용찌 2ι 

야혜괴{옆:I1-;f')(-.l(I값딩앉짧} .양현{彩中g$gg없잉1 1 β" 5잉응개 u, 
삽타갑강1+깡r엎'"見훨앓.)(야 중영현(<1>*(쩌 (5,)6, 12356 치죠식 잉4 

요종영대월'1111 훌i추)(\12;) S명양현["짧없) (5,j 6d2356 지조」 ,‘ 
포도패(刀刀快) i생양현(ør.l\縣) ‘ 2)3 4 3 성 응씨 ;’‘ 

요，)엄청(쨌%念짧{見j쳐 맹양현(INl\ffl (2)34'4S S생용져 ν~， 2/4 
ξl빼상서포쌍학앙 셔실현(西.縣} (5,)6,1 2356 지조식 l • 

(%~J:훌생上!)k~;)(兒없 

소짱곤[，[、光짧)(l/..'lt) 도략헌[0聚혔11 2 3 (딩 61'2'3'5' 끼조식 ι‘ 
항우""껏추<;t}(---)(兒'" X명양현(~U) (5)61'2'3’ • 4' 5' 6성웅}애 " "우쩍(ll:4'경홉)(_::)(.R.!!셔 고원행(짧原없〉 (5,)6, 124561' 6경응져 ,‘ 
방우~tt-t횡)(兒댔} 염λH세〈뽕뼈縣)](6，)123561' 상 3' 5' 우iε삭 ι4 

ψι .w잉 "융 

'" ''I'ÞOI업r.ll~til!r*$;. *ll:컨J ‘ M ,,*, 'ιP잉'"'" 여 용. ‘i!l'l:"서~t* Al'êmtm:l 
Jül:. 1992), 604-n쪽 악보 창조 아얘 도g에 사용영 증정응 응애는 간 에애서 에시잉 U님 
그애‘ 인용@것이다 



증녁 한용인 "잉 .'’웅R 아""'"에 대션 응악껴 요청 '"' 

6성ζ식욕로 4곡" 7생조식으호 1극해서 오두 14극이다 이 지역의 아가능 ’7 닝 
응의 연응이 사용외는 깃。1 특징이아 영 수 잉다 

이 지억의 아가는 대부용 " 써자인데 3셔~;>:.}와갱학자가한깨 쓰이는 。}가 

가여허 곡흐싸의었다 

(4) 강순성의 아기@ 
강숙의 정족아-71-'는 3수가 εε사회었다 이 지역은 5성조삭응 이우지 웃δ} 는 아 

가을S~ 4성융께 3영 응껴의 아7명이 용혀진마 〈요 16> u}시악 투 극의 경우 ↓지 

응응 사용여여 껑"ξ용조 구조에 잊는 응셰가 'MI션 것; 잊수 잉 4. 아 지역 

의 아가 팍자는 오우 2셔막애이다 

") 갱애성의 아가“ 
갱에성예서는 。}동등이 ’신의 ‘’g의 경혀응 나잉내는 -"'<!1st <축0'조00>(↑’싸 

쩌약 강은 노해가 조사니었다 다흔 한 층으" 어른응이 푸르는 〈요원거mM 

뻐)이 조샤되있는예 〈아대용왜 애'( 찌뺑iII'#)와 같온 것이 있마. 

(ll 16) 강속컨 생 이가 용석. 

iι예 2애욕 

양연오껴안예획八꺼↑總기 

앙 H"걷IlJèc!!’ 
.아이'""'" 

.갱 상쇼 

잉하ι ‘~_l["，J 
영.' 잉ε깨η 

잉꺼이(‘"서"' 

응원응웅지 

(6)71'2' 
?• " 

끼 2 ‘ 5 

한
 
”” ” ” 

〈효 m 칭뺑 소재 ψ} 연요 

" 셰옥 씨겪 장소 혼현옴 용영(종시 응;-) 아§ 마자 

에상양요/윈H%ag’‘54{9〕 찍， 낙앙s정gg융앙도증증1찌꺼*헌현현U옥g(U(Ii*εigF샤:aijictPP서‘l잉g;연’””ν9“ 6 “)) 6 11 γ j s1 51 

운서죠조이삭 ν↓ 

< 1l 2l 31 ν4 

〈아앤1i내S아양I조영용X(해양f〉에‘( %”」g”’!)야h(J1서 ftitRi”A @i4닝9/잉;>(-) (S)g이67h1 끼?11233 655성성성죠응유계계삭 νν”‘‘‘ (5)6l l 1221 

" ，연쩨i야 ↑ rM~' 써.Iji~-"fr. ''1'爛 tα융J(1~));' A"，응없 
없 1써~익악요앙ζ 

‘ ’↑없쩌없잊∞ Wi~J 16i1l!1dHt. ’ψ찌t셔 fJlW<i!Il !lHI<' iIf;l;i'IM~t;Ji;: ιP영ISBN 
<Þ.t" 20(0). 206-경쪽 아가 악ι 장소 
" ，ψ"'찌MJI!Jlt . jIj,ihi;, lfi:il!-l'iia.“ 이 •• 쩌~i!!rll;iU. iI1 i1Mιιε ‘"_N 

4ιÚ， 2000), 12"< 



"α 

이 지역에서는 오두 S옥의 아가가 조사끼있는데， 우aζ식， 지조식의 5 성 조삭 2 

곡 b끼옹이 사용원 5성융계 2곡 그이고 7，응이 사용연 6성조식 l콕。I~얀다 

갱해성의 아가 약재로는 Zμ악~I가 대푸문인데， 1/4약샤4 션 극 ""1되었다 

중국에서 '"약자는 회유 g 뼈) 잊 곡에(때찢와간응 응악에서 많아 샤용하고 있 

다 

(이 하냥생 서육부의 아가& 

하냥지역의 서녁니F는산서성파성서성에 인갱얘 있냐} 따라서 。1 지역온사육 

푸 고윈씬'1의 영양권 잉j에 튼τ}고 양 수 "다 。1 지역에서 조 '"' 아가는 오두 
3곡으~ 아래와 강。1 ，생응제 곡 1녁과 7 응이 A 용잉 6성조식 2-'i-"1 .5'.~ 다 

이 지역의 아가 막자5'. 2/4약자 2곡， ~，약자 1 공이 보인아 

" 강'~l(ι뼈 인가 근 ‘}색 ’ 구 
강희 인가 근‘애얘우는 상찌"'江.) 8}류익 늘[.:z. 지역 소4， 양작 지구호 호자 

산'1 스조'1 얘우 흥우하다 이 지역의 인가는 중국 !’앙파 냥영의 지역껴 중건 

지대호 파도성의 응악 득정응 가친다고 한'* 예응 등어 i옹땅 인가 보디슨 서정 

적이고， 냥앙보마는 끼영패하고 iε다 아 지역 민'1의 응조직으토는 웅죠식의 5성 

조식 이 않이 보아내 다은 지역에 비교히여 각조식의 인가도 비교적 않이 보인다 

니냉으조 치조식의 얀가가 보。1악， 연지 {:-01 샤용성 씨조식 성거의 6성소샤 또한 

강 수 았다w 

"' 하냥성 용낭우의 야7써 
야냥깅익 용낭푸가 강희 인가 근샤쩌채구에 해당안，*， 이 지역의 아'R는 오두 

4곡이 조사'1었는대， 5성조식 궁조식 2콕， 지조시 1곡파 &생응제 1곡이 그것이 

<g ↑잉 '" 서욕부 쇼애 써 푼ξ .. 

노" 제욕 l ‘•” “ 약자 

‘ rι뼈R쩌:tilll%!l< ‘，"딩1!;， õilllε Il tf. r얘觸없 뼈h ημtε 얘 
，"'익Pι '"η 1139-52~ 아가 악보 장조 
”생!S!， '<þli!lll!.fI!j;;Ji'!?;fl'，“~t)j(， ^*A'll1ψ JtIili. 2002l, 잉용쪽 
”ιr;IJRF.j;jlJfjj#;pft 패ifJiMffil<<JHl"， '<ÞmKJlllu!i!~‘ ’이써'" 下 ., (.ltJi\: "'101 

JSBN >þ,Ù, 1997), 1139-52쪽 아" 악효 ”조 



중쥬 앙혹{，，，，*) 션얘용jι 아써 "'셔에 얘한 응악찍 고강 , æ 

0 1: 19) 하냥권 쇼재 아" 를싱요 

Sζ얘 체옥 채상 장소 출현율 읍4경(종자용} 융2ε; \Q-;자 

3청악아E증용J야1아%F흥h약 정 ζ씩끼F경야공 a갱째1(R쥬 당g서꺼i잉”a1h@i‘ ”i ’ n7 Rt)g휴끼) 깅 나나수 냉산산영현연현세((rg* 〉iJUα찍r찌*%쩌，삐， (5jh (5t이1l) “) Z ‘” 이 0 3 1) 1 z 6 4치g긍성조조ξ응석서서제 z ‘ 
, " ‘ν.‘ 

;,‘ i) 526315’" 
‘” 

다 

아 지억의 아가 까자호 ~，아자 2곡 w‘악4 ，아. 5/8약지H곡아 보인아 

α) 강소성 일우 지역 。"'"

강소성 연부 지역이 강에 인가 잭얘구예 포영외는예 。 얘 예 그 지역애 해당의 

는아까을제시히써 보았아 소아가는홍파λ때化뻐‘잉}낭헌 *찌찌 안운현" 

-?Jk.) ιf영현(￥l\:I~커) 지역에 천숭되는데 오두 5콕으호 지조식 3극 궁조삭 2극 

으"껑소샤으오 되어 있다 요아가는 냥용시， 대중힌에 오우 3곡。I~이는이 L 
소아가와 "'얀가지 •• ，갱생의 5생조식으3 되어 있고， 우소-!Ol 2꼭1 시조식 1곡。1 

~얀다 

이 지역의 소。ι가 익치5' 2셔악자 2곡， 1/4악자 1곡 3‘악자 1극 잉8익f자 1곡 

〈요 '" 강섭 스얘 씨 운쇠표 

쇼of71 

""'i! '1옥 채정 장소 출현옴 읍영(종지양) 약3ι 아i 

저격조조떼씨자상안안μj?써‘iR에”@m;애애tj3triE예써씨9f(F*””U아야:*가 ””7*”0아)‘i 가7야”)쩌(아;>1-) J 용흥간gP희하앙영운ι샤연션영N((((，!*@guκ*ιRiaξR써g@ h”잉))) 3 (!β”()1 6 ll j ;” 치씨 지g긍조i조i ‘서 서시석 깅 “3li‘ 
315\61' 
6, (1)235 
5, 6, (1)23 '" (5,)6, 123561' "' 

요얀" 
，쩌 제목 채상 상소 혼현옹 읍얻(종자옴} 익 ξ 아지 

아"이아찍소펴에(생%小끼서”h小{’g‘;QM찌 m上씨j 냥얘 냥용웅충샤현시(((RR*‘i 6:r‘lbh”)) 53 @ 5)l @ 1 z)( l 상， , 앙j 우지 ’Lg죠εγ”서」{ '" 1l‘i 보보요야 쫓夜훌} (5.)6, 1235611 

” ’‘P써 Rilll:tt얘 •• πg용j 엉-IJI~fHl， ，ι>0，“‘ •• 용. αι!의上 n샤 (~tt，ι • 
g잉'N역~'"'， 1998), ’ 192.깅파 아가 잉보 찬.~ 



，~ 

이 보인다 요야가에샤논 >1'얀자 ]곡? 이혜자 j곡이 있다 

') 강강 영원인가 근λ얘얘구 

강경 영원인가 은‘얘세구는 강냥용져 ;:rifj!!ll，섭)으g 이야기원다 이 지역은 

영당a 연서 하갱이 서호 영음 영생하고 잉는 용의 고장이다찌 

이 지역의 낀가는 치주시으로 되어 았는 5껑조삭이 'P'J 영이 나다난다 다응 
&표는 긍죠식의 5성조삭。1 뒤응 야흐는데 우조식의 5성조식 은 그" 잉이 보이 

지 않는다 이 거역의 인"는 긍선(l'l<~)이 않아 수요학게 냐타나꺼 장2도 단3 

~ 0'얘 위g의 성하}갱 진앵도 니，~년대 아라한 전앵。1 아 지역 인"득 자연스 

영고 유장아며， 명 ~εt교， 원안한 운위기흥 나타내어 준다 응시영에서 얘우 특 

징적인 종지형융 샤용하는데 -"13ι식의 인기4개서는 J}.여α"잉 급진 ""웅) 후에 

주응으호 을아-7H= 영태응 시용한다 예릉 ε어 1응용 ε 러싸고 "흔 용을이 을 

어간 후 4도 아얘인 "융으흐 용치하는 것파 같다 

1" 정강성의 아기기 
아가익 극조는 대푸운 비교석 간안벼여， 언이의 자연 성조와 갱융l'뼈)에 아 

주 가입고， ε?홍성아 비~저 강하내 용정에 비교각 "고 ~프다 가시의 내용은 

앙은 우운 생산 쟁잉의 일안칙인 상식 흔은 유퍼와 강연된 것이다 정강성에서 

중요한 아가경거 〈호우b와 〈양우조〉가 .는데 이을 응악은 자유리등o으 윈 

것이 않으며， 궁 상， 시조식의 5생응꺼 잊 4생응게g 외어 았다 

。}얘 효에 재사원 아 응조직융 운씌해보연 진채 "곡의 0)-:사 중에서 '"곡의 

。}가가 3정성을사용한 5성조식호 외어 있Â 15극의 아가가 5정성애서 한 응。1 

써진 4성용져 ‘ i 되어 있으며， ，성융개에 연응이 추가원 5생응게 ~ 3각。1 보얀다 

6성조삭옹 5ι두 2곡에 Si}S}아 3성융계익 녁노 3곡이 었다 

。1 씨역의 아가 중 〈호우조에양4'여" <영우죠>(Ð"l::-'!'피)와 강은 아가는 자유리 

Ea료 되어 았e 경우가 '><1 이외에 아가로 '1<막자가 대우용인세 '1<악자와 
“8학자가 적게 λ냐}의고 았다 

7。 염~.， ’ψl!ll~m!ió: fililfíi.시t홍 人Ii':<r용써RfW. 2∞2)， 21 ’? 
η r얘원인셔얘J!;1i\t. i!If!I'éi, l&t용 Il:ÍI'， r얘E잉쩨얘였 i!liirló,(;fi;]\; <1'뻐]빼 

tι "잉) '"'"쪽 아 } 악보 앙ξ 



중국 한역ι*찌 꺼해옹" 아기(’생)에 얘엔 응악꺼 교영t 105 

(.11: 2 1) lil강권 쇼재 。，，' 문끽g 

악시 

영해현{￥%생" 56 (1') 2' 3' 궁‘시 ”‘ ν‘ 

영상운얘엔에'"二εr~J!i)‘” 5 66 (1 1iil Zl 3l i gl‘i식식 ι ‘ 
(5) 6.1' 2' 3' ν4 

상f현i三I~쩌 6 (1') 2' 3' 4생엽. a ‘ 

56(1 ' )2'3' 궁iι삭 m 

생연"‘s’i 5(6)7(1’p' 5생용계 깅‘ 

，환현‘玉꿇땅씬 (5)61'2' 4생용계 l ‘ 

.환현(王꿇쨌j (5)61' 2' 3' 치조이 "' 
(기2(5‘3)3에66(이l11j6t 2 2(”j 이 y51 치지지우조33ιεε식이이」 자유 u여’등 

m 

"' 
5 (6) 1’ 2' 3' 우조식 "' 
5(6)1'2'3’ 우조식 ι@ 

(fS)) 6 1l ι ι， " 서서조조식식 3ι 

61' 2' 3' "' 



,"N 

α) 강소상의 아가1π 

자%이등 

z“ 
2“ 
2“ 2ν‘ 
νi 

'" ”‘ ”‘ ;’‘ ι4 

ι‘ 
ι‘ 
ν‘ ν4 

'" '" ν4 
ν↓ 

νi 
νi 

" 

강성 강소컨에서 노기뀌(엉꺼:-ß:)는 아끼를 소아'"少~:tt)와 요아가(용%뼈 우 

증으호 푼유하고 생명하고 있다 소。}가능 」넌 0당이 깅프는 "콕으오 어런이 

응 $.약하고 아인이의 사.:i!.릭음 애양하는 내용이 있으며 어연이등의 사을 안식 

능력 또한 기으는 등 앙응 기능이 ‘ 나」 한다 노얘는 양지의 밴간 소소 곡조아 

유사하지얀 연순하다 용역은 8도 이내가 양。I~인다 유경대 ol}(~t~'J{大흥) 가요 

직회(:il;t‘영응)에서 1926년 떤정한 r오기강f징，(옷"띠좋)에 5 수의 ζ}가가 수흑 

되어 있고_， 1928년 갱익 자(.:EWL)7~ 연찬한 r오기응굉，(핫。.도ι'" 에 501'의 

。}가7t 5'.이냐 1t^)안 았고 욕조는 없다고 한마 요아가는 이어니" 이린이를 당 

혜 재융 예 우닫는 쳐연곡니융 양한다 내용은 간단하고 즉흥척으호 가.J.'r:;블 용이기 

" c이]，!jft'J'ol'il;써 •• εr.ß~， εg용’H'r. 'φ.，α”‘"써 .. πι흥(上 씨(北@ ψ 
!!ilJssr-; ιPι ↓%이 1190-210쪽 악가 악익 양조 



중긋 한H딘..， 선얘동""씨""에 대야 융9썩 고양 ，~ 

CII: 22) 강션쇼재。기응여g 

스Of7f 

노해 째목 채상 상소 종현읍 응영‘종쳐옹) ’1조 약사 

요융우은강소강양잉산응6시시사시 사r@(따m ιa;잉gi쩡i1;H:J)깨gmU*η))) 
6l <15)23 )532615 

궁궁공궁지까i조조4즈조iε삭/샤삭서삭1 ι ‘ ” 12356(11)2'3' 
‘” 

5l 6l6 ((1>) 2 2 ‘ 

Si(5C f,3h)) l 2 3 5 이잉 44 
, 1 2 3 
5 6 l' 잉‘ 

요이" 

노래 제복 .써 장소 증‘현응 응J영(좋지공) 악죠 야끼 

，ι ” 
” '" "' u‘ 
2 ‘ 
ι ‘ 
3‘ 

'" u‘ 
ιq 

:‘ 
3 ‘ ι ‘ 

'" "' 
도 하어 가영깨 홍영대는 창조로 용 수 있다" 

강소성에 보이는 강~ 명왼 인가는 .li "，와 강아 스아가 6~까 요아가 1β수 

가 잊다 소아가의 경우 오두 3정성익 5싱 조식 으료 궁?c.식 ‘득， 치조식과 zj-조식 

。l 각 1수가 있다 요아까의 경우에는 "곡의 5갱성 5성조식 아가와 3성 ‘생 6 

생응제 각 1~석 정해진다 이증에서 6 영 웅7 는 η응이 사용의고 있다 5칭영 5 

응￡식에사는 우J식이 S"'l-, 궁i삭아 6곡 지죠식이 1→으주 되어 있냐} 

이 지역의 아가풍 소아4능".학자가대우용이며 1욕애써 ι4와 W'익자가강 

께 사용원 곡이 R인，*. jL'아가애서도 이러한 정양j 에 "'악지의 i도 나타닌다 

”니~Þ>lW.'W:i!Iijf;JJ< ’ T.i<1>, ‘’i쫓!Hl". '<I'I<lINOO:iI;EilI#lJ>\è. iJW/i(上 下，， (1~:;; ψ 
쩌S씨'1""'. 199야 llS9욕 장죠 



1M 

ß) 상해의 아가저 

집성 상에연에는 다옹과 간은 아가 설명이 보얀다 이 지역의 아가도 요아기흥 

포엉히는데， 지방 득갱이 애 우 션영하다고 한다 시내(끼6씨)와 시.2j (ifj)'f-:의 아가 

는 서흐 용일하며 그 내용에 시갱，，，α)융 당고 있다 요아가의 응악 우조는 완 

전하사 않지안 우아킹이 았고 강용융 주기에 층운')다 상해 시역의 。}가는 며 

우분 유여를 양 때 쭈르는 유희기에다 아를 유죠는 유펴냐 우용 용각의 한제융 

받는다 또 。H들이 성강하는 에 영요한 지삭 응 당응 교회가가 있야 그리고 g 
.'f-~ 상상혁응 영요로 하는 시η 개 찌N!!서 아옹의 일치'" 능픽응 증대시키는 

요구영，"흉Q%i:It)， 어흔이 아아S아 자도흔 부프는 요아가 둥이 았다 상해의 

등요는 가λ}의 킹우 3지구호 헤어 있는 경우가 대부운이며 언어는 통옥 의이고 

생계 。1해양 수 있다 영제 노얘우응 수 있는데， ，영응께 종의 3융아 니} ‘응으"' 

우성깅 것이 앙'"생 응제 중에 ，)는 궁조식， 지조식이 양이 보인다고 얀마?’ 

<li 23> 업성 상에권에 보이능 。 가는 요두 "옥이다 이중에서 5갱생융 ι능 

5성조삭응 오두 "갇으"' 캉i식 4곡 상5ξ사 2각 지조식 ?곡 우조식 2곡， 각조 

삭 2"l-"1 .>'.인대 그"고~녕응제는 6옥이며"성응계가 "극으，. 매우 잉았4.6 
성조식응 7응윷 쓰는 궁조삭 성격의 응악。， I옥 보인다 

상에 지역의 아가 약자는 "'약자가 대부푼이여 '"약자" 6/8약자 등이 보이 

.íl:, 2/.‘1!j-:<t~f 3/4약자의 홍짝 약자와 'Æ아자와 ν8악자의 흔항 약자 이J악자의 

'"탁자가 흔용이어 사용되는 정우도 보인다 

"ε m 싱뺑 소재 씨응석요 
노때 체적? 새깅 경 i 증행휴 옹열(종'1융〉 악조 약〉서 

〈ef”lF4g얘유Jg。a}0갱 天영영’깨갱l저인호g영((J‘;”ar”*R* ’aJ)，‘i’쩌표‘”j시" (1)23561' 궁죠샤 ., 
356(1') 2'3' 궁죠서 "' 61(1)23561' 궁g서 M 

'1용흥‘’냉햄AI (2)J56J' 상즈〈석 

” 대형해'"찢$었(m짧띠없 (2)356 4성응계 "‘ 
손중산화챙쩍{웠.띠꿇~'" 6, 1(2)3 ‘싱응제 m 
~l~l래 암r}<!\f(，*，*쳤 웰多*' 6, (1)2356 강조늬 "' 기용우，，-잉 냥펴혀(I1i없縣) (3) 5 6 Y1용깨 잉‘ 

" ''1'OlIw.j;ll:nnll:;h!I.. l:ìWI>J I0OIε'ß-ê-， ’‘ÞIl!INP.ll!!tilllJiJI< 上껴*끼~tt，(， ψ"""" 
니~.ì.'> 1쩌 701-19익 아가 악오 썰 

" ''1'101''쩌;jI;~Jil/. -l:i!i'l>, IfilIll'kß 1!-. tιN!l1l!잉 ... ι j-j!i양시끼tf.c 4'I!!!'lISBN 
‘P ι 1m), π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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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쩨 제목 채젠 장소 용현응 용4용(총~I용〉 각조 .자 

β) 5 6 l성용져 ~， 

(3) 5 6 3성융계 

“ β.， 5 6 3생용껴l ν4， ~ι 
이 oó 3잉용져 ". 

(3J) 5, 6, 1 ‘갱옹쩌 "' 3 (5) 6 3생응제 
2“ 3(5)61' 4생옹껴’ 〉니유이능 

3 (5) 6 3생응. "' 3 (5) 6 3성용계 "' 36 쩌 16 "응깨 '" (5)61'2' 4생조식 

“ 5， 6，t ~3(S)6 피;ε셔 

“ (5 ,)6, 123 치즈4 l ‘ 
(5) 61' 2'3\ 치조괴 l ‘ 

3 (5) 6 3성응제 m 
3 (5) 6 3생융계 3 ‘ ν‘ 

(5,)6, 12356 치죠삭 618, 잉S 

(5J) 6, 123 치조석 "' 3(5)61'2’ i 죠」 a ‘ 
5(6)1' 3생응·껴i ,. 

5, (6,)12356 우조사 ι‘ "' 35(6)1' νJ용제 "*려-f.-
5，[6，)123S~ }조식 ι‘ 

3l 51 6i ?, {11l) 2 3 5 6';j~，석 “ (2)3561' 2' 3' 상조식 ,. 
(5,)6, IZ3 치<늬 " 2(3)561'2‘" 각조삭 “8 (3) 5 6 3생읍껴[ l ‘ 

(3) 5 61' 2' 3' 각i시 ”‘ 6써 

5) 인예(~~.::) 얀가 eι애깨구 
인냥 지억파 대안 지역 용에 보。1는 인"는 냉응 경 우 5성g식 우소」으ζ 외 

어 잉다 지이 지역에는 특이아게도，，' 우 응으포 이추이친 인기도 보인다 다 

δ」으S 양이 보이는 응죠각으로 치조식아 잉'U융응제~ 구성원 각조샤으흐 해 

석안 수 있는 응조직도 냐타나고 었ct 용건 인가에서 연응의 사용은 그려 투드 

러지지 않지안 연궁응 연응ξ오 샤용하는 인요도 있다 중，)형애셔 보연 주융.;11 

상양 3도응 흔은 4오 용에서 하.진앵으호 엮 아얘 인정응응 시용하여 가왜m 

Jε ~，써한 후 주응으호 전앵'1꺼 중，)얀다% 



no 

0' 석건성의 아가η 
아가 중에는 영부응 용요이어 대우분은 。씨등이 유펴를 즐길 때 부흐는 것잉 

대 지영의 언약효 용잉대여 부으는 노애아.~ 영 수 있U↓ 다S 우운은 이어니가 

이에1에게 를여 주는 것이다 。‘즐 등어 〈최떤가>(fiiE<;!t)， <요암극>{llM때，. <써 

조가>(i1clill!:) ~.이 있다 이허한 /댄듣쇠 각조는 인이와 양정한 안껴þ} 있다 

욕긴 지앙의 영언。] 당ξ예 각 지역의 아가띔 요투 자기인외 옥득한 용꺼과 운 

이응가치고있다% 

욕건지역의 인"는 인웅 인중， 인낭 인서， 인서용 인q으료 나누이 정성에 수 

흑의이 았으으중 이에 따라 각 씨억영 아?나늘 정리'"껴 보k다 

앤시 인용지역의 아7넘 보연 모두 "곽이다 이중에서 5장녕 S성조삭응 지조 

식 각조삭 곡 각 1욕 적1에 없으며 3생용꺼가 8곡 4성응계가 5옥. ，성응제가 1 

극아 보얀다 (6,) 1 ’ 1 2 '2 3의 6정응계융 (61)123의 4성응껴 에 두 원응이 추 

가원 응깨호 。\，얘한 수 "다 3성웅쩌의 갱우 κ)é ι (5) f..2', (l)23, 35{‘ 
퉁의 다양한 응끼가 활용되고 있다 

인증시역익 아?댄 4곡이 조 }되었대 이응 옥은 3성응깨 Z극 4성용에 1극 6 

성l식이 1옥。1다 l (3) 5 ε ~，응옹저 가 니타냐고 았다 

인냥지역의 아가증는 "곡으흐 @ξ 수가 :사되었다 이을 아가는 "용의 s 
정성 5성조식드료 웅조식 4극 각f조식 2팍 서조식 2곡 ?조삭 2곡。1 보인마 4 

응이 을서간 5성응쩌 1곡도 보인다 ~선 ι성응져갚 ?각이 3ε。'lnl ， .3생응게f.C 3 

곡이 나타냐고 있다 6싱용제 1곡파 6성조식 2곡이 보이여 7상용제-"1곡 그리 

고 "운응제，.，곡’1 보인다 ;;-*{;계는 하응지역의 특용한 응제로 ’ι응 ‘1응 

‘2건〉응， "응 웅이 사용익에 히운 지역외 옥득한 용악응 안=는 것아마 

인서지역의 。}7}3，는 3생옹계의 j곡이 쪼y써끽었다 인서육지역의 아가로는 요 

두 "곡씌 아가가 있는데 5경성익 우조식 5성죠시 1곡과 5성성이 아닌 5성읍께 

2옥융 재외하고 요우 3정씩 4성응제의 。}가호 냐타낭다 3성응계의 경우 6곡。1 

고， ‘성용게의 정우 4곡이다 

아시약으g 인육시역의 아-7h드 w극이 있는대 이 지역은 5ν정성이 아닌 5성용 

ι *‘-'lf. '<Þmmiι~tF.끼ι;;f，(: ^운~tIl~ι 2(02). 129δ6옥 
" ，ι1'f!I.Rr.lü!liJ/.t ‘잉!ll'lli， J&m응lHt. '*_잉!i(r"ril;Ei!llõJ!t. Mt>， (-lιli\: 'f'f!U5BN 
g、 ~이 인용엔"는 ~히쪽 잉중얀7f-E 381 ... P잉 잉낭넨기'= 6“-æ~_ 안세엔가Rξ 
0"킥 인서아잉끼는 ，~‘"약 인옥인7~ 1205-11쪽 。H 악보 상조 

‘ ’*영 Rr.lW:~써jj;JIt . üJUh Jiil~깅응 IHl". '<j>IJlI!I'J.,'J;Jl;,lld1õJlt • .jii;αj\:，(<t)j\， ",ornSBN 
.ι zαJíl)， 19"< 



충극 한，↑~J 전해용'.0， 야'"상지에 대한 응씌쩍 고갱 m 

계 1옥응 제Sj..sl고 3성 응제 7곡，성응제 2옥。1"인대 。1셔영 서건 지역의 아 

가의 경우는 3성응계아 4생응자의 비융이 얘우 능다 

이 지역 아가 안4는 다릉 지역 아가 약사 보다 죠급 석양하다 ν‘l!}.자와 ,;, 

익자가 주쟁 ~j-.'\rol긴 하지안 1셔야까가 씨쿄2억 8이 샤용딩 언이다 4/，아지}아 

'"박자가 한깨 사용깅마커내 '"악가와 4/'악}가가 함께 사용의고. ，셔약사아 

;;，약자가쟁께 사용의는정우도 $이 니다냥마 이8약자와 ';8익자가향깨 사용 

끽는악픽도보인다 

〈요 '" 약연연 생 이가 운석g 

잉흥인?“업JU，，;):;l 

，혜 제복 채션 상소 출현읍 용영(송'1옹) 

c언인얀인‘강강갱후후현영영션언bι((1g% gtgeπk껴πb‘’’‘찌’”“”” (에 β “ @ 3 i)시0 6 β 11) 11 2 2l6 2 ; ’ 3F2 3 

장력현(흉없앓，)1 1(2)3 5 

E원~~σf‘園<J>)3iIlJ:J 

，때 셰， 써깅 강쇼 .혔읍 읍영(중'1 융) 

잉오시인개?잉연i주찌 3써간i수HH우→뼈m꾀》gjg끼 8 
I연R악 E @@@•tR)mma) 

$션션션ι첸용유사현션 션{{((면때때f&꿇 遊Rgg웠I*XX)))) 3l 51 ( 761, 1) l 71 3 l ( 55 2) 3 5 6 

휴 f씨 1( {33))5 

，.조칙 악자 

，'*더 듬 

‘“ 
ι‘ 

"' 잉‘ 

11”‘ 

"‘ 

3Y6‘‘성엉영생J용용‘*융음제제계재찌 "' 잉‘‘ι 
잉4 

4/4, 3/4 

‘정융자 M 

‘각생조응식께 "' ‘셔 

악조 악사 

6‘33성싱성성;응읍응식재져쩌 3 ιlx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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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때 젝옥 "칩 ;앙갓: 출현응 용혈(총~I휴〉 익죠 익사 

m 
zμ 

ν↓ 

2/4. 1/4 
η4 

l ‘ ” 
3l51&()714(1)235& z“ •• 

냥안현"힘쫓없〉 23(5) 6 4싱융져l ι‘ 
동안현〈同윗용" 5,61123(5)61' 가조의 ,‘ 
용용혀인니헌 에N(l，gigg”ReiQη 야i 에HR운웅f용옹응져깨꺼 ν4 

‘“ ‘J• 
U• 

‘h ." •• 
" l ‘ 
잉‘ ,. 
ι ‘ u< 
깅↓ 
U• 
ν↓ 

"，νlli4i 3U• 

잉‘ 

얻쇠잎끄원얻출.， 
노예제3 

.까까끼'1에g원"".， 
'" 써:+:'<1:子) 

팩鎭편웰"θ 싸
 

• ” ” 
민서육민}f(ll!l，혁'"경" 

노래 제목 j얘6 상소 종현응제 악조 'ÞI 

아도도정가처수갱a가가노l꺼개5이"니atRl징i히 이Egg하%8al)a§%R 에 찌 씨 예영영R링g 영현연헌 ((((*@**J3*gg1，Q%써써 6 Z 에 ι νh) “ r 11i11l) ; 2 gF 111 3 4 3 3/성껑성엉응용용응찌재제1 ” 3 ‘S % ιL ‘S 1/48 



m 중국 얻을연~") 진~'i.~ι 아，""'"에 대한 응악걱 고용 

υ‘ 
2“ “ ν‘ 잉ι 

U‘ υi 

ν‘ 
U‘ 
’” 

)7f( 

6 자 

”” ” ” … … 
이4 

ν‘ 
M 
M 

씨
 

( 

써" ‘;, 1 ~’2 (3) 

‘“ (1)2 ‘;, 1 α 
α) l' :.1"3' 

，，'’1↑상 

6, (1) 2 

에 

') 원(.) 민，) 근시써새구 

용용 시역의 인가는 우 지， 궁， 상:ε껴이 오두 풍우하게 존재하고 있다 6생조 

객의 경우 연궁음 사용한 유:ε에이 보。l어， 청각피} 언궁응 사용한 ?성쪼여도 나 

타냐고 있다 강능 지역의 '<!자드 연부 꺼'k용경시 인가의 션영 특정융 가지고 있 

는 6 l' 2' 3'E..i'. 되어 있는 4용이 주요ε께 성호 선앵하는 것잉으 되어 있다 

이 경우 5응응 그미 증요한 응아 의지 양는다 또 다은 특정으g 어꺼 ì!(I,ID:) 흥격 

의 \']가이"' 경용 을 수 있논데 현용-(JM，-흩) 운4에 그 특갱아 나타a다 연안석 

으" 맨궁응σ응)이 냐온 후"용이 나Eι나지 않아서 영시걱이 션죠영태가냐다 

니}는 것이아 정강응:-{4응)이 경과응으오 웅장i셔 잉은 어，)의 강굉기릉 지。}냉 

다고한다” 

?잉 hIl, r"' iolI~m;\;'itlr.<<'““I'J(~t)j\， Aliô，，"*tll써ill， 2002), 121.7씀 



m 

<'1 해냥성의 아싸〕 
이 지여의 아가 또정 대부용 。}용 생앙 속에시 노얘하꺼냐 어른등아 이란이용 

에게 을허주는 노래용 일한다 최연의 〈요자;b(mH:염)와 아등용 아흐연서 부으 

는 〈두아가〉 핀’a쩌 어인아응을 가으지는 〈교자"이%↑6씨 둥이 있마 아가의 

곡조아 언어와악 경양응 애우 한정νκt. t에녕 한족악 영언이 이교삭 양기 t에응에 

각 지양의 。}가능 옥특한 흥격과 운끼을 가진아고 한q 아가의 악곡 구성응 보 

연 비교각 깅이'H'고 양순아지안 요우 그언 것은 아니다 아가는 앙연응운으 

(J,I. 25) 에냥권생이기용"' 

노려 찌약 채최 장소 종헌옴 용영〈총지음) 악조 n 자 

사유씌능 
% 
잉& 

‘” 
ιi 

"' ‘1“씨， "“?)j3] ‘115 
갱 l ‘ 

3, ((1551lj 2) 6l 1 2 3 5 
,. 

zκν깅i 3‘" 

4l ((5th‘)} 61 71 l 2 3 7 ‘?생i융ε삭계 ι” 
1 2 J 5 ν4 

”z) Z 3 5 6 7 1•j 2l f ? ?8z g각성8t조조1응용직여제이져 z“ 
(1)2356771 1'2'3' 2μ 

6, 1 22 (131 (i3 2) S1 
m 

6, 7,) 2 {31 5 l ‘ 
4 (5} 67 셔17 7 3 ’ " 3어 

61 71 1 2 3 4 (5) 646 7치생생생ξ쪼용iε식각삭계1 "' 601 2 3 M 
<5(5j}j}6 61 l 2 3 v,‘ 

,I 234 

“ 
6， 1235(，이" 우조삭 ν↓ 

'" r"'i’ Rf.jl!tJl써Jl\1t • :-1Om1δ‘ “ w‘WJ“>r. ''!'Ii!l"，r，이~iIIl!l;Jt:. i !i-m1>J(ι호 I뼈lSBN 
.ι 1αl1). 3n-\l1~ 아가 억호 장즈느 



중국 아힘."， 선얘옹iι 。)개~it 에 얘안 용악칙 요양 m 

로 자연스엉재 홍영대여 부료는 노얘인 깃이다m 

깅성 얘닝윈에 ζ가원 인요는 오두 깅캉。1대 이중에셔 5갱성융 j스는 5성조사 

으흐 9늑이 있는더ι 그응에녁 치조식 3옥， 우조사 3곡 풍조삭 1곡 각조삭 2옥이 

보얀다 3영응제는 1곡"성응계는 2"}, 5갱성이 아닌 5생응제 1 .q-， 6성~，삭 5약 

7성스식 ~ ，~꺼 S옥 8녕응계 1욕이 보잉다 8성응계는 〈예카지처우요인>(J1lf-l 

~llUllmm~l)에서 나타니는대 4(5)6 b771' 2' 3'4' 융등이 사용연다. 

아 지역의 야자는 ".약자가 "푸푼융 차지앤다 이외에 ""싹자 2옹， 3/4익까 

Pl-, 2/4약자와 3μ짝자'1 양찌 사용원 경우오 보였다 

('1 양셔 옹냥푸익 아가@ 
갱서 지역의 아가 응이μ{ 연λ{ 등냥부의 아-71':三 윈 인가 근시랙애구에 등어잔 

다 이 지역에 헤딩의는 걷강서장츄자치구의 지역으~ '-'1링 λL 용영 악액현 지역에 

서 아가가죠사씨었다 

이 지역 야가의 대부동응 잉앤드흐 응송하기나 욕얘셔링 수딴".씨S 는 특징 

이 냐나냐고 있나 가사는 3개 5자 간흑 ?사구가 보인다 내용은 우파 재이있는 

일 용아 낭끼 았고 언어용회가 있기도 하다 간단한 생안의 신리가 영겨 았기오 

하다 유영한 이 지역 아가표 생장칭기JlU↓ 〈전진갱〉어!，~.j，Ij\)， <'와공야어" 

公.， 퉁이 었다% 

〈요 '" 정서 앓우 쇼써 아가 용석g 

~'iI >;1，깅 얘집 장쇼; 쏠현용 용열〈종，( 읍) o}ol' 씩자 

앤뇌에@엉영공!정삭 삭강얘@(이이lR5I ηι상I애 t씨g t징애껴mf이(꺼Rj RP公tt*f얹tFZ)Rt」ξjag쩌"ιgλ))‘ι” 옥‘의RRi패잉용 g 깅 g 시씬///현”UU(O0주E王a% FRj1’1j**k*“****찌)))) ’’씨((↓이6h‘이 1))) 1 2 3 ‘‘‘‘@’영엉영 d a조용용*융융이꺼찌재재1 
M 

1 23 ι‘ 

'" u. 

요。공훌내 , " ‘” 
, " i “ 

611(2)35 
‘” 

" .이，.니b이:il;i!H!f:J!t ' lIìil‘’<, 임’“증IHt t‘P잉여ÐilIl!t!þ;.iIjνIi'fi씨 " 이 <!'Il!lISBN 
.ι -, 

- ‘?용옹 ?응대신 샤용찌1 써 끼조이의 7싱용계효도 에적@ 수 있" 찢X눈 7%2, ‘? 
응이 비， 약악이지안 즉영석으 .'>.AU.되기 예g에 8영옹지，< 예껴야었t↓ 

'"이IllIW.n없없 R깅양j ‘없.， .뼈없 .협j(~t이 'l'IõtISBN 
<Þ.",. 199야 @，..，용 아가 악iι 야← 

” ’ιÞ ílIJ;;;r.1M!t.il<. ~r!i~， 써’‘~;''ÍÒ"， ''1'!llIE'JUl:!l;iIIIJfH!t'!J5'i잉8ι~tJi\: "'Ii!lISBN 
<1"(,'. 1995), 631~’에션 앙& 



'" 
〈표 'ó>융 강조하연 4성응까의 아가가 5옥， 상조식의 5성조시 。}가가 1곡으로 

요두 6곡의 아가가 조샤의여 았다 

。1 지역의 학지는 얘￥용 ?μ약자。1고， ~，악샤가 1곡에서 냐타난다 

끼 강안!-(mlJ!，) 인;tt ç.사색얘구 

이 지역의 응악적 특갱2-5'.는 상성?씨:-.~!11 아 었다 이 지구의 쩌지 않은 인 

가가 3응 구조으 되어 있는이 아에의 몇 가가 특징적인 구소등 가진다 썽3도는 

1-3-5, 6-1-3와 같은 구조아고，"도는 2-5-6, 6-2-3와 같은 구조。"셔L 잉오는 

6-1-2， 3-5-6 이 구조이다 생2도는 1-2→3 익 구조긍 되어 있q 이허한 상성강 우 

종휴가 흥영되。] 나타나기도 한다. 

'" 호육성 아，'" 
깅 ~ Æ욕권에서 잉응 아가가 조λ띄었냐 호용성악 인7는 악옹갖구(;!í호" 

Q 악용냥권응'*"덩) 악중냥구(.:;Jí익p~ r.;.)， 앙서냥구(wgs~잉힘， 의장사(효용 

T끼) 의장지쿠효잉뼈떠L 악"유구(영쩍 1t.R낀 인가표 \-Ff어 응 수 있능애 아가 

또한 이 기준에 근거하여 아태에 살펴보앙다 

악용용구 지역"응 오두 "수의 。}가가 조사되었는데， , 수악 아7t:가 5정정으， 

외어 있는 5113ε삭。 어， 않응 부양 시조식으표 "아 았응도 잊 수 있었다 ‘성용 

제는 w 수， ，성응계는 5수가 있고 득이하게도 2성용재의 노얘얀 〈씬강용 즉 ι} 

앵><"표:i\':，H:.四方)" 조샤되기도 하였다 

악용냥구의 아7H=&! 요두 7수호 5갱성익 5성죠껴야 4극，<>1며 4성응깨가 3곡。1 

대 악중냥구(;!i 'Ì' jcjjllli)에서는$，곡。1 조A의있는에 3성~꺼 ‘콕과 4성응계가 1 

곡으」료 나타났다 악서냥구에써는% 지조식의 ，.조삭아 2옥 조"꾀었고， 의창시 

(효g퍼) 의장지귀효용~잉에서는" 웅죠식의 5성조，，"'1이 1곡 조사되었다 악서 

" mWii', '<l'1i!l용’t. (~t ε Aπ융영 eM 1993), 21)3.-212쪽의 강한찍얘구 에선 경lι 
‘ r‘~I!lIRrJjl!l;jllrij，.>I< • .I1~tié;， mfJIε <i*， ’.킹R!.Il!Kll어lllrt< • WυVi<U. 下)， (~tJ?:: A 

l'Ç~~잉 fι 'm, 악요 뾰 
o ，φ lil1~r，j*뻐#ll/l.. ;llJjG'éiJ mfl!-J>.!Ht. ''1'IliIII'Jl잉:R1IlI1I:\1J.:: 써 '/;(l:)J(lGJi':o Aft:-li 

잊잉 JtIili, 19S5) 、쩨융 악보 <a 
• ，ψ .. 뼈U. j!jj:jt;", ~~ft '얘성뼈JN. . ，!;lJ;I때마(쩌 A앉 

a 업 M 1988), 562-5옥 악i 앙조 
• ，ψI!!lf"Jlll~iIlI’~Ø\' ml-R;", l!ifl쫓"" ’，.용爛!l;JK • i!II _f，;원미 (l!;i!\: A l>ó승 

’~tlW1.òt， 1쩨 2씨속 악@ 양ζ 
’ , <l>l!!lIfIlfJl1iJ:tl!r.tf:!닝i 써 .. ‘ 써-IJI~lHt ’‘P엉lI.'r.rni!llJM': . >';g jt;@(1')J(jt;t，ε AM 

흥써!ül:. 19에 ”‘9혹 ，1호 강오 



웅국 안동연."， 전얘놓" 아'll{.\t뼈애 얘@ 응악격 i샌 1η 

‘응구에서는8α τ 은 지구보다 비교져 양응 '" 욕의 아가가 조샤되었는에 5징성 5 
생30식은 1곡으호 우조식의 것이 보이어 ‘응이 사용원 '.융계 1옥이 보인q ‘ 

성응제오 4극 6성소식 잊 응제오 3곡에 조사'1었다 

"흥성 산역에 경쳐 3성응겨1 4성응제5'. >'1이 있는 읍악이 않아 나티나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한다 그4고 %상3도의 응앙 구즈5용 끼지는 응져 가 양아 보인다 

이 지역외 아가 악-"!-E 2/4약자가 대경운융 차지한아 '1'악자가 1욕예서 314 

싸자가 1옥에시 그이:;:J. 2/4악자와 ν4익자의 혼용이 2곡에서 냐다냐고 있다 

(ll. 27) 호동원 i얘 아가 용" 

( 

(이 l' 2\ 
3., 5J(6,) 1 2 3 
이이， " 
u‘,)6, 123 
1 2 3 (야 6ν 

(6,) 123 

(5)&1'2‘ ., α3 
β-) 61' 2' .3' 
"에 1 
애) 6, 1 2 

(1)] ‘ 1 (2) :J 
(1)235 

(1) 2 3 
(5,) 6,) 7 

3 (5) 61' ;a1 3' 
15\ 6 1‘ 

3 G기， " ‘~' 3• 

5 6 l' 이 3 

6 l' (:끼” 
이‘h 니" 

5 에 1‘ 
5 r，(i') 상 

" 이 

‘정융져 
4갱용찌 

‘.<석 
‘껑용쩌 
‘생용제 
γ」융계 

‘싱용계 
쑤호씌 

3성용껴 
4성응재 
치용제 
3생응제 
씨조작 
상조삭 

‘성응께 
"용셰 
"응씨 
‘정옹찌 
3성융계 

‘ '<þ l!Ir;:roll;fl;iIIl “~.~tε “~fl:~， 여.'"써지1Il*"" . ;!I!UKη서~t*;: 
역 •• ‘1. 198에 ”“이 악보 양조 

'1' 
"‘ '1‘ 
ν‘ 
'" '1‘ 

"1",\ 

" ，ψIo!Jl\'JI/l:\l;f\IIJI:\IÏ 뼈t엉」 써‘1응a1t. '이N~JNJI，，5jl:iIIlliHft 씨j얘(下).(;(J;Jj\ λ야융 
~~，K!ili. J9<에 156&-72'욕 악보 %3ξ 



"" 
，딩등m‘""'1'11"'-) 1';~χ 

노4 얘옥 쐐정 장소 충현응 용얼{종지용) 용조끽 익자 

아J저교당상와끽숭기깨지여이 @(7딩앙갱7고@H)1 연냥e씨영g上똥애 이뒤잉 i종가 살1!낀E개”웅얀a1U%↓‘S1ε ”nδa”’어“JF“시lt*R*ιg 딩} 에 3(i 3(s3)()5딩 6 이 6 6 6 n l1 i”r νl 2; ?F ;F 3 31 
썼시 

oJYf ’) 이념센3 찌 에 61'2'3' 

냥구( ;‘경，. , ‘>e.,.",,,,,, "'~A 

노해 셰역 "입 장소 출현융 읍영{종，(용) 응조여 이가 

요R
인꺼찍R。아노신λ찌밍(오gUg( 시lta에o) 3왜 ;I!!H，~ξ-ft) 싸용λ용;g}?상시동끼!사엔현언天公e 8，m@iπ웃 ’

1ψR‘찌이R”) ( 3i이6)6m(ν1n)2”21 
3 5{ {16}) 

3 
1l 

33433성/성성잉g옹용용용용찌케제깨재 222ν2////’‘‘‘4 
노세에유 채깅 장ι 

(5，)이 1 2 3 5 '/' 

옐팩뒀폈밸뻗L뚫셨 1 응힌용응영중지히 1 응조써 1 아시 
안한뀐펀펀연얀잔암표얀안한"쓰ζ으; ι/

‘ 
，서악「ι

‘’~1"I:jë힐j εf생X 

노혜 짜목 얘깅 잉스 종현옴읍깨 용조칙 역자 



중팍 한서.쩌 낀얘옹iι 아개"'，치에 대한 응9↑서 고영 '" 

〈요 28) "3닝연 스얘 0찌 문석g 

노래 체옥 ii집 장소 총현옴 용열(용지읍) 융조작 박져 

짱얘얘황파펴~"!Il!ll/l\EE) 낭양ι.1(iIlF""m1 L . 3.(5) ~'}‘ 9’ 4생읍계 양4 

2 3 6(233?‘• 3) 6 이 ‘ ‘ ?1)l 2 ?” ”” V66 6지써성갱J조조소E융사깨서서샤 νi 졌훌優-tl!，{:;) I 1H<ìI(Mf.ff) I (SJ) 6, 1 2 3 1 j.1""~1 I 2/4 

월일우에까대양.주니F4RH영Jn8 t야”l子g쉬1‘m%에ln 신 서 냥 갱야야소영잉〈현한g@((@∞i쩌g@T찌!’””” (5 0o)61 1 2 J ‘4561'16'i1o;~11 2/’ 
2 3 I .vH->l1 I 2/4 

23'4561‘ 2' I 6'J "，~1 I 214 

(긴 하냥생 서녕우의 。.7t93

하냥성의 동냥우가 강회 인가 근사썩써구에 얘당한다 아래와 간이 아 지역에 

서는 R우 5옥의 아가가 조사되었다 5성 ε식으호 지조식 1곡이 보이고 냐아지 

는 4성웅제와 6성조삭아 다 〈월내내양와의억8씨ïWH윤얻:1'3)와 장은 아가는 한 옥 

에 약자애 ~라서 4성응계약 6성조삭。1 양께 샤용되었다 

이 지역 아가 악기흥 상혀보연 대우분 ν‘악자이"-'옥에 서 ，.막자ι} 에4악 

'1의 용용。1 나타난아 

") 상인(뼈뼈 인가 근시씨얘구 

상얀(ifflRl 인가 근사썩써구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용악삭 특갱은 61 J :3 5의 

융조직 끼i'-2ε용 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쩌새용으료 ↑5응이 사용외기도 안다 

이 지역 인샤 승 6, 1 :3 5의 응초" 구쪼 이J지얘 상-ih'!lÌi1í')아 더8얘，"j 상우얘채 

(뻐""꺼와 치죠삭아 앓아 샤용윈다고 ~r:ì.94 

(>) 호냥성의 。}끼i 

이 지역에서 아가용 옹요야I도 〈안ε}. <>}'응ε이 을거나 단체료 유회릉 영 에 

우즈는 노얘이다 호낭 아-7)-;::- IÌ-응 경우 l읍 1자의 구성 선융R 되어 있는데 자 

애 따라 소씩가 니}응다.~ 용 수 있듯이 언이의 지역 구용파 일정한} 강런생。l 보 

인다 

션융의 응역은 대재5'. 5~8도 사이에 용재하고~， 8오즐 녕는 경 F가 그려 양지 

" ，φ.c빼빼 m애용， ""헛，;ft. 'ι'"'뻐:ttillJJt.h'i: 끼쩌上 η，(~t*:: 'l' 
r잉 SßN>þ'L'， 1997), 1썼 "t7t O{요갱조 

‘ 씨W;:;-， "NlilK.'ltJ (itf,(: λfI':iTI1'1WItfi:iiì. 1993). 213-~17축아 강석，까 에성 ‘9δ'-; 11l 
J~， '<þ~~’;'!IE!4t~fF， (jt:?:: AR-l증엇 ~Ji!ill. 20α!)， 101-8쪽 엉 ε 

" ，ιÞI!UU.히 •• ‘. 에 .. ,“ lliIIWfl:~-， r냐'.κ'.9:!!‘~，*Ji';: 씨“ι'" 下)，(~tφ • 
'""씨‘þ.ì. ↓99-I}， l야13.<)8~ ι}가 악이 영조 



,. 

않다고 강다 어구에 따랴 서ll- "1-흔 영삭응 가지는데 상증지대(상양언구)의 아 

?는 6 ， 1 3, 6, 1 3 5, 3 5 6 l' 31 동의 3용 형식융보여주고L ι , "끽 예 응 
으로 총시융을 상는마 신영 상영 등 지우에서는 1235의 4응 응력을 않이 사 

용히4는미 3응재악한응응 용지융으혹쓴다 상--\1， 상냥 지구에서는히 이 , " 

5쇠 5성읍영 형식응 @이 쓰며 " ，용응쩨외한 냐어지 응응 증지응으로 끼L용한 

다 약자는 낀4악까등 앙아 샤용하는이 31<약자도 여것 보얀나 가사의 지구를 

상.~연 2"}T-, 3;<!-T-, 6A:r, 7자구릉 야옷S 여 3~1구，Õ' 우도 .，얀다 잉안써 

으흑 이을 사이의 :a양으cè 자우흘 이루는 경우가 않아 보인아 그려고 진씨，. 

i에도 기익 보이지 않는다% 

입성 호닝센에 조사원 아가능 오두 "곡이 cl 이중에서 3갱생 5성조직으호 5 

，.，잉，.닝권 소셰 이4 응석g 

노혜 지f북 채혐 장소 쏠현응? 읍영(종지옹} 홈"，-칙 인자 

행왕핑재(천g흥a혜해{:jfg 3/4 
압찌 Jtl!!Jl!ttft) I ÞJ~ "\jt$""'!f) I (1) 2 3 5 I 4"'à .g.1lI I 2/4 
갱탱갱'"짧띠) I xJ~~(1õ"，!!j;) I 1 (2) 5 6 I 4~j ，，'71 I 214 
현채、혔.菜iI} I ~J'lI'1l($I!j!l'J.) I 1 2 (5) I 3'J.&>II I 214 

예jσ영*@? 작강’h지씨1니싸}원안에‘17얘@sa녕)q 띠Rja””v Z 3 5 3 l ν”ιi 

‘ ''l'Ii!lRl'<“i써 •• κ，.융i ‘’애증;"t"， ’‘ÞIlIl!i<r.mi!llJl<.i/<. >';ll iõl1'î(上 下)ι~tt，ε • 
I$SEN <l'ι 199-\), 1083-4쪽 1얘성 얀용 



중국 ~{lm1 전얘 ε"， 'νκ‘ %에 얘한 ξ악2씩 E양 '" 

옥。1 보이는.cil， 한 콕。1 우'"삭이고 나이지가 오우 지ξ식이 q. ，성응게는 "쭉 

으표 "강수용 녕기고 있다 3생응계는 5곡아 보인다 5갱 생응 쓰지 않는 5성응 

제는 2곡r<>l 있다 

이 끼역 아가 악〉 를 상펴보연 대추운 %악자이 .:>l, 3/4약사가 3곡에서 나마나 

고 있다 잉‘아자와 "‘야자의 흔용도 2옥예셔 보인다 

” 깅~(II.') 민가 금사씩? 구 
강 인가 근사씩개구는 상oJ 중유 냥。I으」료 강숭 강욕， 강등 지에에 해당강다 

아 지억의 인"는 시조식의 S껑응제가 가장 ?6다 시조식의 읍악 중에서 6{}웅 

강ζ하는 경우가 양다 또션 " 5도 도익친앵이 않은데 각 우 상， 치 간의 도약 

이 앙상석2.~ 냐나난다. (' , 강서성의 이〉꺼8 

강사성의 。}가흐는 영융아시 '1 어어나나 어G이 올려주는 아가가 있다 ft" 

7\{mmlt)는 요라꾀(mlj.힌 요상(*'*)융 용응껴 주기나 용에 안고 혼등어 영 

유아응 째 F는 노에이아 두'>/;.\{;]H8/t: 는 어S이 。}아응 어줄 때 부프는 노얘 

이다 。γ응파 융 }가 쭈흐가나 윤희릉 안 에 우프는 아가도 호인다 용요“g훌)~ξ 

간단한 응소약 며용흘 가진 아?써아 수자가가 산수?얘&에호 〈수티타〉 ’"" 
써 〈당E냥티써n.m.1i잉 등이 있다 이에개 유형가 등도 R인다’9 

강서성응 강승 강동유 감서흑 강시 깅냥 지역으R 니IT어 응 ι1 잉는대， 강 

연가 근시4여얘구에 해딩「하는 지억은 강증 겸용육 깅r셔육이 를이씬야1 <lE 30> 

얘는 강서릉 잉었는대 이 지역야 강 망언구이기 얘운치 아 

강응인가에 보。1는 아가는 오두 "곡이다 이증에서 5정성으노 잉 3성'"샤￡ 

호 8곡이 있고 아을옹 치소샤 5옥， 상오식 2곡 각조석 1녁으혹 이이 있다 3엉 

응제 용으g는 오우 6옥이 있고、 4성웅제 곡으으는 2곡 그띠고 6생조식 곡이 1 

곡 보인다 서조사。1 않은 응약척 특징에 장 우함한다 

강옹용 지역의 。M호는 오우 "수가 조사되었는이 7곡의 5갱성 5응조식으호 

웅조삭 3극 우소시 1옥 각조식 1곡 앙~"l 1콕， 시즈ε 삭 l옥 응이 았다 그여고 

’ .얘 •. 'ιþ!!'llll，ful>; ln;lfl'.“，t~ 人1*~→j;th!!i~γ 2∞Q). nH~ 앙"" . 

.,. r'!'lill ‘OOØ:il!i$Jt;. iIi'!Î .. , 잉.증 ... ’'Þ&!IR IllJii\:il!i1l\ø:. iIiI!i융서1t;J;1:， '1'!!'lISEN 
‘Þ.t., 1996). 간증엔가는 잉，~욕 강옹용잉"는 @4ι、~. 깅서아이가τ 95&{;()~. 7J-λ 앤.， 

1J75-8~， 강냥인가 1395-6옥 0 가 악I 양3ι 
’ I뼈 α"" ‘g양~~. rψ생lIl:tl뼈에 얘&서，t"， >þ뼈 

• ι ，~야 ~ξ 얘영 강조 



m 

'^'응셰익 곡으"‘곡이 ~o\여，‘성응재의 욕으료3옥이 았다 6~조식파 8성응 

깨의 곡이 하니써 보인다 아응용 요두 항석연 "곡이 되는대 그것은 옥산현의 

〈월장영거J'l :1ö'e: 야 한 94U에λ1 두 가지 응조익옹 λ}용하기 얘훈이아 

강λ1욱 시억。 서는 8곡의 아가가 조사펴었는데 5경정을 씨L용한 S 성 ζ서으로 

상조식 1주 시조식 1곡 궁조식 l~똥이 효인다 그리고 3 생 6 제-'i'. 5곡이 죠사찌었 

다 〈잉 ;깅 ~\'"ε”야 갚은 아가는 (6) l' 잉의 3생응얘늘 사용하기 Q에을에 4도ι 

'"의 도약이 않아 나타난다 
강서 지역의 인가는 강 망인카f깨 해당의기 얘문에 강 인가 근샤겨에구의 것으 

로 용수 있다 야 지역의 아가호 S성조식 아가오상조삭 2옥， 치~:샤 1';똥이 보이 

며， 3성응개 아가 2곡"성 응계 。ν， ，옥이 조사되었다 

아 지역 약/↑ 악자를 양펴보연 강승지역응 대우운 u，악겨료 l곡이 자융히등 

무료 되어 있cf 의 옥。1 보인다 강ι5 응도 마찬'7t"]01;지안'， 5l‘약자 31<약자7~ 1 

썩 니타나고 ν4익fχμ，} 3/4악자이 혼용이 1곡에셔 보인다 강서욕에서는\1，악자 

익 녁이 iι이기도 한다 

CI!: 30) 강<，킨 쇼재 cν가운석g 

잉중인가 1 ‘'l'l'Jli정" 

노해 재옥 얘깅 강스 .션용 음영{좋져{:.) 응조저 악까 

타아애〈죄없찌(搖었짧} 5, 6, 71(2)3 eJ죠」 ι ‘ 

5l((( 65i5 L)1)) ]‘ 61) 씨 ‘ 이 V 이 11 2 12 Z 이↓ 3 3 5l 시치’져i 조ιε ;ε식삭늬삭삭 빽 lg이4@ 등 
2, (5,)6, l23 2μ 

j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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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νU‘4↓ 

;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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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셔 

z“ 
V\ 
l ‘ 

315α6)135 ι@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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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 서냥 고원인가 근시갱새구 

서냥 고원 민가 근사씌채구는 운， 꺼， 천파 성낭) 장서 서우 및 상서， 악서닝의 

일부훈 ~족 거주구에 해당잉다 이 지역의 응악적 특정3료 우조식와 지조식이 

주， 샤용의고 다응으긍 상죠식이 사용딩다 응제는 ..，성응제흐 의어 있는에 

α 123， 61 1235， 51 61 12， 51 6， 1.23와 같응 응소각 구조을 "여준나 

천용川예 천육끼1뼈파 성냥(~힘) 인"애서는 순자전앵이 잉이 시용의고t 응역 

이 비교직 응디 징냥(씨에)에} 운냥(~m) 뀌주"에 인가에서는 도약 진행。" 

이 냐약냐여， 융역아 g다1∞ 

(1) -q천갱의 아가'" 

서친 지역의 아기f 오두 "수얀다 사천 인"헤는 우?=.식이 셰일 ”늄) 보이 

냐， 징성 샤션간에서 조시원 아가 중제서는 시조식이 3곡， 우조식。1 ，곡， 상조식 

이 1곡 Z↑소삭。"곡 조사의었다 이을온 5정성이 사용원 5성3이으료 R두 6곡 

이 cf 

013 1> λ 친영 소재 이，(를앵 

，쩌 셰석 씨1 장소 총현옴 옴열{종지옹) 유도꺼 익~71 

”인이”에}9아。Mf영안tV홍“M히%qι a‘io;ma，씨- 깅ι피F녕@흥예사에”agS없t%찌이) ν‘ 
소소 … 양우 " ~‘ 

ι‘ 

“ ,‘ 
;Æ 
긴4 

~， 

",‘ 
",‘ 
l ‘ 

" l ‘ 

S(66)jj11r상f ‘지져영ξι옹서식꺼 ν‘ 

(S1)(5 6}, 1 2 3 5 6 l1 ‘ 4 
잉ι 

”이 μw;:;-， ’이뼈~tJj(， ÀR동짧야 i찌 213-26온의 싸생구 얘영 창죠 

… ''1'Iil!lEι~i!J:lID lflijt 밍川융l /iif>t용jl:Îl-， ''I'Ii!'lB<r.:mI;IID!fHJ<' I'!l川"上 -F)J(ι~; '1' 
，!!lSB야 Ú, 1997), 요"'양 노에는 "싫 악호 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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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응계가 6곡이 .이고t， :3생응제가용. ，성성이 사용이지 않응 3생응씨 1곡 

파 6성조-ól 1 욕이 있다 이중예서 5갱갱이 사용이지 양은 5성응끼 l곡은 〈안아안 

아자정 "쩌Mt.iI:헤이라는 옥으s- (6) '6 • l' l' 상 강의 응죠직으도 되어 었 
는새 "응 비특 강약의 시ι f;으흐 스스。 지 안 6웅으오 전갱하고1 ↑"응-so l'용으 

로 친쟁해셔 영국 3성유계~ 해석양 여지 5'.. 91'+ 
사천성의 아가 중에셔 긴조ι} 냐다냐는 경우가 았다 〈앙우예아얀홍군-:>(/jj(↑g 

영.III1tJ.중)의 층현응 응계는 ρp ‘ 561'2'3'으호 용 수 있지얀 R두 3구.< 
구성원 H 증 앞 1구gι 뒤 1구의 옹조석이 다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1 듀 구는 

(이 " 이 "으로 4생응제호 우성되어 있는~il. 6융음 응시응으로 쓰끄 았다 낀 구 

에서는 (긴 4561'sc 싱져호는 5도 아때호 전소한 우조식L긋 g 수 있아 아가 
。 서 전조가 나타나는 흔치 앙늠 에에 욕영τ! 

。1 지역의 아가 익자는 '"가 양도척으도 않고， 냐응으료 '1“악자가 었다 ," 

악자의 쪽도 1곡 Y.얀다 

('1 귀주의 아7)-102 

꺼주 지역의 。}가는 아용야 유피 S이깨 우으는 노예도 옹송성。1 비교적 캉한 

것。1 득갱이라 양 수 있다 앵인샤 곡조의 경함。1 긴일하며 응역이 비교혀 증다 

리등옹 규씨척。1며 1자 1응。1 않다 종지응옹 5 ι u옹으호 찢는 것이 일안직 

인이미 ，(사의 아지악 등자의 양인의 생조에 따라 경정잉마 잊안직으" 옹갱 양 

'1'-)은 2음으로 양형 rn뀌응 ""용으효 성정거성(上용~찌응 1응으호 끝난 

다'. 

ca 32) 귀주연 쇼얘 ψl 용석g 

노'. 제목 채샘 상소 종현음 용영(층지응;-) 약ι 약자} 

@(62)• l' 2' VI 

1) 316211 ιi 

VI 

‘“• l))0 ”1 l 1)) ( 2 

2ι잉i 、”
ó, 이2 

6((66l 2 2 이ι‘， 
잉4 

" .ιN:!lRl"Il~!I!IJflJll ‘ ""ι T(, $써흥익f'r. ''1'ßlfI':I'..'l:ftEl!l‘Iit .• 11111(1:' l')J 

(1tJ;(: <l'gJISBN <l'ι 1995), 199-202 쪽 아가 악보 창조 
"" ''Ì' ~Rr.ll!l!:$JiHI<':II"에"'上 Tν 잉R훗Ai'r. 'ιN!lfi:JIIl:JtH잉용'1'1< • Jl:j 양 1 > 下)，

(U, ιNIDSB~ ψι 1995), 199~ 예껴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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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주지역악 아가는 오두 8~인대 5갱성의 궁조사 5성조샤의 약곡。， ，곡。 여) 

'1써지는 요우 3성 응제료 의어 있냐 오두 6, 1 2 동 세 융으호 구성되어 있는데 
옹지응이 아흐다 6응으g 종지하는 것이 제일 잉다 

이 씨역의 아가 약자오는 2셔가 대우 i아 ", 한 곡에서 '1'약자의 용앙아 니다 

냐고있다 

Pl 장서 서부의 아가，. 
왕서 사부 지역이 서남고원인가쩍새구에 등거간다 낭령시는 장서 중푸지역 

에 6쩌당하는데t 현재 응왼이 없는 간에호 영자의 연의상 서냥 고원인가 객꺼구호 

구강해서 소재양아 야해에 3ν사원 냥영시의 아"능 R우 6';;:으호 치소사 1곡 

상조삭 2옥의 5성조식의 3옥의 아가가 3센며， 7.;J이 사꽁원 6성ζ식 악곡 1녁이 

’션1다} 

아 지역 아끼는 오우 "'악자g 씩이 았다 

l긴 껴가 인가특우 

찍'"~家) 인가특구릉 안한다 우조식 성꺼융 가진 4성응계와 5성조식의 지 

조삭아 않다 상용하는 용’~ 6-2'. 6-1' 잉 으6-1" 5-6-1'_2' , 6-1'_2' _3' 퉁이 았 

디} 끽?↑ 인7 에서는 우， 상응이 1l].i1석 득송하제 λ}용~<1-. 3응영 4응영‘ 3응영 

중에서 혹옹 치3ζ석 혹응 우조λ1。 강 간에 우응파 상응 두 응아 강조되고 있피 

선응 진앵 중에 양전 ‘도의 공격응 이루제 딩다 。1익에 우?=.-삭파 치조시의 객가 

인가 응에시 궁응;을 강조하는 현상도 나다냐고 1\t:};il. 찬다 

0133) 용서 §우 소재 O씨 응석요 

노때 ;01". 써집 갱소 종현음 응열〈종'1옹) 약조 녁까 

원껴i1낙얘f}잉웅C우E곽}잉자지‘대션”(이이국대‘η고i수얘왼t사얘양왼칭 써t ’((1Y‘ig!R“@t公ga껴CgR* mg!fR, 大let”@πtkN씨” 여4〈*)3)ge잉”이 낭냥냥냥냥냥형딩링잉잉영씨씨씨씨씨 씨이R*、***i써’”n*R*ηη)))) ((5S (]l55))ll} 6 6 6l 1 2 3 5 

666 지강앙생엉성조f즈죠죠조~""샤서삭샤사 
ι4 

17， J~35 ι4 

, 7, 1235 "' 5i6l6l7,11 (2) ()23}353 "' "' 5, 6d (2 ν↓ 

’‘ rιP영WJj:!l;EI!I!l! rit . J):엄 1<, lIifl흥역i'r. ''''I'*lÞ;r，야Ø;EllJJIliU. ^"，i'!i-1>끼;[þ;; ‘ÞIiIDSBN 
*ι 1쩌 ~，→영 아가 악보 "조 



종1 안!측，(UUl잉 석해동-.ft.， QÞi-{mIt)에 얘영 융익적 고장 '" 

,.,‘> 깅서 닝루 생 아가 운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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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시성의 낭우 아가@ 

강샤정 냥우의 영언구가 바로 객가 망인구에 헤영한다 。1 지역의 아가료서는 

우조식의 5싱조식 l곡파 3생 4생응제 아가 1곡에 4시"었다 〈요R요안안ι{'B 

‘5링~없.)(l$R찌파 간은 아7써’서 껴가 인가 응3칙의 특갱융 용 수 았다 

이 지역 아가 약셔호 '"박세 "'악자 2J4~l자". 3/4악자의 흔힐이 조샤'1었 

나 

4 중올 얘3ξ 아가의 사예 훈식 

앞서 3장에서 상에용 것파 강이 응f의 아가는 얘우 앙은 수가 현존한냐 이러 

한 아가 증에 " 중국에서는 대X적인 아까호 다응파 강응 }에능용 등고 있는에 

이 갱에셔는 이를 아가응g. 구제적으호 살여보고자 힌다 

송대웅 *-*Ii8) 연저 r민간가은개응J (R.r.1:!l:iI!!D)에는 몇 가지 대표객인 아 

7덩 소개하고 있다 하욕지역악 〈소찌새X 사천 지역의 〈초소아아렁거시vH"，~ 

el\), 산동 지역익 <=’(RIi), <<ß헤이，η" 운냥 지역의 〈사조~쩌찌， 사전 지역의 

〈수끼꾀>(양껴乖)， <앙우찌아딴흥군>(ñì4'-I:i~i'iffr"，)， <앙F가'>(ñì4'llt) ， <안초 

가>(잉후캉l 운냥 지역으'1 <망해?씨!’~ljl:). 귀주 지역의 <"ð"!연도수가써퍼앙 1.1이 

'ik) 등이 효얀다，. 

주갱갱의 t중국인가에 승용상j에는 융경 시강의 〈수우이에기K↑%↓ 산옹 지역의 

〈화합되닝'(1E앙~)， 하육 지역의 〈소장우:、 대안 지역익 〈잉지조자끼→R' 子) 호 

냥 지역의 〈아이우〉 씨 b 효) 등이 소꺼외이 았다，. 주갱갱의 r중국인가꺼서는 

H" '<l'1i!: ‘M"，잉lI;$; -1Ii!!i1i-, “~fi.il". 'φ ÞfJl'< r.이õlI:EIIi#i닝i ι:i!'i oli서;Jtf.\ 끼，.." 
*ι '"이 ，，~흑 이기 악호 앙조 
… 찌λ%영웅 'R에 ..... “:;it f,(] À~잉 6찌iι ，%이 =.ι1쏟 악a 앙소 
@ 애육'j!f， '<l'~써""，.‘il-iii:.시;.(..:W， 미%’t어 •• ι 1'197). 7응-33'>1 



''" 
〈화강야'>.<수우아〉와 요아7t{lt}t;jj;J5'. 요녕지역의 〈요강곡〉이 소 H'I어 있기도 

하다，" 

'1 <소액얘>(/J 꺼*)109 

하용성 지역에서 션승아는 아가인 〈소역μH>는 웅국의 대표척이 아가의 하나이 

다 δ '1기에 부오를 잉은 01이콩 노에안 슬픈 노얘이다 슬꾀 우는 듯한 응l죠'1 

특징척인데 악샤가 "• 이↓료 되어 었는 것파 "ι악자호 용야는 것과 갇이 다륨 

이 보아고 7{;-야 사용의는 6성응제 응악。l거나 S성~-삭의 지5;;-!-1 궁i시의 응조 

삭음 까지는 융악 등 앤형원 오숭아 보얀다 약자는 '1'약자. ~.약자E 니아낭다 

<:;'<j-.!i!. 1> <소액새>(/]、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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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용 지역의 〈소~얘’m 

선통 지역익 cι가이 다 3(5)61' 이익 5성 죠식으효 구성꾀어 았는 천영저인 

시조식의 노래이다 자죽이 자아니 이를 보보(찢용)에게 주어 퉁소를 안5게 해 

서 노예릉 부g끼 하냐는 낭안척인 가사를 가지고 었다 약자는 2셔악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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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 지역의 아가 〈대회).이다 어떤 꽃이 예얻가) 을응가 응고 대당하는 노해 

이다 6, (1) 234 5 671'의 7성l식으g 원 ~애이4.10언째 아디에샤 n엔 

’이 아다표 녕이강 얘 8도의 이갱 진S갱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약자는 ~.학자 

이아 

… .大.，.. ’1iWll!ItiltlW.iì, (~lt，(: 入용휴'iMllfuf. 198“ 잉4쪽 악， 인용 
112*大Ikm~. r l\.rolJ!!t빼.，ι1，\: ÀI<';1l""*~ω~a 1986) 깅? 악보 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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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씨조깨읍11)113 

운냥 지역의 시조이 냐 。l 노애는 운냥 아용을이 1양이틀 하연서 부프는 대 F 

m뼈이아 수수깨끼를 내고 냥"는 t뼈를 취성아 깅이시 하놓까지 닫는 것이 

우엇이냐 냐리가 있지안 건시 동하는 것이 우엇이냐 웅의 당문에 당유만다 사 

용하는 응제는(5，) 6, ‘7， 7， 12456의 응계3 의이 잉" 이 응제는 3응이 충 

현하시 않는 얘우 ~.~한 옹져로 종지응이 "융。1다 '" ι와 간은 영응이 퉁장 

?}다 악자는 "'약자이다 

”’ "*κaε "ι\ll:ll;iI!IJ써깅aιItiii 人R용，*:II!Æ~ι 1986). 깅6쏟 익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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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징 지역의 아가이 다 꾀피(:i!EifÉ)는 작응 애를 안a 는 샤천의 영언이다 작은 

새; 하냐 융， 세연서 그의 τ까 아랴의 수릉 항애 애는 노애이대 。l 노얘는 '1' 
"'악자가 용용익어 사용되고 있는ιι (5J) 이 '"의 전형"인 5성ζ이으호 치 

조삭에 해당선다 꽉-;<)-t 3/4약자야 '1<약자를 함써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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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징 S 

.. ‘f. l , 
;t; 'l' 'f.) 

5 

%
인
 

”
-
「
블
 

역
 밟 (μ
-
g
*
 

냉
 

…… 
ι잉
「
 

흡
 

입
 뼈
뼈
 

’'" 
” ‘ ·‘ •• ‘ 

g 

잉
 
MM 

FL」

gt없’g 

e 

끼 〈앙우왜아딴흥군거~꺼HtHi'.IBH:iI!:)1l5 

사처 때중'(5<1')에서 진숭되는 〈항.，애아안용군?응 웅국의 웅국 공산잉이 시도 

하는 당공얀 용~ol 지주를 용려치고 종옹 세상융 안능었다는 얘용의 정치지얀 

색에의 '1이니드 가시고 있는 아가아다 이 노해는 출현용파 종시용응 다융괴} 강이 

α)34561' 2' 3' 용 수잉지안 모두 H료 ?성원 3구 응 앙 j구의}써 1구의 

용조식이 다응 것응 앙 수 있다 앞익 두 구는 (6) l' 2' 3'으흐 4성 응제g 구성되 

어 있는대 6응융 층지응으g 쓰고 았다 튀 구에샤능 (2) 4 5 6 1' 5'. 실세호는 5 

도 。}얘호 전조한 우조직으도 용 수 있마 아7에서 전조가 냐아나는 흔서 않는 

얘에 속한다 악샤τ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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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엉우"꺼찌꺼f'-!1l;)1l6 

사신 지역의 노얘아다 。1 소끼는 아야의 명썩용고 앵옥영 "1-&을 노에한 것이 

τl (6 ,) 1 ’1 235 ’óó의 응제효 의어 았는 노얘표， ‘1 ’S악 연옹이 나타나j 있 

다 악자는 3μ약사와 2/4익자를 힘이 &고 있다 

〈악보 ，><땅우7l、iîX-'F~) 

• • • ’d , 웅 웅 • .ol ll'" 
~ ,-

암얻 뜨. ε'1 승 aj !」 1 얻ξι 2、’'i' Ii: JIH.., 1!fI) 용 Jik "'(111) (.aht !l! i.!i), 

I !:...,! U I 얻lL4; j 겹E 염 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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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3071에히흥 $.:)117 

샤천 지역의 아? 이 대 응융 애이 샤지안 용이 이슴에 젖어 에지 ￥영다t 이 

야기에 구구난 8단응 엉진 수세기 노래에 애당한다 5(6)1 1 2'의 4성용게호 되 

이 있""으효 종지'Ò"J-;는 응악이다 꽉지는 2/4"↑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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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앙해가'>(llli엉앙끼" 

E냥 시역의 。}가。1 '1. 께의 장거 에 집엔 아이가 개릉 엉이라 우릉 에나 ‘야 

당라능 정깅어 린 오‘「융 그헌 노얘야다 (5,) 이 123567의 6생iι식으흐 되어 

잉는 노해야다 악자는 U'약지이다 

;국 얻"，.잉잉 션얘통잉l， "171(mtt 에 대한 융악척 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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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우아->(;끼k"t-Q，I!O 

“경 지땅의 아가。1다 〈수우아〉는 비용 쥐에 니아냐는 당얘이를 강。}서 노는 

융이에시 용려는 노얘'1다 6 (1') 2' 3' 잇의 S성즈i식인 풍조삭ε1 응악이다 " 잇 

"응능 사야에서 션융'1 친앵야다가 얘 구 종지 저에 6옹응 거쳐 "응으로 종지 

한다 약지논 ν‘학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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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ι 1994). 875용약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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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 지역의 아가이다 (5)671'2'3'의 6생소식의 노래효 1'52'5의 에 응 

응 주요한 응악 깨효.è 상고 있다 악자는 '1'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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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j-:용 중부 지억에서 년리 유선외는 아"이마 (5，)6，1 235의 5성소식 치조 

식의 노얘이다 내용은 시암。'þ내가 옥옹이깨 깅융 -R..;::-예 욕용이 I의효 시을 

아7 꺼를 농혀주는 노얘이다 비자는 "‘익자이 다 

웅츄 {!"è(illJ잉 전혜종.a， o}JI(~κ 에 대한 응약석 l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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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서 씬송꾀는 。}가이다 강 (5,) 6!1 2 3의 5성 조식 씨조식의 노얘이다 

2응융 흩려주는 깃이 득깅격이다 약자는 ν4악가이다 

” ” 
”
했
 
싼
 
끼
깨
 
냉
돼
”
 

… 

! 

〈악보 ", <일지조자->(-J\'%1-1-) 

7;.f 샤)” 
i ‘ a.!!으-， Iò~ .... 

:;찮 j영i : i꽉 
• Q Pc .I ，.1...!.2냐， ' 

: : : :iii3앓 i 
~ ~ 1. Q 

i 휩 §:i ; : 

,. 

‘ • ‘ 

'" JlHl i';', ''1'l>Iκ~1t“*11:， W~Ø:ÌÌ'ω!.!i.ι 'W끼 n씀 익1，' 앤￡ 
," .묵우우 '<j>l!lIæ!I:양 ... ι:t:ßic 1[1얘:mrlllRlili. 1997), 80끽 악보 인용 



m 

15) <，이이두거'"을효l'잉 

호냥 지역익 。}샤이다 한 아린이가 쟁의 깅에 잦아갔지인 헝수가 갖유 이유 

등 대서 딩에서 이우흐지 옷하게 하는애 얘한 얘갱항과 이에 대한 운노 그리고 

영수에 얘한 지주릉 내용으호 야I 었다 6d 235의 5성조 삭 우조삭의 노해이 

다 약자는 ν4약자。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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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껑에서 신풍현에서 전승의는 아조j똥 이 지역의 3생응껴 중요익 하니이 

다 " 6 응드긍 구성되어 있는에 중지응은 3응으표 g난다 아 지역에서는 5 

혹응 6응으오 끌냐는 앙은 용R가 있τ{ 창새를 옛대서 온있는 사g의 호색응 용 

자하는 동요이다 악자는 2/4"fj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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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 시역에 셔 진승의는 〈요강곡〉이나 어렌이를 채우는 소려인대 시조 싹폐 

외 하.)인 〈앵강녀，효종女)아 언형에라고 용 수 있다 (5，)61 712356의 6성 

조식 용악으호 "응응 종지응으호 강는다 악자늠 ν4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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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용양 

지금끼지 중국의 션해동요인 아7 에 얘히1'1 살펴보았다 아가l는 크깨 아가와 

요아가호 니융 수 있었는데， 이는 장지에 띠~ 구g양응 양 수 있었다 야가의 용 

암척인 용갱응 크께 얀가의 은샤4 재구의 구용에 추앙한다는 깃이 일안척 ~l 견 

히뼈냐 

은고에서는 중국의 요정과 교건 중의 인가 근사쩌써구의 구a에 얘랴서 각 지 

역ιμ1 전승되는 아가이 중휴와 영칭 응연응 응영(*지웅) 잊 응:j，꺼 파 악샤에 

대해서 살때!i'.~1:j-. 그리고 ;국 내에서 얘표적인 전얘용n 알려져 있늠 "욕 

외 인가릉 응각저5!-~ 경토히애 보앙q. 이" 도요는 정갱에서 조사딩 아가의 용 

악혀인 웅석 결과를 정리한 도g아다 

긍샤 。용기수 ‘ 2a갱1 응 Y!지 、‘r갱1 웅상 
5생"식 조응 6잊생예j ζ용 ?잊써성깨 지억 ，(타 

세깨우 
갱치우 7]11 

에응경 깅 s 2 1 5 1 2 8 

<경 깅 3 3 2 '" 3 3 

션옹@ " 1 8 II I 1 6 6 
‘’l)'~ 

ει얀@석써」 }F 
요녕성 9 ‘ 1 3 

‘t용깅성 9 3 1 ‘ 경영생 ‘ 1 1 1 

강셔i수a 
‘ 3 

이용냥응상우 9 
3 

(+1) 
2 1 i 

산셔@ 3 j 1 

g용 s s 

잔증 6 1 1 1 2 

시고낀특깅가추 
성냉 E 

“ 2 

영하 
1‘ 1 i ‘ 1 2 ‘ 강승잉 3 1 2 

영혜성 5 1 2 

하셔염j싱 3 1 2 



중국 엔종(~잉% 정얘웅R， QÞl(SI.:;!\ 에 대한 응악껴 고창 '" 

* e사l구 아충수가 응 2성서 웅 3성씨 옹‘성1 궁상 
5생죠식 쇼융 6잊성이애 ?R옹i잊생삭져 져역 기앙 

각"우기타 

강언찍가 야중녕응성" 4 1 

짱소상'!!'얀 8 1 4 2 

잉!강1가1앤a 
성깅갱 ι3 3 " 9 2 6112111 3 2 

'"생 " 1 '" 1 2 3 

상에 

” n 6 ‘ 2 2 ,,, 
간중 

“ 
8 5 1 1 

‘3응 “ i 1 1 

얀인얘샤 
인냥 " 3 ? ‘ 2 2 i 3 ~(t얘흥셰'" 
인서 z 2 

!센i주 1 
‘ ‘ 1 z 

인용 ω 7 ? 

인8가 
얘냥g 

” 2 2 3 3 5 g 용상증식'" 
용셔용냥우 6 s l 

「、웅아 • 1 5 '" 6 l 

악웅냥 ? 3 ] 2 

약중 j 3 
‘ 

강인“가 。l 셔냥 2 2 

"깅샤 1 1 

각시유 '" ‘ 1 3 

하서냥‘’생우 5 
(+1) 

2 3 

인g까j i냥성 s 5 

” 
@ 2 

껴@ 1‘ 6 z 2 s 

인“자 
강웅< " 4 3 3 1 1 $생조삭0) 

(+1) 

.셔륙 8 s 1 1 

깅셔 7 2 z i l 

서인l냥가씬 
사깅성 η 

‘ 6 1 l 

귀주성 8 7 

장서 q 쭈 6 2 l 

애인가가 강낭사우성 3 1 1 

‘ M ι엑 것응 정 곽에 우 기씨 이생 응죠껴야 시용외었융 얘 주가딩 응 ι씩 수응 g 
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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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극의 아가 약 X 의 경우 대푸푼 이‘익'1가 사용되고 았으나" 4/'‘익자 3μ약자 

의 아가도 껴지 않게 나타냐고 았다 또전 ν4~};자와 3μ익자의 ，양} 또 자주 등 

장앙다고 응 수 있다 5/4, 518약자웅의 5익자가아y에서 냐악냐기도 한다 영 

’1 아-7}:늠 자유.등으로 의어 3 기도 하다 
앙서 언급했기냐와 중국익 아가는 근시찍얘구오 구운되는 응국 인사의 옹익권 

안에서 농킥영 수 있마 용혼 애연와게 '1꾸이진 에승성 잉는 인기에 "1얘 5성조 

식욕 。1루'1 뭇하는 2성 3생 4갱용재의 。}가들도 앙아 니-"1-'-1-.고 : 지 안， 이응용 

용얘서 중국의 용악악꺼똥옹 증국 인가의 원초정인 영대에 애한 당구 노련응 이 

제 시각하고 있다고 용수 있다 

용 연구룡 얘능까으연사 이이 중국에서 앙요원 김성 오두를 조 }하지 옷한 안 

타까응 이 1냥아잉l 또 성깨 응왼융 구" 수 없어 악보g인 운석 응 친앵하있기 

에응에 완전한 푼석이라 앙양 수 없다 앞으효 이에 대한 보증 연구응 용해 보안 

얘 나갈 것양응 이 자려용 응얘 w힌다 

장고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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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옥""서 신얘용}ι 。，þl(m!l;‘에 대한 응악서 고장 ，~ 

〈￥흡〉 간보'"염，，.는 영'" 

1 간요에서 아킥"1아 슷사 1, 2, 3, 4, 5, ι 7은 do, rc, mi , fa. "기 lι si에 

해당안다 

2 오선보의 응g는 안보에서 아얘약 좌이 g시션다 

‘ • U.le ll< IUI I<l" •• “!1I'I!HlRb-!<t> 

i •• 。 ‘-- I ” : ’, •• 「 ‘- m 
.. JJ. IUf ‘ m 
^"fl ll' i , i 

.，셔 ••• i "'"ζ-"’ 
"t:::JUI !t a & Mtot. ’” 

3 오선보의 영표는 간보에서 。ι애와 같이 요시안다 

‘ 아찌 오얀응 옹Jl<1i;， .!tt.A. Wit;,'t. rli;oF*"J'f~tt.(，t ‘ λRξ"$lli!!ili. 1용이 ι 
5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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