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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 is a survey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It is based 

on data survey and col!ection over a period of six months as weI! 

as an 8-day spot survey in Mongolia. The original spot survey in Mongolia 

waS scheduled to be carried out in UI.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for l(} days from May 14-24, 2009. However, due to the aiTplane schedule, 

the actuaHy survey period was 8 days. 

1be origins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 songs coincides with the 

appearance of the tenn cal!ed x"xdii" duu, which means ·children's song,' 

during the beginnings of socialism in the 194Os. Traditionally, Mongolia·s 

children's songs had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dults songs without 

distinction as 'tr~ditional children's song' oT 'children's song.' 'Children's 

songs' Wcre created as a separate category as part of educational develop

ments in schools. Before this educational provision, distinct traditional 

children's song or children's song in Mongolia did not exist primarily due 

10 the nomalic lifestyles of the people. Mongolian people make a living while 



moving the family unit from place to place. 1hus, there are wngs that adult,; 

sing for childrer1 Or that became children's songs naturally due to exposure 

to the adults' songs. However, those are no! officially categorized a, 

chi1d:ren" s song~. 

This examination of the birth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has led to a co!lcwsion that the songs are based on a combination of foil< 

s<lng and epic song styles in Mongolia.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whim were collected. \hrough the spot survey, \o\aled approximately 

36 pieces. 

Mus;cal analysis of the 36 pieces reveals a mainstream rhythm consisting 

of two·four lime, three-four time, and four-four time. Two of the 36 pieces 

<U'> in \hr~ .... igl\\ time and "",,,-eight time .• "'" musiC'll &ale is a pentatonic 

scale. It is typical for the mUSical range not to exceed an ocrave and a half. 

Mongolia's traditional drlldren's songs can be characterized as usually short, 

neat, fluent, formal, easy to know, and easy to memorize, 

Given (he musical characteri..tics cl Mongolia's tr~d;tional. iliildten's 

songs, we can see that they are not greatly different from Kore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These songs are, as well most likely quite similar to 

traditional children's song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erms of methodology, some doubt I:he validity of I:he ~pot survey in 

researching foreign musk. Bu~ such surveys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have helped us gain a general view of thei,.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se 

types of surveys are helpful in learning about musical claSsifications, 

strud:1.lres, and concepts and comparing these with the d:1aracteristicl ot 

traditional children's songs elsewhere. 



옹골전래흥요 연우 

악소현(용악학 야샤， 영냥예학교 교수) 

1 셔흔 

F갱 연구는 서 :대아." 동양용악연구소에서 요갱아야 Zα"년 1영우익 수앵 

~ 딩 것이다 연구소에서 는 용공의 갱래용요에 대한 개양파 훈용; 용& 악 

lι와 ~.찌 응을의 디H'인요끼지 죠샤양 것융 당우었다 

용올애τ 성해동요가 엉냐 여?써 용을애 천얘웅요가 었다는 의이는 g공 션 

용 성악옥에써 션얘동요용 구분하자 않는다는 의이。 다 

w여 년간 용융융악에 판한 연구응 얘왔끼안 용공전애용요 란 얀어는 용을 아 

j뜸 혹운 현지조사 응에 안난 용을인응 시이에 셔 한 언도 언당ι1지 않있τ} 이 

앤 연구조 사등 위히1여 언저 용융전애용." 에 대한 개영 정려가 연요S}l걱t 

그 용안 수집한 용을응악관현 재션서아 샤전 그라고 r용공 우비운악"에서 용 

을전얘웅요에 대한 내용융 갖갔으나 잦응 수 없있다 다안 r응f 구비운학j의 

내용 중 。 동구"1운여α.yyx，qHfiH AMaJI 3oXHOπ) 이안 구훈에 ‘자장개부앵 ε 

ByyrofiH ilYY) 얀응 당진야였다 그러냐 국내에서 "1강7}'는 용요호 구용하는데 

아견O'U!)등이 있다 

따g써 용을전해옹요 에 대한 。1해가 산앵띄어야안 하=h 또한 현지조사닫 작 

1 X. Cal.mn.Jul.;lJL[l:lll 띠 raa.naMoo， MDHIWl 자.~~‘a끼 Y'HliIH6aaT."， );이'OJIYJJ< 
IIIHJn:.,"tJx y""""", ̂ 1Wl''''' XOJI 3oxH0JIbIH XYJ:OOJlSH, 2006 ("i;Q ↑냉앤tιι 쉬 가앙 

야 ’융 구맨익j 앓아Ef.'ε 응g 샤외i 여 야쩌끼 어S학 연구~，뼈 



，~ 

수하기 천， 사진 정보를 수정하여야안 한다 단기간의 힌지조샤는 뜸은 우리수가 

따르기 때운이다 따랴서 약 3개월간 용공천래동요L에 때한개념 정리등위해 용 

을분안 아니라 중국 내용융에서익 ‘용공전얘용요 에 완장 연구응 f겁하기호 었 

다 그러나 ‘용풍전래용요?안 단어조사 강응 수 없었다 다안 r옹고족아용운악재 

ε" 에 서 용융 종요애 앙한 내용을 있응 수 있았다 

얘라서 용 연우는 φ '6-용 현지 죠싸에 대한 과갱용 보고하고，，" 용을정래용 

요와 장각웅요의 역사를 고1'!， @ 용공천해응요의 운류와 증홉융 정"， Ø) 옹융 

션애풍요의 용악척 특징을 논거하허 징다 

2 얻지￡샤 

응을전해용요의 현지조샤를 쩌얘 지난 2α"년 5월 "영 "잉，>0 굉간 용쓸의 

수도안 용강f바다르호 양아었" 5원 1‘앙에 출안하였씨얀 용공 앙공잉정은 저낙 

8시에 층연하" 귀 국 앵옹 자징이기 얘용에 쇠제 헌지조샤 잉정응 8굉씨있냐 

흐용1흐음흐흐같 온인의 용을지도쿄수。1자용공의 응악야'1 에 엔비쉬(" , 
"'‘@에 교수릉 인났다 엔B 쉬 교수는 1970'd얘， 1980':!대， 1990님얘 각각 종안 

윈 3영3이 용증옹요 강가곡깅응 찾아 용공 용요의 익사와 흥갱응 읽으라 영고L 

용을용요약 용인원 주요 안옹 3영응 안나야 한다고 영다 그5응 용공 .고의 작 

곡가 미 용숭λl'll"(ll. JiyBcamoapaB), 잉혼 동요 /녀二호 용영안 에 농거르@ 

Aom이0 용을 어연이궁전α"'"，기lηbll! XyyXαmtH OPJI()H: '6"1r영 후~영 어으 

등)악 합강지도 교사이자 중요 작옥가 세 간지 액(c. r aHI\HM:>r) 등。1다 

그날 오후， 엔비" 교수액은 위호하고 셔진23- 양했아 용을은 3년 전안 해도 

서징용 핫기 어혀없마 주R 시장 혹은 예장가 강옥 기판이애1서 책융 파는 노정 

, o:iJt7E찌* ’§손!!IiJL호'"써1tlUit잉 양수!W;1!i);!iìl;. 20 ι 
3 ιφmωlilli X6r:1:MH1t~ :10"""，얘Il"'" Xo.Jl600, ιι Iff<>R XO=hI ικ Y=..roa"r"'" 

YιH X,BmJrnl!n j""""p' 1975 (용을응악 각:t가 엉회 r응*''"''의 노에，(응안이다프 악 

끼용양 ，w피 

B. UÙl∞ 「뼈ιν… XOHXHN ßyyll. y,… Y.,m X:>BmJIHllH r.""" 
1981 (에 i꺼 져 세으’야 갱이 r온중 영i호 익 노깨 0，(융싼a 타~ ';:-7)응.λl. 198J). 

MOl!ro:lblli Xor;o;>m!IlI 3oxHoJIQI\I>m JBJJ:>Jι ιf8m>JH XOHXHU ιiYY m. Y JI'..ro∞'" 
Yα01i X:>MO.'IlIII H r.3HP, 1986 (용응융악 작곽가 연얘 r응종%용의 " α"(응캉아야흐i 

‘기 •• '• ,%“ 



용을전얘용요연구 '" 
상문이었다 그러나 요증옹 나응 대형 셔갱이 몇 군데 쟁겨 신간 서껴응 손에 녕 

? 가 용이얘 졌다 앤"1쉬 교수가 일장 ~-8.' 구입하기 와얘 서정에 갔시인， 워낙 

오얘전에 출양원 책이라 구하지 옷성마 다안 용을 조 증등 응악교파서를 구앙 

히코， 영 가지 신간 용요건응 구잉엉다 

를월"윌-톡용요 응S응X사에슬대찍교 민족응악대찍 교수인 잉 어온치애n 

α"'0ωM3r)웅 안났다 용골진해동요에 대한 걸문용 하니 용을애 는 전애똥요양 

앙응 없고， 용을 혁영 이후 창작핑 동요안 있아”고 엉다 l히요 "<가 용 써 새 

호 정려해야 겠구냐”각는 격허의 ~원이었다 아갱 ~교에서는 증엽연주회가 있 

이 이용치에 교수아 종업연준을 강강하고 다응융 기약했다 

겪싱얘'1 헤어 용공의 01두긍(찌찌원 연주자이자 작옥까호 헨깨 응안바라E 

운화에웅정장용 앙고 있는 에 우영후(Il. lIyll"BXyy)의 가축융 얀났다 우생후 

의 기옹은 오우 용을 전용응악용 한다 。1응에께 용을 인요 200여 암이 수욕원 

r용을의 인요J‘안 잭융 가지고 가” 아용등도 부프는 인요을 선명얘 당라고 었 '* 이들이 g시해 준 옥응 약 잉 여 곡이었냐 그리고 용잉에서 대요껴인 인요등 
응었다 

그용안 소사한 바에 의하연 안국응 <01혀 <þ 혹은 〈도랴λb응 대 li '<1요호 이 

야71 ~1찌안 용용 사잉틀은 오국의 인요 증 대표 인요를 양칙}각고 하연 '0여 곡 

이상응 아야기한냐 그 증에서도 가장 때.져인 민요등 우당겠다 그것온 〈보응 

'"아료양 타브늬 사ζ A，"ι! Tat!Hbl Capþ파 〈어 어니의 응에 에앵 에';>'3;앙ωl 

1\4 1> 우 용이아 이 우 곡의 인요는 용~ 사영둥이 측재 흑은 웃 깊은 앵사 때 

앙이 우응다 이 곡응 다응 악보와 경다 

‘ T. fYt<-A=o. P. O"'l'1IOOTιH"，，"" λ{(JHro.rt "'''Pl.UlI pyy. y.""，，，(iaaT.δι
(에 ‘E 。μP약브 얘 이 ε아드 ，ι 」시애 t용공 인Bμ 융강아~}.;l.， 2003) 



'" 
〈악보 þ 보응당어밴an TaBllbl Cnp)5 

용을의 대요 인요 〈보릉언〉익 노햇안은 사캉히F는 cμ1층 "은 달에 "1유"져 

찬사히슨 애용으효 니냥!，-i애 강냐 

A‘=，뼈llil Maam, cap Hb X.‘ ~'" 요증당옹 에， ，]이 히 

^"'"P ""'ITOp"τ"~띠TYY ll.W- .1\ xa 히공어 씨 응용。 지 이아 허 

A p>laIiX!IH TdlITal! !Ilcx:ct:yy H ‘ 애 ~~ 영디칫 상의 쇼앵는 ~， 아이 어 

A갱 (ε이~ Ilæ Jl<IlIJIyyα33， alI Xe 아액(아아) 영아예케 퉁융-0]"'1， 

아야1 허 

XopHHXüH T ‘BHb' MllaHh Cllp Hb X'ι ~，' 스응다섯 날의 당응 혀 0]이 혀 

""'，잉 O~‘잉-，잉HJIYY 11"<', alt "" 서%에게 퉁을ψι 。}이 '1 
Xo!>IIIIXOH = lIloo:t:yy lII> xa, att x. 스뜯냐잉 상의 쇼쪼논t;J， O}>] 허 

Xoi!p 6"，，11.α'" P.'>l1JIYY ll.3'‘ 。，，， 우 사양허 세[냐익1 동흘이끼 0] 

이허 

IlImm!t H H<lnrnt! MaaJIb cap lIb xe, aJ! "" 성냐의 g응 이 이아 에 

W,m .tlWP 0" ∞Il lIlIllmIl !Ol 1&3，찌@ 산녕에진나예아야허 

~α，，=< xaHHJ]caH ua>rral\ raa xa, alI XQ 써 식구호 잊은1시상 용l 너와 

i>l, c}이 허 

"'=띠~，αw YT1IA r "DIIJ며MI }]ila, aJI Xe D녕섹 이야기등 나누지꾸" 아 

이허 

'T. I)".Aa::<an' P. C찌.T "Il l!，뼈상께"익 
‘여연아이의 이응 



용응징얘용요연구 ，~ 

아응 〈악보 "는 〈이어니의 응혀 〉아다 

〈악보 " 어이나 응에(8x>dtH Aq)7 

용을의 대3호 인요 〈이아니 은혜〉의 노햇잉온 이아니의 온애용 용 식용파 자 

연에 비 fr-<l]-겨 요사한 내용으후 다융과 갇다 

I:>ol,<oop 00:째 M(I,!({)]1J(OO 빙어즈 갱어르 나우애 는 

BY!lI'3.II !Il}"R)'y 600puø 13.00 "" !>;-<ê-히가 ，다씨 " 

'-‘∞<fi ooeHl! r ‘-ψ @이~… 풍은 용응 키우신 
a쩌"""'" a'lHl\ r Ran .. " G3 Xe 어이니악 용애틀어영께 하나허 

Caf'Jlarnp ca:tJlarapνOJJlJ>W.OO 가지가우싱한 L빠 

띠áaaraJ! IllYBYγ !lliU1II1IPHa "'a<l X6 끼}‘ 1t .?:\:j-，~ 허 

CaI!xlll! 야remtr ><H1‘ ocα-" 종응 용응 키 ?신 
3:>:>:><Anx:o .""Ar """… 6ι- 어에}의 ξ이응이잉재 S 냐 ε1 

Xap Xa,uHl“ ‘aaHb eBoPT ("") 정용 야외 잉에는 (여) 

Xa;rnYll JI<"XYO '1,,,,.or δaltu. "'‘’ 연1야 잉야에 t ’ 
"μ~. 띠a"""p ω""" X6Xyy.기，~ 션이"" 엔써 .우고 젓응 억얀 
&애lX3> "얘%씨 00_ 이어엮은예를이영세하냐허 

따~lli_ιI """"" 6""αr ι.) 헨썩 씨와 앙에는 (어) 

lα<laJI .JIlI1IXY" mu', 6attHa aa Xe 영써 엉잊이 있다 ” 허 
l1;I""lI 이'Y=J 1m""yyπ κ~'" 썩 오유를 익야고 키위 

~ a<rnAr ~0Ha" 00 xa 。 에 니의 은예를 여영세 하나 허 

, T. 이".AaXaB. P. 0ι"M ιH"""，，，，(:!<)X씨 상깨세 193Q， 



,. 

5용E요검효단 조사한 얘상자을파의 연낭용 냥i히 진행 '1고 싶었지'<!， 01등 

똥안 갖은 내용파 수취한 지료를 증 뎌 숙지하" 현지조사에 잉해야 한다는 양 

안계서 주양 내내 자표 정리와 원요일부터 연당양 대상지F들어 게 전i념 질어 시 

간약속응 갱댔마 

i정 1811명호" 옹웅 어잉이궁전 oπW1.h'l! XyyXAmtH Cψα，.)의 영창지도 

교사 세 간시혜 션갱 융 안났다 그는 용k 작극가이자 '1:-;'웅 전통악기인 여갱(1용 

~， IEomrn)'l파 피아노에 능숙하다 국정옹융운회에슷대짝교에서 ~경지휘웅 전공 

하고 즐영 후작곡7↑호황용히연서 현재 용을어원이궁전의 항강끼도 교사으재 

직 증。 다 

용 늪i 아련이풍천응 애웅영새교육응 위해 1958년 국경용을운-&}예승대학교 옆에 

설치되이 안 4~13 세 아동들이 예승운야얀 응의 "1응 우용 퉁융 학습하는 곳이 

대 용악운야계는 서양응악과 정용응악이 포함의어 있다 용g 이연야궁천은 

""녕 미응 푼야안 두고 교샤를 이션6써， 국7당앙도서관 인근에 옹악용야!안 

g혀 운영 중이다 현재 업강한은 " 영의 아용응 수용하고 았다 

응을 이연이궁전의 양갱안응 주. 용S용ιι약 융옹융 학%~다 동요에는 용을 

인요도 포함의어 았다 특영한 교재는 없다 션생닝의 지도S 에 외아.~ 안주에 

맞춰 야융한다 연령연호 안 4-5;에와 안 6셰 이상의 우 안으효 용안한다 。l을응 

연주염에 2회， ，시간썩 양갱지도를 받는다 용공 어란C 당낀 충신 중에는 어유아 

(0찌'ldaa)킥는 국7l-i'-1용지정융 안응 인요가수가 잉온‘”서 양성한 항응을 하고 

았으뎌‘ 악갱 중 일푸는 영화애우호 항약 중이 /1 5'.. 하다 

용을 어년。1궁전의 양갱안 아동을온 각종 세계용R대여에서 잉상앙야 있으C세 

기장 격끈 수상온 Zα 8년 6원 허시아 옹요이이에서 i등으호 잉상엉다 'E안 

2006 년 한칭{안 아웅등 중 4명익 낭자。뉴응을 션연'"겨 Good ß.oys 리능 중창단 
응 경성δ써 세계우대에서 항약 웅이며? 임용인에 의얘 응안 제 , 중인대 8원에 
증시애정이다 

간지익 선쟁응 자씩에 스튜디3등 가지고 있아고 하연셔 디F음날 전얘용요[용 

을인요 중 아용등아 부르는 곡〕와 창삭f옹요 응안융 선해 주기표 하였다 

i월]요원」간욕응 용i잊 어런。l 당전 간지엑 선쟁의 함창안에 갔다 영장안 。}웅 

을。，.였융 예 낌공용요의 싱영응 조사 관창하기 위해서이다 간시애 션생은 

'Good Boys 늠 소개 하.;iL 섭야하기에? 영한 그을의 노래릉 언저 을었다 'Good 

‘ e국의 양긍-1'\ 유사@ 용올의 생용 eÞI. 



용풍진애용요영우 )~ 

<ll 1)원이린이궁징힘앙써 조 안노래 
/아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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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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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p Mopb) 

친듀서 m"~ ‘"') 

나ν 

'"이 

째""' 

Boys’익 구생원응 요드수앵φ'ACyjl3H， 11세L 짜으깅(:lKapraJI， 1얘". 댈프얀 T;:, 

ι‘”어.11세， 웅흐바야터M빼 a~D， J2.깨) 둥이 ct， 'Good Boys'와 강씨애 션생 

의 앙창반 아동등。1 용혀준 @요는 총 "옥이다 이는 〈요 1>"~ ~l다 



'" 
이상 간치에 선쟁익 합장안 아옹등응 ,'''' 장싹용sι 용공 j요 동응 애운'" 

아 외예도 간치맥 선생애게 응반 세 장융 양。a는이 (j) 민요 증 동요서영 사용하 

는 곡흐료 중 >1각이 수욕의이 었:;I，~ 간지애 선생이 강작한 동요 '"곡 @ 창 

작g요코 에칭외는 약 "응에 수흑S 아 있었다 

S용으Q강쇼욕'lL 이 용승샤엄m JIyocamnapaB)의 자쩍에서 대당@ 나누었 

다 그는 용을의 대작곡가이며 용을동요흥 자극영 호기 작극가 증 유일한 생존 

자이 다 애『내용온 다응파 강니} 

용융의 웅요는 20'17]에 λ찌되었다 옹요가 암얘기 이진에 용요는 인'" 

응찌으{y.'li'"d]l 성화샤사가)， !;'.-옹(η'"κ 서/↓가L 속양 ;셔H 짖용 수 잊다 

。1형제 용공외 정얘 노에 속에서 겨거 용응 이용등응 생강영다 에흔 들션 구비 

ι끼야 웅에는 얘S‘1 4:기 션에 훌허주는 지장" 이이등 예에얘 쭈(논 딩을 퉁이 

~엉q. 

용풍응 2씨7 애 늘어서인서 ò:j-.iit7]- 'l!성악;i!.. .g.요" 갱소년의 노얘등 % 
가 시작갱아 싹요교을이 시작이기 야션애는 용일풍요가 존져한 수 엉었다 의 

거 ~-~ 01용듣온 가잉에서 ;;!-l'\.~ 안앙대 당시에는 "고ι，. 학교 교육도 었었 

다 그혀냐 2{)A~71에 등어서연서 i야교교옥이 샤 사회었" 수엽응 동예 피응용 

아" 에d써는 용요가 경실에 영찌끼 와었다 

융승샤강은 션사파정 중에 용융 동요0' 영요양올 깨닫게 외에 직r-:;:-융 시작하 

였다 당샤 씨 입학바수생U↓ Jα시씨디 f,Ol!: 1917-1979), 미 나양수생띠 H잉3잉 C 

=κ 1922-2，α 이 。{ 상앙E영(A. caμÆ()am이HAOIl: 1921-1989) 등 3명익 자사 

가와 함께 익경응 오아 동요릉 작걱하기 시직냐)영다} 이을파 앙깨 양야'" 중요는 

"'"년도에 r아요 '"겪 이르"라는 재 옥으오 웅양되었다 그리고 외 을거g(ß. 

~.;rro이 아는 가수" 당시 양a를 ~이 .었는예 유소려가 아이 같았고， 응요응 

장 용러 용을잉득 샤이어 서 는 아。1 약는 영영으긍 융였다 

i요으1으흐욕~ 에 5거프(R 끄αrlrop)의 자액에 찾아깃 지 깐 지명으료 얘안 

이 용가능영다 용강용요에 안한 서칙을 갖기 위애 국가도서관 국업어굉이도서 

관 국업용을푼화에웅대야.li'. 도서완융 것아 엔"1껴 교수가 일한 3년의 용공동요 

깅응 .주했다 

’ α쩌MI/aMYY HaaJu HiJ. YJ.a""ó.lao",,, 2006(예 5숭‘싸 'Qt/l.o，아， 
얘，.강8샤ε'1."'.， 2006) 



용응갱얘용A 언우 '" 
。1상 잔여잉은 오두 악보 혹옹 기타 자" 수집응 우1애 서성과 응안가제를 찾았 

다 

3 용요의 한영 

'6.~이쿄 옹요는 '-"f:호딩 도c(XyyXJ{lIitH 1lYY) 라끄 안다 직억하연 어연이 노 

해얀 용요이나 후흐딩 i‘라는 얀어는 샤회주의 시대호 도얘안 ”여 녕대 이후 

의일이다 

앞서 언급영 아와 갇이 응을에는 진얘용요가 없다 없다는 것응 존재하시 않는 

것。1라기보다는 안국의 악계에서 용유5순 용휴j에제와 아즈아는 의미냐 r용고즉 

아옹문악개 용.>0에서 보연 "얘:.} 강이 서승하고 있나 

응융 응요는 용붕인옥싸 용시에 앙끼잉4써고 용긍인 요의 웅요안 조@ 숭 하나 

이다 역 저 연인으흐 얀하아 시이il?의 시띠 이꺼 - εa 느 옥경꺼으」ζ g 

객효좌효강요얘잉’의 상용즉중.fl."용응용 '{)7\(R:Kj 대 족외 인원으 ε 

아각끼지 시1인각인 {tJε 응 건링아지 옷"었". 

표효효」;fIιt .욕이j외õIl .. 숫제시잉깅S 띠잉7 서사i 여다 또@이 

응 용이 하써 j씨의 선명한 연용 언어 e 의 f칙 욕갱응 "지요 있t↓ 이는 어 

잉。용듬이 껴극에.，고주웅격g 턱 야 찌쩌 에@ 이(잇져 연 응에서 

의 교유융 영애 아] 그걱‘，.경 속에서 생탓에는 인웅의 었이서는 안 g 예 
S영 )잉외있ψ1 

。1강파 걷이 용공에서 용요강 당이는 샤회주의 시대 이후에 한생만다 이전 용 

강의 션얘동a는 용§의 인요 중에 성인아 。F용응응 해해 쭈르.4나 ，)%을이 성 

언에게 얘우는 노애였다 아러한 구운응 한악에서 션래웅요강 구운과는 사고의 

아。1가 있다 이는 마음 문장이서 잉융 수 있다 

지양져 애성자쩌 근거야언 이허약 。똥야 원t ‘g요 웅"써 

이찬꺼 양작영 것옹 얘우 져야.J2 7- 1‘에 "> 아g든，，) $"',þ- 、c." 슨~~ι 끼~..';! 

ω O;:l\lï~200치 장제서 

L1 o:'lMEtm이'"띠L 장게서 Z‘1용 
u 아 내용응 장각융요가 잉생야끼 이전ξ 익이아R늠 것잉 



"" 
"""'-흔강요되:....!llξ"-'성외능gJ ;;:ξ~응엑갱쇠ε.llill 이야한 연령 

얘 o}%，응이 쭈으는노때의 특깅은셔1'1형식이 Iν양하" 쟁양용 i융녕게 한영얀 

다 예릉등연써어니 얘〉퉁이다 그 1씹는오으딩도 ~".μ"' 장 

71. jjli:jt 아 요긴 도(BonlJlo m"J_ 얀가 영.， 헛 .. 용 3까지 종쥬이 냐B 

이렇개 용을저래용요는 성언을에 의해 구전원 인요 흑ε 셔사가셰 포함외어 

있다 이는 " 용승샤염의 예당 내용파 상응힌다 때응에 응풍에서 한극의 고정 

관녕으로 견얘동요듣 찾는다연 찾윷 수 없아 

。1능용을인의 ’1용생한。ε1과사회삭 특수성 애문이마 용을인을e 융욕생황 

응 하여 제정"1다 가장 좋은 R초지릉 찾아 아웅한다 "옥사회인 g융에서는 。}

종。1 갱한척으로 우리지어 유의등 증시기 어업마 *옥사희의 륙갱상 가좀당위호 

생양하기 얘운。1"1 유혹시에에서 。}용。l 앙생하여 성상하기까지 운R 휴응 조운 

오와 더융셔 상응 엉위하고， 향상 다섯 종익 가~안 양 소 잉; 낙각， 염소와 양 

깨 친구가 되어 생휠힌다 얘웅애 성인이 。F응을 위해 올러주는 노애 혹운 성인 

응。1 장각하거나? 구찌G꺼)원 노래응 써뜸이 부르는 예가 잉냐 。1로 인하여 

용공에서는 션래동요응 문려하여 구운하지 않는마 

옹골건해옹요는 전얘옹요안 영칭 없이 인요 중 오프탱 도와 호긴도 서사가 

사이얘 존재쟁다 그걱냐 용공인들이 전에용요라는 용어릉 샤용하지 앙늠 것온 

성언에 의해， 생인에 의정 구전 노얘이기 에운이아 

그러나 용을의 r옹고족‘%운악개흔J에서는 응을진해풍요의 륙J잉응 서승야기 

도한다 

OJ 장작 년대약 창작가응 양 수 없는 녁으표 웅을인들의 강기간 역사생활 중에 
서 형성잉 것이아 @ 허아한 작용옹은 인간의 구전으도 흑응 소년 아등를 강익 

상호 구정으호 저해겼그L 대<.호 유전S 어 경냐 얘운에 같은 원용의 동일한 하 

나익 노얘도 강시간익 윤전가응대서 않응 연좌를 가져오고t 강용 가샤 극조， 영 

갱。1 지역에 따라 다흔 원인아 윈4.@ 옹골 동요의 연회이다 ~λ~J 용e 홍 . .R 

의 작용。1 양지 않기에 그 시대의 용요능 성안가곡의 갱항과 같재 신한다} 얘운 

에 어연 성인가콕응 아콩등 싸에서 윤전익기에 자응 용요호 언하여 진한다M 

。1상을 정야하연 용을의 전얘동요는 성인가요 속에 포항와이 있다 다안 전얘 

용요 라고 g려 영영히지 않는다 그 앤인은 성인에 의얘 앙작되 있;il， oJ서종웅 우1 

，잉뼈~쩌세%쪽 

J‘ iif:lt'i~m(2αn]. 상깨‘ 253:;;-. 



옹일선얘f요언극 ,. 

해 구전되어 왔기에 양수자가 누구얀가F다논 선수지아 연앙자가 지예정 원인이 

원다 

용을에서 용요란 얀껴가 풍장싼 것응 샤펴주의시대부터이다 액교가 생71 ，:i!.， 

학교 교유。1 시각외언서 。r웅‘i 외한 :ι얘는 영수을가경상 요인야 외었다 

얘푼에 용을 작곡.iH듬의 조영인 용암응악 작곡가 협회(ι""π씨""， Xer"，-"，‘~ 

&앙ro."qgbIH Xo:띠w)는 동요응 강작하가 시작한다 용올 동요가 야곡외가 시각 

한 것응 N，μ)녕대익 일이다 

'"'' 잉년 영하 오르걷( ιu. AlP:ι) 세 건쩌소율약-(G. n이HIJlIT\:YMJlaa이， 잉 

"15.더프츠(Jl. Mepj.(Oα띠 '. 경일，""ι 0) 등의 작옥기를익 작용이 장작이었 
다 

"'"년 m년에는 데 용승샤잉 A JlymlJlwupru이 제 수흐'l약르(IL Cyx6aaT 
a이 퉁이 용요율 적녁혀있으며 "ω년 이후 오능냥까시 역라 응'"'↑ 장작의었 

다” 
1971년 용을인인강화국 혁영 '"준년융 맞。1혀찌 용공응익f착옥기1엉회는 갱소 

년응 엮힌}노얘 4잉극옹 "t~야R~래 성갱 r새억 아진 안녕히씨요(j~H el'JIoo 

cafi H 6aA Ha yy)， I&응 출용션다 。l후 아용을 외한 옹요정이 융안되기 시작한 

다 

그 갯 언쩌 응양잔이 r은종"'" 의 i얘 JJ J7.이다 이 얘응 에 초거(B. Uoroo) 

와 영 제헨냥(H. U3Pι"，，'" 끼 아 정이었다 랙의 세용등 은용의 노해'<l 한 。1유 

는 증소디처영 영원이 세@‘에 웅랴 에시끼 아라는 이유에서이나 

이후 1981년 용S인인공찍은당 역영 6α주년응 기녕"겨， 암옹 i이냥， 생긍빗 대 

양， 양륙냥웃인H~등 과잉， 깨콧영 자연의 갱용을응 ，，}O}내는 완쩍영 얘자언에 

디을어 사는 용을 샤암들의 일상에 완한 오든 것을융 당아 아 영의 주인안 용융 

인인득의 앵옥한 '"년{}:"'l 잉생응 기념하여 ’〈으종 "" 의 노얘 IIJ 18가 증딴안 

다 아 애은 '''''녕대 아래 여러 에 동안 창작딩 g은 옹요를 수욕하았으"" 아 

중들의 용싱 우정 그이고 샤펴주의의 정지적 이에응흐기의 샤상’에 내표한 각 

용틀이 수흑적이 었다 

"，다oroo • 1'. f‘ 씨1써상써 4똥 
‘ ιlonroJJhll< Xer""uütH ~'" XoJr600. Jàl rx!lI ~r __ .. 1/" 6ail,., yι lm, 

HÙ'"，야 YιH X，BJI:l자~，얘 • m (용잃각 각N가 잉에 f얘 야생 안녕써& 

용한바아" 국가용연사 1971). 

" \!illlr()JThm X.π-"~“이qιui X,,-'óoo(1975). "'J.끼씨 
1‘ B. UoI'C<l • l'. EllJI잉 ι 981). ".)-711>1 



1ω 

그리고 1986년 r은종".양 의 노얘 m， 19가 응용되었는데 ""'년얘 이에 창작 

원 용요을 증 가장 유명정 곡파 당시 상자원 곡까지 수륙하고 있다 또한 이 쩍 

에는 1942년푸터 옹을 장작용요흥 인등기 λ 작 객R곡가 증 가장 중요한 ‘영의 인 

웅올 풍는에 "찌년대 세 건칙소용약파 193C년대 에 융송샤샘 에 소기， 영 

강안다.:fi. 응이4 이을 충 초거는 용요션김응 성"생한 장용인이끼도 '1다 

한연 내용풍의 경우는 "，굉년 항일천갱 후우너 찾 ?, 수 있다 1933년 내용을 

인인응판시에서 총영한 r소학응악교재 j 소쩌자까 있었g.. 19ζ6년에 칙소효 용공 

운으효 g 션운석인 음악교재가 연간되었다 이 팩에는 초급， 중금 고긍 악'"용 
oξ 외었고 요두 5얘곡의 장자동요가 수욕'1었다 그 중 용공푼으킹 원 작용。1 

"곡이고 장운식f웅에서 연억깐 것아 31 "l"이다 '''ó년 내용공인인층안샤에서 5 

권의 '0'용가옥j응 출딴하였다 그 중에는 '"' 극의 창작용요가 있는에 정안이상 
응 용을문으호 '1었다 "낀.7\:1에 r화외"''"，아1 하는 용을운 야용암끼 가 ι생 

하였다 아 갱치 는 운직"혁명 저까지 m여 곡의 양각옹요를 앙표하았다 1959년 

부터 내용융인번영송국。1 셜엉 '1어 용을어로 개척한 r소년。"용양송J 프호그영。1 

생겨냐어서 .ε 용요를 양송석었나 건뭇하여서부터 운"대역영 이 샤작딩 " 

년간 용을 용.~는 호보겨인 얀진단제로 용다 이 시기에 용골문으호 장가 얀K-l'l 

옹~는 잉 여 측이다'" 

이후 내용응에서 19M사'"년까지 10δ 용안 딩S동요는 약 40~ 창자 . .<rl었다 

1978년부터 깨혁재땅 아후 "닝 사이 용융동요는 애우 큰 맡전융 가져았다 

1975-1995년 똥요작용 '''' 극이 창작되있나 .용풍에 서 장각원 용을용요는 。ι웅 

들익 악상， 오덕 그러고 과ν.1융 사g얘F는 작흥 국가아 인족 사업의 계숭자호 。1

끄는 내용으료 원 작g이 HlO여곡。14 대자연응 주제호 한 농요 15;;;', 야생홍융 

음 주제>， 한 동요 " 곡이 잉g..21 

이상 용e동요는 194C년얘 사회주의사태료 도래하연서우터 영생한다 이천 웅 

응의 천얘용요는 전애옹요’ 혹은 용요 라는 운류 없아 성인을의 3ζ애 속 에 포항 

와어 았었다 간.Sil.아 학교 교욕으g 인해 。똥응 위한 노래인 g요가 ~요앙융 

깨단고 강칙똥요가 얀을어졌다 용을에서 전래동요 란 응윤가 없능 것옹 그등의 

생황앙삭과 사펴척 원안에 '1인얀다 유옥민인 용융인ε은 가족단인으 이동히어 

생항하기에 생인。1 아용응 외6얘 우E는 노얘， 혹은 성안j뜨흐 인'1여 자연스녕개 

” ‘bα。..111.'" X.=“'" ，‘και~m'、~，이，~“’ 상져서 
'" o:':JIJi~쩌~η) 상7 세 257.2“종 
n 얻mem용IUα) 상 '1'"1. 257_2“옥 



용풍전얘응요연우 “ 1 

용요가 원 노해을아 있다 그허냐 진얘용요라 운‘하지 앙는다 

4 응유'"종류 

용융의 전얘응요는 전얘윈 성악곡 속에 ‘E합잉ε} 에운에 전해용요강 용어는 

사용야지 않는다 앙서 안g한 는운 충에 ‘야 ~" 인요 비교 연구의 원요상강에 

서 딩딩의 션용 성악곡야 용유예 꽉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응을의 전용 성악곡의 

훈유엉옹 (j) 기능에 여 즌 훈-lt， (2) 푸족에 따용 앙류，@ 가샤의 내용에 "'은 운 

유 @션윤구초" 형식 잊갱영에 얘흔응악적 훈유등이다 이상응융전응성 

악곡의 문휴를 lι연 연창 혹응 연에이애 따른 운휴는 없cf 얘g셔1 천래동요 한 

웅어 는 찾~， 수 없는 깃。1다 

한인，응을 구비운학까에는 한국의 갱우와 당히 아중구"운찍(XYYXgIDtH 

끼IMUU 3oXUo.", 후~영 아양 저히영) 이 S정되어 있다 구비문억「의 여러 가지 영 

애 가운데。 셔 아동에 의해 진송되는 것유 아용구이운여이라고 씬다 득징으오는 

아옹융 흥해 당숭아 구비 전승의는 것을 념이 지해와 지식유 내3ε."ð"}고 있으여 

농이를 윤도하고 *씨 우릉 수 있는 것이다” 

이형게 아동구바운학에는 아등 교유응 옥칙으호 하고 있다 그 기능에 따흔 분 

유릉 보언 〈표 þ와 같다 

이상의 딩3 ‘>，홍구비운악의 분류에서 자장가안 부쟁 도의 경우는 정찍히 노 

해얘 숫작시안 이정익 용#-을응 용용。l 포양"가는 하냐 성익곡으로 운유하지 

않는다 。1능 g공여셰에서 앞으로 논의씨어야 안 사항아 다 

나안 온 연구주제 를 .해 용골에서 천애하능 선홍성악곡 응 아웅이 성인과 함 

께 부프거나 。}등"' 성인으흐부터 읍특히케 잉 ~얘응 션언하여 용§의 진해용 

요리} 양 것이다 이는 주관적 판안이 야닌 용공의 <"악요사 교수1 융악여t샤‘ 인요 

가수g 등의 자운용 얻앙응용 ~N이둔다 즉 갱홍갱악곡 중 사웅도 부a는 노애을 

용을전해용요하 제한안cf 

g 익쇼，"ti， 아 용 인요 비교 연구익 잉요성 r앤요야“서응 안국인A익펴 =, 셰" 
6 
。 x 。…UL'I.U"".!l;>B，띠 )""ι fu 깅m이 강꺼서 
” ι C"""";\j';l1IA"" w. raao,a>t63(2006j, 상써'"역 
" 'lt，셔 2잉 현지 조사에서 연긍잉 얀g둥: 인영(AZ，) 서g응 생아안다 



M 

〈죠 " 용을 이등구비 운억의 훈류X 

종류 '1옹 에고 

부앵 ‘되Byyro!tl< JIY 'j: 자장가) 아용응 X쩌우고 어르는 노래 정인이 아동용 위혜 부읍 

어허R측 욱 (9"00.야lêX yr) o}‘흥올 어료는 맏I 얘 까장? 생인이 아풍올 위해 부용 

조가 혹(，yr:녕 n 유회 언어〉 자연 헨상웅식을의 응잭얀융 
Q~s!>l 창작 활풍 

흉애는 양 

나르기아 ‘원lI，p，Ma yr) 
툴는 사영를올 7]!"'.져 풋깨 딴 

성인이 0'낳읍 위쩍 부듭 
드는이야기 

조요 욱(zopoo yr: .，.흔 인아) 
응.}른 언어 융홉을 정확하고 

o}용 교육응 였항 
션속하. 훌 수 양도록 유도 

아.p] "，=갈 오>l.q스가흐 ‘ i 한어 방읍서 단응싹 장쉽"1 갱 
야꽁 R유옹 우{항 

,<‘bITa.' YIJ'!'3Cl<IX .,." 호흉 훈련) 확안구사 

뺑 숙시올해효 용 
용“}든 옐、읍과 얻어 냉당 。}용 "올융 위양 

(X:>J1 =UWIT‘;1:>>: yro 언어 훈련) 

오니셔거(OIlbCom 수수쩨꺼) IQ '1l-Q "R옹 교육응 위함 

보글홈 냐아E밍 용 하나"1 쭈제를 카지고 ó'"'.}을 
。F풍 교용옹 위함 

(τ"'"100>< ，1<ω없째 ~e) 우얘 

쑤이 R 체쟁 육-(:lyJ!p I\"IÇJ~ yr) "와 도쩍쩍 교육 。}홍 교육올 쩌양 

다.， 앙~I샌AA쩌얘J1UllaB) 언어 사합/ 예 장앙 잊겨 야용교육융위짱 

용g 현지조씨등 용해 수검한용을의 션얘용요는용"극이다 툴흔 'Z~;'，!국내 

에사는 전얘풍요라 아지 않는아 다안 용을악 인요 응에서 아옹이 운올 수 있는 

노얘 혹 ε 。}중。1 용이왔언 노얘를아다 이을 갱여하연 q응 〈요 3:>4 같마 
。 상 용'>k의 정얘옹요 "곡 중에는 주쿄 앙에 대한 노얘가 가장 않다 그 의애 

자인응 잔양한 노래 고양융 그려는 노래 어어니의 ε예 애정 노래? 앙자 중에 

냥，1 긴 영웅호경응 요사한 노예 등이다 그 종휴표는 시사가도 있지얀， 주호 인 

요 중 단기(쩌빼인 보건 도가 대부운이 q 

" X. Ca>fIIY-""-",,J!"'" III. r.aililMoo(200ι) 상써 3\H씨쪽 강i 



용융전얘웅요연구 ，~ 

〈표 e) 용응의 전해l'i.ll. ‘적혹 

1 

8 

9 

’ 
영앙ι잉αgι，y n잉i써 



1M 

”옥 

상아지 

YHaf지 

꺼거(IOHjJ;>H r.‘~I 

5 읍악객용정 

애용 , I.i!. 

때강자영 

용공 용요의 특깅을 언긍하'1에 양시 작곡가 대 용승샤양 ""'αιllW앵@I 

응 딩R응 장작동요의 득징으효 4가지릉 당얘주었다 Wõ용 용제드 용해 노혜용 

작곡한다 @ 안드시 배우기 쉬운 리등으호 작곡한다 애틀 을이 선용융 안욕하 

오유 하거냐， 계단 요E등 순자칙안 응제"1 랴등융 사용하여 한콕안 애우연 오 

우 우릉 ιF 았도록 한냐 러응은 1+112+1+1/2식으호 응양하는데 시작응 4운 

용g 디댐운 그안인 8용응표 대응응그 싼인 "운융표로[ J →’→끼 앙사으흐 

리등응 운항해 간다 @ 아웅으1 욕소익률 강안하써 고응역파 져응역 우 가지오 



상융신.용R 연우 ,æ 

얀든다 아ε의 생장기 용안 연생 '1릉 갖기 에푼이다 @ 노햇앙은 아5디에야 

하여， 옹골의 잉상， 사연 고양 용올 K언하여 교욕"J웅 강조한q 

에운애 인요 응에서 아종이 우프는 노얘응응 이러한 규칙성이 있논 것융 선영 

"격 가르깅q. 용을인요는 융악척으즘 보긴 도i 오으탱 도~ 구용연q 응을의 

진해동요흐 시§디는 인요을온 주호 보건 도이다 

보긴 도는 오흐영 도와 응의걱으호 ~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정싸안 악가아 

장죄의 중속 그리고 상연에 있어서 극도의 팡가， 킹.항 등에서 나타낭냐 보긴 

도능 오프명 도보아 성고 자유융기 얘응에 "1천용가인 일안인들 샤이에서도 낼 

여 신강의고 있다 핀얘는 흥자적 i얘학적인 얘용이 주유었는데 。1후 정챔 너 다 

양한 주제를 앙라i싸게 되었다g 

g융정얘용요의 웅악적 흑칭을 을여보기 위해 2곡응 에료 등가효 w대 보얘는 

갱응 영 〈고낭 하르(T'yHill! x~pþ2S와 〈영 S 족E상옹ffi갱Taþ UOI'"I'hIH Harar()> 

이아 언저 〈고난 잉료〉의 악!.~증 보연 마음 〈악보 ~와 긴다 

〈악1'. 4> <고난 Sι흐~"“lH XaD)>29 

〈고냥 하ξ〉의 노엇앙옹 디냥파 진다 

。잉-， π@αaH ""1> Hh (3아 ι니~ :i\1.-I~ 검은 'l!-to-(에에 

"m_ ιaπ::aIlT4= ‘ωι - 허익X 예 도깐이 있아 셔 

”‘E 껴$1'" ι""ι"ι‘""ι "기 허역지 씌에 쩍힌 도강은 (이l에 
l)'])BilIl 11(). ..... 어 잉rτ。.~p;<l，. "" 세 기자 긍자아 씩히 았다 허 

1 야소현 2003) 앙세서 강오 

ι 냥써하고융아깅양 

'" T. ryu_""，ιn-P.OK’“'T . U. Haa~，"(2003)， 상개서 ~쪽 



，~ 

""'ι""9H P!lm>IIX<>H lW.p H어 이 더너형 녀cj영 깅응 양은 에에) 

""，앵，-α-=-αi‘ ~ 힐경"1에 1강이 있다 어 
&야-，ι:ap IJb..，γ= τιι.." IJb (，깅) 링경ψi 썩힌 도강응 (애에 

@ην •• ‘。il1Tðnlf，Xλ ~ 에 ?에 긍"t7t'이혀 있다 허 

Tafu 'lllI -rattI갱， xap Hb(:n) 타이강 티이강 경은 앙용 꺼1서” 

Tamaaaι-ισ‘H 'j，，-'lrnl'<l야 a "" ""-，겨 영에 E장이 있다허 

TmnaaH mα _~lliω. ,‘ @이 "야 영에 썩힌 오상ξ 허 

Thnal! H 에lli=π*α~~ 다섯 *재 등~가 았다 이 

"'~ τ'aIJl)'}'ll HL 6ruJ;lp>ι」α。。 장고 았는 애찍이 옹응용중셔연 

Ba""" ~p""jj"'YIlp;lla J<JY .uaa, xe 송에 3응안한 "우얘기 더 잉완. '1 
~，ιur 'IOO MIi!ib 'ID;lxryj!6o.Jη 어연 그 닝이 "이보지 잉긍떼얻 

~lli 찌.~ III> "YHPII" J!:I'f )J;llι 지3 어링 여 진찌 ~i \jÇ.&tl] 히 

이상 〈고난 끽르-의 노햇양옹 고난 아E’란 냥씬하고 응이 긴양에 대얘 요사 

하며 자신의 잊융 자링-<}는 대용이다 ν<"，자의 5응 용제효 응계는 승， ~， ':i'.., 

예 이。1여 한 욕나브 얀 이장응 녕지 않는다 

니}응 〈악보 5>는 〈영 용 족l드상촌〉의 악보이다 

갱i보 5>< 영 웅 족드산흔'(öawrap U:Oπ'hII! Haran;)>& 

I τ mν ":<aa' P. ÛJOYJ<ωT • lL H"""""(2003‘ 상에Aj， 21 잉쪽 



용등션얘용요연우 

〈영 응 측트상용〉의 노렛앙은 다응파 강ι! 

fu~ ，αThIl"T """"'" }'Cml,!\ Hb -, 우에 서혹 강의 <<1아언 

:l,racryi“'OOD eiOJ:IOO JfJY = "" 용고기가 없아고 생걱h히"'1."-1 쩌 
BaBattCaH =a.rrrnt!6aaTm> I..\OITI>m 잉수득하애 자한 수염을 ?낸 영옹 휴 

ι_. 트상존융 

~~ι""J}Ga!mJaK>)'}laa<rn 작응 사양으호 안애&，r냉소’ 

&여씨LDI yr.;<lp Ta =" ;ml\x æ 속야는p 만'"εpl-.호인신응 ~~l3& 

상 

6ιll:>: <lP'ßfIDJI P;:α”、，1l10' JJ;;lO "" 셰 };;는 게 ‘지 양갱상 허 

""생 tαTh이 MaaHD )"'"이 ιι ~~이 ，터 용옥 강의 응e 약연 

-~쩌~ ÕOIJ!X> !0y = Xa 용고.*1 없"고 생각""}-시요? 

-，αxa.JITa1IómT"P i..loI'Thm 셀수영응/인영용흑댄흔 

HlII<l1l.bn' 01 허 
-떠 XY1mp ~ !o'( = ‘” ’~~'!> 사상으~ 한1얘 하겠'" 
:서!tG)'<Þm yl'OOpτ1 ππ._ro 상식에 이，，"드 양t;;c녕.-;)옹연 하갱 

소? 

3yrmp <rOOan P;3Cllif"(ltKγ α ，- 그"낸 세 낫치 않겠101 허 

'" 

이상 〈영웅 측E상존〉의 노햇안은 낭자 중의 냥자인 영옹호경을 요사-i>H는 내 

용으도 주호 'iH!의 대측제인 ‘냐당 ”얘 잉이 부프능 극이다 역시 2l4~l-'자의 5응 

응계g 옹게는 ,*, ~요 해 "1 승이어 옹혹응 한 유니}브 안 이상응 녕지 않는다 
에오재사안카 외에 수집한"곡 iι두악자는2/4~각자‘ '1'악사 '"약자가주 

휴이 약 만 두 곡얀이 'ffl약샤 '.약지이대 ~두 5옹 응예이 k 용*.t- 한 유"' 

브안으녕지 않는다 

이상 용S옹요의 응약지 용갱ε 용]ζ 정경하고 유강하" 영상끼。1고 일기 

영" 익우기 쉬운 것이 대부운이다 

’• 어영아이응을 주의사꺼는 안 



，~ 

8 경용 

이상 약 6개 용간의 자~ 조샤아 수깅 w영강의 용융 현지조사등 홍해서 용융 

의 잔해똥요에 안한 연구 조샤응 하였다 

용공 헌'1조사는 jα8 년 5월 14-24잉 w영간 용쥔의 수도안 융강닝."료에셔 

진쟁하었으~， 영용 양.상 성제 조사기간응 8영간이었다 용용 연시조사에서는 

응악여자 써 엔β 쉬 (JK. 3H3ÓllIIJ) 초기 옹요작곡가호 유일한 생존자인 데 용캉 

샤잉(IL ny~ω갱"1 용증 이란이궁션의 t앙강지도 표사이자 동요 작i추가 애 

간치액 ~ ran미띠^3r)파 그'1 학생등 아우긍(혹'lJ!~히 연주사이자 작곡'. 에 우 

영후{l1" Ðyp.:3BXyy), 국정깅、j푼화예@대야교 인족응익대야 교수 잊 어용치~ 

(fl α- 이 등올 칙겁 안나 대녕파 실연응 관창영 조사였다 

용융，&-$씌 역λF는 ε요 각는 의이인 후iε영 되써)(J\Hrtlf Iß'Y) 란 용어가 

홍용되기 시작하연서 ?라아다 그 시기는 "찌년대 사회주의시대표 모래하연서 

푸터이여 중국의 내용을은 ''''년 항일전쟁 。1 후푸터이q 。 천 옹읍용요능 갱 

얘동요 흑S 동요 아는 훈" 없이 성언을의 노애 속에 포영외어 있었마 학교와 

이f교교육이 시작되연서 샤흐적 요구에 의얘， 아똥&위한노얘인 용요가하냐의 

장으호샤 탄생g 것이다 용용에서 정해용요 욕응 용요한 운유 • 없었던 것은 " 

-'T"l히란 특수성 때푼이다 유옥연안 S연인융응 Jl-종단위킹’ 이용학머 /영횡치"1 

에 성인이 '.ε융 워해 브르는 노얘 혹은 성인으호 얀야써 자연스깅게 옹요가 

원 노래둥이 잉다 그이냐 정얘응요 적용 용.~라 운류하끼 않는다 

용을~'2-의 단생 파정을정토함으호써 'ò.~에셔는전얘동요싼명칭 없이 용풍 

의 전흥 성악곡 중 인요인 오으딩 도아 보깅 도 서사가 사이에 존재양응 확얀겠 

다 때운에 천하는 전응 정악옥 중 아용도 부표는 노래틀 전애용요의 영주흐 제 

션녔다 현지조시R풍 통애 수갱한 --g-TJ션해웅g는 웅 "곡이다 

용을견얘용요의 노랫앙은 주궁 일에 대영 노래가 가장 e인"， 그 외에 자연응 

씬잉한 노래， 고향용 그리는 노에 어이니의 응.， 애정 노에 영용호걸응 요사영 

노얘 등이다 응약정으오는 이교척 응옥이 g지 않은 녁으료 주호 인요 증 단가 

("씨안 보긴 도가 대부운이다 

수갱한 용융전얘용요 "곡응 옹악적으로 운석해보연 약자는 갱악자 ν4악가 

4셔만자가 주유이여 안 우 곡얀이 ，~약자， I;{S‘lU끼。l다 옹져능 5응 용채~ 

용 i'j-,,,," 에 이흑응라 도 에 이 슬웅으'"구성이나얘외칙인응계오 



용용션얘%요 연구 M 

있다 응옥응 한 옹타브 안융 녕지 않는 것이 일안석이다 옹골천해동요의 응악 

적 욕정은 썽'" 갱견하고， 4+장하고， 영상객이l 알기 영고， 의우기 쉬운 것이 

얘운운이다 
이상 용을전얘웅요의 융악걱 특정응 보언 ? 각나아의 선얘옹요아 크제 다E지 
"마 또한 세제의 천얘용요와도 그 "1"1가 없응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의 용~.푼피에 대한 현지조사써 서 정깅(생@ 한 것아시안， 기존 

고경한녕으흐 갱긍하연 안 원아는 것이다 이영 언지조사써포 우리싸 겉은 강 

해로서 전얘등요 등 조샤아았다연 싱얘했융지도 오은다 예운에 앙t 우리나라 

가 아닌 외국에시의 현지조사에서는 그틀의 응악운유아 개녕은 이이 조사 정익 

항휠요성이 았다 

양I운현 

악소현 힌 양 인요 비교 연구익 명요.1l>>， ’민왜，(서옹 ，"，민왜>11. 2찌 세"아 

'*~이E'，t;1.'i， r~δκ L훌X~ιttJ:I\; jg'j'R.WiIil!r&t. 20(2) 
5 이∞ r. DIIJ)영 ι M8HI'<m XOHXHU)잉 11. Y.뼈YJlCIi X3wlBJJill! H 써 

gι ，~， 

끄 n，~얘 MaaMyyHμ"'" Hp, Y JI'aH6.a:rrop, 2006 

MoliroJIbm X.r:<:MHl1B 3:)XlíOJl'lllblli X，ω，fuι ~-α~ ιWíHOOilHa χι Yη_00 

aTap; YJICH X:>BJI:>JIII1I:H f a3ap. 1971 

___ , MØllI'(J1f XOffXHl>I /JYJ; Y.ηιa!IÔ" .... P; Y= X3JJ.JIaln!AH r"""p, 1975 

] 짜“ x_“ιν'y æ, Y.↑…&οτ'8P: Yα1! XOß.Fr.Jιmßjrr r"""p' 1986. 

T. [)'H-Aa><aB' P. ÜIO)'HGaT 미 HaB~aa.“‘=A쩨 ，llyy， y,…‘.6" lTap, 2003 

X. C'MIrnJlJ:pn/PB. 1ι r".1l<1MÖa. M01flWI AMaH :Jaxilcc'‘ Y""aaG'aTao; 、OO_Æ

lII:frw;.(fox YX""""I Axapμ'''''' xιJ[ 3oxHo.ßbn! XYJXXI."')!T, 2J ‘ 



'" 
우흑악보" 

i 우륙에 수욕원 악보는 오두 r용올 민요j잉에 수록원 것으호 이하 각주릉 생 

략힐 것이다 

• 논푼의 용운에 수룩한 곡은 제외하였q 

‘ 곡영응 외예영 싼국어애 /냉제 언역하였으며 옹융에서 사용하는 운시인 기 
인푼 전샤와 。1애 가끼운 한국어 녕응응 응시에 기깨하였냐 

." 악보아다 노래와 잔연딩 내용을 간 옹히 설영하고 노햇얀응 언악하였다 

1 엉욕양'(A.mtr M“~ 얄략 요리) 

외욱 아견이튿이 애우기 쉬운 i얘 노랫앙응 잉 투)이 ~，잉의 정에 있늦에 샤 

땅하는 。1도 여나지 않용 것이아 생각었는데 어영깨 었는지 일 수 없다는 대용 

A.r11U' ~띠 " m, apr=π~Aæ 써 영~O， 양ε 깎여 잉q 허 

A;!Jryy~∞Y꺼 ="'…b 쩌A"" 융"지 않는다고 었는데 。l-'tJ40Y“
9잉:raa xa 야강라야 허 

apBaH HaßMaH lIaCmJJ;\ Hh >:e 일어잉 상에는 허 

fu 띠，~~찌=’H l!llHb '''LJ'''" 햇깅버지 않는다고 었는예 야양악아 

"，흑한 우륙 익‘ιt 용엄악연구소~-'i'-El 용공풍요 ι〕곡을 신곡양 것융 요갱 영ιL 가 

장 잉이 션장3 거나 iν온 영 !f. . '6-:ε 교까서에 수성 것 용쁜영.야4 깐1억"" -'it~ 

가 주용1한 작동흐 션극썼다 

U • "‘A=' P. OJO)'llGæ" n ]lID""" MoJlraJl Aδ@ ι YJlaa~6a'T'p. 
m기에 용아아아브 에 어은4드 셔[ 안';;.)<>t!용끝 인B나 음안아야투 ~). 

" "-4;고 잉강아 야 용이 아져 을는 W~‘ 응 ξ야서 양는ιl.l! 영야ζ1 약 양은 의0)잉 



용공전얘옹jι 연구 m 

gaJIaa xe 

XOI<l'OP MOpι χOJIÓOOT(lt! lJÞO Xø 

X QJUloxr)1! r:3CCIH 'IHHI> ~a.JJaa 

’''''''Ja x< 
X뼈 X뼈 "~잉여 ~" 

X ιπ~，뼈.0ι씨 4 !111I> 1I8 기M 

9뼈." 

야알라아허 

사강하는 알야 씨여있다 히 

영려가지 앉는다고 했는대 야앙약아 

야양약아허 

스용몇살에는허 

떠냐}제 하서 않는다고 했는에 야앙라 

아 야알라。} 허 

2 헨 곳의 신기쭈(A.lIcbnI Th3pt떠 ","",,", 양석 기즈링 거료깨에) 

。뜯응 기다익는 어어니의 "H양융 노재엔 용융 동우지억에 주g 거주"는 마 

리강가(il:aphl'aHra)즉의 k 래 

NrCI'>Il{ ra3pbω 3::lpr:::ι= lIb xa 

，=， =π MaJI Tffi!I' 'nl∞π00"" 

Amm ‘"뼈 xyyræ "" 
/αcytt 6axap; Hb 6a>1j)이~. 

XOJThm ra3p:um ’<>pra!t.3<> ffi, Xø 

XOIlb 1IIl!r M a.JI IImT T뼈 

"""ro띠 :o:aaxaH XYYI-dG 

X뼈 "=11' XyCl!3 "" 

야특히 떤 곳의 신기루는 허 

양등서영 JJ-;치든셔써 이4즈꺼린다 

재구갱이 샤양스런 나씩 아을"1 히 

나가오는 .1센。1 고양다 

아연히 언 곳익 신기루는 어 

양셔영 가육시영 아은기얀아 

사캉스언 。1렌 니의 아들이 

양응 보내고 기경 소앙한다 혀 



m 

3 강색 가증가양(s，πIll'aap XYPSH UYllX, 용리가프 후쟁 충흐) 

용을 서쪽 지역에 주흐 거주하는 ~(호갱(""~띠rn(족의 노애g 외국 어원이가 

배우기 쉬운 노혜아다 노엇일은 시공아이가 냉학용 보내고 개핵이 되어 어어니 

가 쟁겨주신 사당 }강을 을고 기여 증거용 이용응 자당"는 노얘 

，，=띠a .ll;)JIT.)lt YJJaaH.l\ HI> xa 

‘1..: Hh m:an뼈 --~ 
);YJIlII<IaP xyp3H IJ，YH째 1φ '" 

1ψ ~뼈 úaltHa )J;la xe 

CaJbJap yJffiillI 쩨 m，~ 

Moc IJb mlprn<lll 6aJtHa gaa xe 

，，-~뼈 에없~~ 

"-"뼈6altna μ~~ 

-… JJ;).JI'l';311: Y JtJaH.!l: H∞ ~ 

왼옥으로 호드러진 용의 연간 일에는 허 

어응소'1 냉F힌다하 

슨이잉한 강찍 가앙 안에는 허 

샤"("ð<>l 부딪친다허 

i씬강역인의 양에는써 

어웅"1 우서잉다허 

，(증 갈색 가당 안에는 하 

사당노우딪낀다 허 

수가 걱응 경의 !’강 양온 허 

""""서 llP3l> q 6a/lrn;1t aax<æ æ …e 용 외에 있 네 허 
lli>‘illXatJ IIllit3blll .. I'ÆIDT X‘ 
인。æp " 6aJtrrrY1t = rn Jæ 

4. Ã냉.7}(Eyyæfu‘ lJSγ 쭈앵 도) 

재 친구의 νH등 F어나에능 허 

사양도있융것이다허 

흥륭한 조상등윤 아야기하여 아이응 어으는 소여 



'Hf전애용요연구 η3 

xιι뼈 XIWILI aq 6"JJ:D 

õwζ)1t. 6yyr<써， ，야-" 

'"-π<IlI Tal\:.:nl!:H /Jè{'( 6HJIID 

이(yml\， θαa왜，-， 

3얘n''I1J.3'l ~~r:>m<l!. ιú O.따g 

(íyyml\, 6"γ mκ ÓITID' 

&，"、” 。π U커 =='ιτg 

이".， '"、rro!t， 6yyrn!l 

b'_ 잉Pl':)H!ffiyp 61LJD:l 

“=씨 "","" ÓIT∞” 
Eνμr maralIXIT (ß{JIæ 

-κ (íyym1t. 6ηm씨 

하각다 간의 승>，，]-T‘나 

자앙 ，p웅， 자장 

하히요트강 "이즈석경송)의 용쟁이구싸 

차"J-， "p앙 자땅 

제생내 에으징P성궁 .히" 의승4구나 
지요사갱 자강 

재갱 속소nl'.피의 외λ덩이구냐 

"Pi, "써 지I'll 

깅낭 에프갱(영공，<당)의 X양이구나 

k냉， *"2-. "장 
보닥 샤가。U샤~Jt이 영수의 。}을끼구나 

샤상 끼냉 자장 

5 화혀한 양(fàHraH XYJι 강강 용) 

아허고 값비싼 양융 타고 다니며 jνJ의 양융 자강하는 노얘 



m 

ral1r alI XJlmÆ' yω'" .<JBJIaa Xa 화려한 엿진 잉융 타고 다녔다 허 

raHI1찌rHltHxaa yyp;):)jl ramrrγ，= 간단의 푼 앙응 지나가고 냐녔다 에 

-"BJUa Xa 

"πω"M∞~~뼈=H3뻐 

AWP Xa 

강상 에에링 이륭"ð"}에 혀 

r al!xy)' ~ lIBCaIi 6ypyy :}Hf':)jl33 X~ 자쟁}고 다녔던 가용 주*'이다 허 

lJs;1l:X':l!'> úlj)bσ )'H<a; ""αiLm"， Xa 

JJ;aprn얘lIxæ ì'Ygæp u;>>σn~ 

~BJlaa xe 

q 서'AcYPl!rl띠HXæ HO(XJU αÐ， 

"" γ， 
ljlIXlrn:Jtxæ "，'mr':Xl.ψg쩌 

raB!lJlaa xa 

작한 강씩 당은 다고 C)~나 쩌 

부대 운 .융 성경기였다 허 

생드수앵 이등6 애 허 

귀거려를양보칩았다혀 

YJruaH xæp따ll':J<ly Haι m 끼 aa xe 앙간 강생 안융 타고 다녔다 허 

Yca!\니 。l!qOOA ClHJll.3.Pq >m.rraa xe 웅에 빠져 양형었었다 히 

y~ α'" 야~parraa 애m= ，。‘lli。 안 난 애인에게 칼 것응 허 

A∞~ 

YcaHA úliqCOH q xa~ma:rτ11 gæp Xe 올에 ‘싸져도 상관없 마 허 



용강정얘옹R 연구 

6 간다 나우(raIl，!:lHß Mιg 간다 요드) 

샤양하는 이릉 그이는 노예 

r aHJl,Hl\loy MO，여!JJ: ra!πy sprmrn xa 간디 냐당을 오리가 온다 혀 

la3Pb떠 M빼 X띠~'IT 써"" 

llJlH3 xe 

언곳에서나의그가옹다허 

Tooα씨ι" “0여H):\ mropyy 3α"'3113 X9 터어러 나우응 t싹이 온" 에 
TαlÇHLI Ma잉Ih '{"JYYJ1'lX xyy Ml!lIJ, 자욱한 인지 약에서 나의 그 } 

110113 xe 옹아 헤 

m 

YYJIHa3C e‘.gsp yJutaC 6aJl. AaITYl1 산보다 능응 사시나우는 없다 혀 

μ엉 " 

，~.서갱C llJIYY a"P'll' 6aJl. 띠"'"' 안난 얘인보다 인한 사캉은 잉다 허 

A"" xa 

XaQf!aac eH/l#!> xaJl. =ac 6aJl. μarryl!. '샤우1 !;I.l나 죠온 느릅나우 없다 허 

-~ 
XaHHJICHaaC HJlYY 3M∞r 6a!t ):jaITyrt 샤컨 얘인 효냐 더 낀한 사앙은 없다 



'" 
Aæ~ 허 

YYJIaap gaB6a.,.., yHaa MliHb 3OBHO XQ 산융성깨 되연 딸이 힘등어정나히 

씨=，ι aa 3OUOOtJ<υ1 OO~ 3Oß I10 xa 사켠 애인융 고쟁시가연 X샌。l 힘 

을끼어한다 히 

Xl\JJ.llnp ~u6"Jl싸"'‘ω= ，미!O xe 바41 휘g 가연 앙이 쟁을어한다혀 

XaH"JICI'f"ll'aa 3OBOOBOJι OO~ 308110 사건 애인응 고생시키연 X에。1 

g 힘응이t디} 히 

7 쪼라이 갱에서11()Kyypaä ThJI):J;:3aa)" 

이 곡은 용을 초퉁여쿄 고여년 응악교과서애 수흑원 옥으호 ~z.~ 서쪽지역에 

주Sc 거주하는 아야드~，κ이족의 노왜이다 노랫딩은 이응 a'rau)3601안 낙익의 

경용걸이용 묘사한 노애이다 

ATaJl 'I<lM3ClHHfI aJIX씨 llYypnar:l3,1\ 

A~m'yy1' Xer:f:m객 6 li1!r::Jo 6HeJlμ]핑 j 

"",lli 밍JA"Ra. :.:yypa1t m .JIJI'lH!3 

“[!rJl! T씨^ê<llillÌl aJlXaa.t ιιYPllara3，1\ 

lfxarr Xer:>:씨r):\ 6~ 6Ke= 지 

JKyypal! I':>.JIJJ;3H3, "'yγ때-~， 

• 낙타악 경응징이 든 요ιq잉 어생이 

‘,,' 이썩 거에원숫패 

거세 낙타의 경읍S 따라 

흥꺼운 %익h에 충융 증다 

쪼랴이 갱데에 쪼라。1 쟁에 ” 
앙낙악의 경응용얘라 

。1영 용악에 총융 운다 

쪼라。1 쟁에에 쪼라아 굉데에 



용S갱얘중요 연구 

TOPM에 πMæHI어a.rrxaar AYypllara 잉 

1뼈" ~=κ.<.1\ õHl\r::):) 6‘’,,- 지 
Xγypatt raιQ끼。 :.:yypall r::μ'A:lH3 

GrtrToH TIlM째 a.JIXaar iJYYJlllaraaA 

"""“" X9I'ZlWι 6H1troo ÓHeJllI:)O π 
lKyypal!. IWlABRa, :t:Y)'때I'3JIll3ml 

한살낙타의깅응따야 

융쇼~37 까약에 충을 춘다 

~라。I ，잉에네 ~라。1 갱대에 

새끼 닉다의 경응마라써 

안친 가역때 층웅 운cj 

쪼여써 갱예네 쪼랴이 갱데예 

8 영쳐신 흰구용(3a，J:wplt U야aaH Yyι 자드글 차강 우웅) 

X에응 버려고 이난 닝의 앙부틀 걱갱하여 부드는 노애 

ι .. ……", 。“6

3.. “λ ~"."，，'“ 

&띠깅I!. uaruaH yyJI Uι 6、여"" 앤쳐진 하잉 구릉응 "-" ，α=m샤 yyJl YY ppd 안드시 대링 비의 구응;이다 

3aHrnJl'l'lA r시).Wlr HYJIHl\κ 'Th~ 욕얘여 냐온 눈을은 

3 잉= 쩌.n‘'"m찌-- 안드사 연인의 눈영에다 

EooH Uilf";laH yyJl Hb 6o.n6c이 잉옹 하얀 구응은 

1 옹궁의 션동아~71 <.- 2현의 유I덕 utc)-ll- 양기 

m 



m 

6ac 600p00ru" '!YJI yy = 
s..."μ*'1< rap;띠，- "ι-"σ ""'6α1 
이P 1II!arHll! Hjl.끼α"' 띠a 

Araap=뼈'IT기 =~， 

'-ψ IX:oI<XlRhI yyπ IT'∞ 

",,-, πααar UYJTIα!C HL6찌@씨 

"-σ 쩌""'" ，씨Uι Aæ 

".αr ""'.뼈 yα =""<= 
xyp 600prx)F‘, ITμ IT_ 

‘_ITψ4 llaMafir깅:a 3OBXl::<)1{ 10McaH 

@깅 [XlJIOt! Yι ~fu， 

)]ilH ==1I rapcaH JOMCm I 

'"갱æ6ιIOB Y)', ~araa (,0.)) 

Lμ"" q HaM.'t1traa 3)UJOCOH lOMC3H 

lK:lPI'alt ÓOJIDB W. >IarM 6이 

X깅IJaHT3fi !l.l'WITJ1l: 1뼈 ~ 

@κ‘’ '""'、B W. ~ilπ;씨 "'"' 
Xeerrom !JII.Wll!raa 30"ιχα! ιiιm 

OKι야깅A Wm기B yy, "잉깅Aooα 

또한내영 비의 구등아나 

옷뜩영어지는눈유용 

진정한연인의 i눈융이다 

공 a늘의 우응응 

호우구응아다 

지정R 나오는눈웅g 

연인의 눈을。'" 

히늘의구옹은 

비익 T응이나 

q등 속아고 고생샤컸는에 

앵욕할까아닐까 

‘i!(SJ'-은) 에영융 입고 <Bk있는에 
응X 능 않았는지 걱정아다 

나콩 그형개 힘듣게 었었는데 

앵혹에양i까이일까 

양(i뜸녕) 데영응 앙고 나갔었는데 

사기웠는아 아깐지 

융쌍안 니투 고생샤경는데 

앵욕얘힐까 어잉까 



용융써이t요연구 

9 앵장은 찰색 영(Mo따찌찌 xæι 모고이 에료) 

정 "1에서 앙상 우숭하는 안에 예한 이야기응 "이셰 

YA_C.씨 naa_".잉 ry-pyp … 
Y，.뼈 g영P YHara꺼ιm 

Yxaarq I'Y'flIIItt )lHara IOMaa Xe 

y야뻐 l뼈 1γpyy.rrcaH 

ιloro!! xæp MOpb ~Utl!b 

Xa.ll3H Jl3GP )'fIarilJl씨 

Xapap, ryyHHn yHara !O~ma Xa 

X째l!aa<!，Il'l，l.\ TYPY'lJIc:lH 

Mûrott ，잉 YM이)ε MHllb 

l1.açall =P yJ1éU"-，~caH 

디~.따q 디yHHlt YHara I(l'laa xe 

3acrlll\ff JlJaμUMll TYPα~ 

’l1:orott X33p 、ιψ" ，쩌b 

산어써 얘어난 

앙얀익 새끼이 cf 히 

국가 나유 옷깨에서 우승영 

냉 같은일이다 

아인헤애 E 어난 

경응 잉양익 새끼。l다 혀 

주언 나염 ξν에에서 우승한 

냉 같ε 일아다 

눈 위에 태어난 

연써 앙링의 새끼이다헤 

국가 나암 증세에서 우송얀 

앵 강응영아다 

，~ 



m 

10 나이장 강(HarI rarr ro.r.ι 나이갈 증)'" 

사링히R늠 닝응 그러는 ,>oi'l! 

Haii. raJl rUllbIH aPrOGl잉l't !!h "" 

Hamraa = apr.>>:: 6;lltHaa xe 

1!aH =, lJacT"iIHIYY'[( Hb xa 

Hal!pau iJYHA3a ~ CYYH"-3 xa 

xι찌 l뼈 i쨌=^' 

3amlla mraaA :aa때"'-~ 

거ι 。 XYPC:lli lffiCl:allI'YYA H∞ ’“8 

"'，=η p.yllAaa MWI>뼈 cyyHIIa xe 

3 p"'>K "''''= “ @ 

'H강강의 니비는허 

잉응 따라온다 허 

여은왼어으산εε 허 

산서에서 즐거에하고 잉아 었다 허 

'1으강 강의 유」기는 허 

웅:풍을따라응원다허 

에순원어으신응은허 

앵욕측에 눈응응 용경다 혀 

liJJreOOmIt\ TOJII'Ol! 1'3nXaιA 6alt Haa xa 강대 어려가흔응힌다허 

"'"αH Op:J1(bll1 'l':JMror ]{lYJ yy p,.a xe 추우 가 오기릉 표시@다 히 

C3TI<l.'1 caHaaHaac 잉-"∞""'" "1녕속4에 서 어냐지 않능냐 허 
6찌Haa xe 

1lII!!mX:3H 6o.Jj()XOOr:oo T3I';!(ar "씨 

YYJJMxa 

"에강이강써띠 아응 

새호워서 그언가 어 



용공정얘통요잉구 

-이=="따DæM 6al1J!aa xa 은의 이g까용등연"에 
800n õνn‘l>lR T:…ιJr JCNyy .uaa xe 겨응에 오기를 효시;;'I-~;가 허 
& 에="""'" MHHb rapaxrγ:Ii. J(JMaa "" 뺑에서 이나지 않는다 허 
ε%αillH 6oJJoXOOJXXJ "=)l.3r " κ”이 " 나이 것이아서 그깅가 써 

gaa x& 

11 강중'1의 흥(Cy.u;rnlì H 뼈=， 소드깅 노거) 

닝융 그리여 가승 }파하는 노얘 

( KO. roo 0/" <야얀;츠←1 

즙 Q먼 “." m ‘ 3p e p--‘, ... ，， 60ι ，g z 
c，~쩌 HOroo eYrCPafI,!! 6al\Ha "" 

Qπ-따y.rraxaap eJlI;lEAOOJJ: (JaI!Ha xa 

A아IH H{)roo ιJJarJ!MQ 6artHa xe 

강가웅은죄자였다혀 

소식 음 을으니 용셔~rq~ 

뒤의 용용펴혀하다허 

'"' 

""'"여lffi 6o/lPXOOP "뼈q 때，ru α ，~ 생 석 을 쟁각κμ1"H'o이 。}으" 허 

lKa.rrrbm I!OI'OO Xill')lJmA 뼈% 강증'1의 용응 쭉 자녔다 

""'"φHb éo,!lpxoop I;l!l"빼 6altna JJ)la "" 껑걱융 생각6써 P엉이 아E띄혀 

12 초씬의 추위(TaπA YHacaH JKaBaι 항드 오나승 쩌와르) 

X댄익 우지영융 용공 추위에 비유"꺼 왼앙하지 양라는 내용의 노해 



1잉 

1ψTJ1 YUaCaH :.:aR‘>~ 츠앤의 추외는 

"""'. 잉-~π~ ，쩌Jæ "" xa 채잭응 작응 수 없S 얀콩의 우위다 

어허 

1짜αjμ100000H Hal>αLil:raa 60."6::>.11 귀하재 자싼 나는 

T，’”얘Hb "1>= =uaa,u >!ax BJ "" 이라7]- oh프도유 흥 R서 우 i 나 허 

YyJTaH.U YHaC잉， :t:aBaP 6O.n6OJT 산의 추위는 

Y~깅 잉TJl)lM XYttrnH ~ "" 오르가커를 어링 얀콩으↑ 추워다 히 

Ypb.1l; aJt.m,m ‘Jèp 6y'η깅>Th 앙꾀의 두 역인응 

Y씨;… ._.썩>XaH I'3H<1 >:9 정신 뭇 사경 얀픔의 에얀마에 허 

시아r.:'N.la CYjJaaI'y꺼 MOP<tJ!roo fun(J(lλ 걸응응 애우지 않았언 안응 

A‘N~mηf\Q IOyra, x>이'ID~ 잉융 iε녁서 워 하나 히 

_mω1γ11 m MaJ!rua õo.n6이 입응 애우지 않았던 나를 

Aωmπ<=-~깅'"찌， æ~ 용냐써는 워 하나 '1 

X야@ 이-‘~ι00 '""""' 경응윷 i이우지 않샀언 힐은 

i 강얘 f1애 고혀샤 닫‘l 연강으호 양응 강늪얘 시용-~l-t; 요구 



웅공전.옹요연구 

~ IIb = royraa XHl\X æ x. 잉융 앵겨서 워 하냐 허 

3(lBJIOH y=rylt HalIι~， """'" 고생얘 성꺼 나릉 

~ι:x;æ; ;<;3!143:W: JOyrau XHilx BJ Xø 얘"이 해서 싸 하나 히 

13 왈용치안한 나우(ToxoJ:l: 3aHrUm MO]t 흐호이 찬양 오>'， 

λ} 랑하는 이에게 다시 얀냥 것융 회앙하는 5 예 

'" • Aψ A'MP ι‘ A ••• aa 

læ 

t、ω" ‘aJlgm. MOJl.OHLJ; 6a‘l6eP ~αm， 용상지 농끼의 니우에는 냉어료@ 

TOJIT<)1tH CYYA3P ,!\a l!pHu gaa f"…,., 어리 그능이 지나간다 영비프 

MillTh 

Tooro:tl XOHOf!!l\:n yl!끼iω 6eMOOP MHllb 임정션 세월익 얀생에는 냉에E 

Tα ，"'" ^"""""αι.naa AUU 6e'-'Ó9P MIDlF> 너우나도 양이 성아 5었다 영비프 

CUJJaa 3UlJμω'M μ1011μ 00‘16ap MlIHb 간각진 나우에는 빙버르 

CaPHbI TY"a TYCJIaa ,u:aa 6’“ ."αR 당잊이 B 친다영미프 

Cai!Hb I epoo끼 "'",., μaa OOM6aP MHHb 중응 인연이 있다연 영벼르 

"ψp:aa raHI\XôH q ~aMal!Aaa 6eMoop 한 당애 한언이라도 어디야 업에으 

lα'" 

Y3yyp 3aHgaH MOJl:(깨띠 00…ieP MllHι .좀한 냐우에는 영내으 

YY"llI써이Yμ :Jp I\af\p'잉 Aæ 00“., 구등의 그늘이 지나간다 영미르 

ωR 의이싼의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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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티료(XaTlIJ))41 

부리야트(EyP""A 족의 즐깅게 웅추X 는 노해이자 증곡 

TOXMblH l!HH3S ra3aPTaa 

TOltpoH 6a‘tK X3Taphll 

To.nrol1H Mauran roêJroo 

XalIq lij) )ffiQl!P Xa-raI>L" 

터허므α 샤아 곳에서 

을고을고응우자 

이혀 은 강신구릉 

혼을려고층추자 

Ö!>ran.I:J.aI! lIaa /..l""" 

'-κ。 3η，~
MYIIInlpaJJAaH Haall"hl‘ 

'"μI"ræp:XI 3yraa..Th5I 

'"겹 을고 즐? 자 

여허오후응기자 

손에 손융고 윈영껴 즐기자 

。}는 에~ 즐기자 

‘1 추e1 0，!õ:ξ 의 용λ"， 웅에 구융〈의익 없용) 

‘양안양연생얘의 7J úl. 



용g정때용요연구 

JJ::mTP!lli !llffm 1뼈 

JJ::IDCJH fj찌X xaT3%H 

μ，roJIHl1.u ‘.=“ ιH~IDlIpr::t<l 

X이!UHP JIH'IIIj} X뼈~ _m 
HaR1'raj} MOWfI>! OpOl! ,r:r,æp 

H뼈 X9X<>a 11..0ω1 뼈 

'"에 rapaxbUl yeg3G 

HaaJl,3M 3yraa íJY':J'αa 

lloffim 

터허E의 규오곳에서 

강아￥고충추자 

예옐응장식용 

소여대며 층추자 

{후굉l 

냥응나우외에는 

어든재의 에꾸기까운다 

혜가등 영에는 

축재가암나간다 

l후녕〕 

15 호트고이드”의 ‘g아지(X=얘 p;bIH YHara, 호트고。l티 오냐가) 

6양의 이연이가 새끼 !상아지릉 다~ 자양하며 각르는 노얘 

Xo_,… T'''''''' Ha~pιg x…“‘이_ ro. 
꺼'"ι，. 

1 호도고。1드의 영아지는 

'M 

1. X,n -rOI!):\bIH y IJara Hb (3:’ 

XoHrop xa뼈 3YCT씨 g영 

&α써 ηBHbI H찌[laH 11..3:lP 

키어운 승덩어야 g양이아네 

스용다젓 잔치에는 

XaPI찌 '"""γH11.. TYJlYYJTC"H 10M 냥의 고양애서 우f었에 

U 지잉(JU，). 



1M 

,. ""쩌j뼈~，뼈g 

Yllaranaacaa y써~" 

A"à.ll<ln A<llllibl 1l,1lHIIIHr m앵 

,QapxaH U<1.'lli1I' aBCaa Im.‘ 

uπI'aH S}'Y&ù! :lWJIOOI'H이 lIb (영) 

AMbIr m， "η pyy= Ta1'aapali 

Ao η gα aH 3OONlil. Jlb (껴 

Nrap aJlap ry>Ieaaαm 

,. M야U'9TI ßyy3art '"ι1 。이'Ml! Hb (æ’ 
ι1aPHl! m, J1aryyml: TaTaa쩌 

M a.r1filP cartxan 30이~"미 (~) 

A~ap 잉aσ rygeaapaJi 

2 두살?터 당영다 

앙아2 우껴 욕어 았었다 

"라이 다앙 안삭 냐딩에서 

쟁피언이 '1었다 

3 긍-.2....."- 얀든 재갈 〔애에 

압응맞추고앵겨라 

동 허리를 (에t씨 

천천히 천천히 때허아 

& 은:으료 얀등 재강 (에에) 

어깨선으료 엉겨라 

얘끈정 혀썩지을 (에에) 

천천혜 앤천"1 때려하 

16 셜냥(띠J'llaH CapblH IIJmrn:I:t H ~ , 차강 샤료 뀌니영 써갱) 

여인응 그리는 노래호 g냥이 었는에 사렁하는 양진용링이 란 여안에게 고쩍양 

것인가옹 고얀하는 싱g 석 강응을 요샤안 노얘 

'" 00 
6yp"，，~.oaa 

I\a,-aau capÞlH IUlliIHl!H H3r.'I" 6o.Jl∞α Hl>"x:J;ι (잉，) X~ 



{;-i을전얘용Â 언구 

QaraaH ærHtI r ll)l,l!aa 떠=띠 r:3Hf"Jp 6y{lXa1，μ，aa MepI\1Fl 99 xa 

lμ，""aH II~P T<lll.aa .o.YYPI-""'1( <lliT깅Hg IIT, 6oJloK CYY11"a xe 

"'~.기aT' W'∞91! llir:!:HH,gyJlaMJJ:aa cauaCJll>lraa XaJIH3 (æ) xe 

X갱PT，!H Capbll! 11띠어rnt!H HBr3H 60.이~a잉xélg (:。이 ,. 
X뼈 éI(T!!l! .쩌 m=.μ XaHralt .o.OJJXill! .0.3<) 、.• 뻐 ~ '" 
Xalt JTh씨 TOCOOp ca뼈 gyypf'".l3A aMT잉여 HT, (JOJJ:t: cYYHaa xe 

xali PTaltτ\>PC<>H )!lJOKIiH，llY뼈 CaHaClJb[["a<[ xll찌 3 l1.'ß Xe 

X<>Sp CapT,!H H"llIa Ji1! 1IéIr깅.00기00" “jlOXll.o.(허 @ 

XOHl1Jl 'ænù! .a뼈 m=ι XOPIlOO ePT .. HIl;Hit ι∞ M빼ß 00 Xa 

'00씨〕ι.'0. ait끼'aap XYBIIHraa .o.yypr、이~ aMTaHg HT, 6oJJ:K CYY11la ’“e 

"'"잉생 l'9uæ11 싸-띠YJlôM/l.aa c잉!acHbITaa Xll，뼈 =xa 

ApBaH car이α ~-~。“ Ô'JJIOOll 11μ‘"' '" 
“Pl>fH C.CnrIl: T'all!íaa ).j,3ocæg araap 1'"JHf"Jp"I잉 MapreB ... Xe 

Aapy~이 H,l(æ I'3Gp TaRI"aa μ，yyp= aMTaH.o. Hh 6o.m‘ cYYHaa "" 

꺼lMI"a.rraTl 1'9p:;an lIH:orn/lYJJa"l:W1 ω뼈b!l'aa X뼈 g∞ '" 

，~ 

("니HOaltH aπ= "'"ιOlOOC YDK gyym쩌 'lYJlYYII이잉M3r!!l!Tl llYyJlClla~p 

õ_) 

성냥아 오는에 (에) 허 

영찍 양오를 υ}에 낄-.'i!. 하능 우져닝깨 션한다 어 

유제응으오 그릇 가특히 하l 앗응 보고 앉아 았다 허 

강생긴 양지융압에게 생각한 잉F음 양한다 (에) 어 

용의 갯날이 오는예 (에) 히 

익 양E를 딩'1에 강고 자연에개 션한다 허 

어터호 인은 억융 것응 그릇얘 가늑 녕어 앗응 보고 앉아 았다 허 

새상'ij)--;三 양진융링에게 생각한 바릅 원한마 허 



,æ 

우 언쩌 당의 갯냥이 오는예 (에) 허 

양딩 양오릉 밖에 강고 자연에게 강한다 허 

낙나주 "1유주종 그옷 가득에 녕어 앗’ 보고 앉아 있다 허 

에의끼 예이낭 양 ”을g에게 생각한 아를 안갱다 (에) 허 

사용의 것냥이 오는예 혀 

쟁은 양요릉 밖에 강고 하능에 게 션'1~.다 허 

유세흥으호 그g 가득히 하고 앗융 보고 잉아 있cf 허 

영옹하게 생긴 양낀동양에게 쟁각안 O를 알한다 (에) 허 

17 융댄 거거(:EClH，J:l，3H ïeeroo) 

잉§에 션하능 셜" 노얘호 잇진 냥지 융응거거의 샤앙 아야기 

1. IOIl.Il;:>W' 생~ μ"""'" 

lιHarap Jl.3l잉찌) 때<aarallilaxa 

aM ‘"~ 얘ιan J:'æGrrna"" xe 

1 융엔을 강j성R드 노애 추운 

다l.-Þtß. 다나가프 길응이 았다 허 

이씨녕어 어야를었다허 



용공정얘옹요연우 'W 

"""" ~σ- K>'αH rooroo ~1 $J샤의 융띤 '1기 

"'"α 1ιlffiPX'l.I! T"=잉 ~ 너우나도 상생키고 때어녔다 허 

I}'lillrnp f)'RaI깅P 잉-，~ 고나가흐 고나가으 깅{;.Q] 11τ} 허 

I'ypt<rtap p;apc꾀 I ，""잉.["Imte"J "" 세 강얘표 딴 어g 가 있다 허 

r、“>:CaH caJ!X3H iOH.u;l!I .'{I<Iræ 튀예가 예얻 용엔 거거 

'''''σ " '(Iy!! IJ.;3ll3PX'lH 'I'ep:Æ:æ Xe 고성 엉이 잘"~Jljl 태이났다 허 

G"""'H 잉Mx:JH aJIlffiaTM~a xa 조용 조용 경응에 잉 } 허 

lli>υ= 이μ~=ζ)M'3l!æ xe 껴3꺼을 닝이 어리용 양다 허 

uν!H3 call:xaH IOH.u;ln lOOT"W 씨.~i-엇친 융젠커거 

。YJYl"Ö: Ca>t XaH "".αι.~ 엇Xν" 알대어났다 혀 

H'"이Iill.mw.'HItH Ilyynaoc: 2- 샤리"1의 i해 우강에서 

Xy3YyHllOC m, '"갱'" "이。=， 옥。 서 추a끼파 

Xaæ!rl:)l'! JIè{yJJ:lγ """"깅'""잉， =εg 슴으후 옷융 ~응어 주었다 
x、1κu ωπy xa!'\PJIaHa l'X>JI 낭&다 더 사캉힌다고 

Xy)J,!lllfiJ[ 잉apb Il' ~H lo.\iaa X<I 샤용-:} ~승형다허 

3aa'<aap Hb :t::ι잉p Op_"O r영g 양욕에서 수";tO?l싸 

"'π<llI J.I:(YlI:iY X>어，= ‘ .ræH lOMaa 가랴 잉는 .. 융 안을아 주었다 허 
3aæap yryfi XarnfC:)H r밍μ 거리 없이 λ 킨나고 

3M>r.1H '(1ι.p ZlIDHTæl::>lJ ){l\iaa xe 사양각 앵새가배이있다허 

a‘lP.'lpa3!l Ub :o:aæp OpllO f3'갱~ ，승에서 추것끼}약허 

8JIl~엔~ 며끼m-=‘ lOMaa xe 이증으료 있는 옷::--Sc 안들어 주었다 허 

~ oo.rrfJlOO X3HIIJIUa rJ:O: xa ~아 니 원 애까지 산다고 허 

3Rryfi X>Il!p,w ∞PIIYJ. 씨 -~ 율E 없는 사링용 우해 었아 혀 

y‘Op<!lfR xornyYlib' )];1 B31! 이어1 허르깅 。l아악의 나양8은 

" , 영 



'00 

"""ηyψ ，.~。‘ ,. κ))'lIbIX ro Xa 뒤쪽 곳에 오성디써 허 

"기 = IO!v:I:>H f 'OOr!’.- 얻라 간 융잉 거거는 

"""찌”、， 씨~-=깅'm~ 연언 제 오τ 것은 어떻게 띄었는 허 

Ap:r,rn XO!IJYYHbI Jl꺼 8잉， .∞. 

Aua"""o 1πιj:)l' llb J01꺼Uκ ID~ 

"'"씨 -'!IJCaH 1OH.Q:)l1 rooroo 'illI{b 

"'=π.~ “생X Hb !laf"aa 1깅 ~ 

a ι 1\3HI'lIAB: JlJ'Y"= 

"꺼%에 ~，야-ι 6aJt caa, 
-끼 
""~ 띠IC<ryy uaMIJ;æp royr-aa 
_W~ 

4 0，이꺼의 다'J<'응 

에려허 용 것은 -'1-'31얀가 " 
영" 간융‘ι 거거는 
언처요는것은。영제외었는가허 

a 융엔노얘우운에서 

.썩 설크 셔으가 있는에도 

인객 셔츠표우엇응 하나 허 

lμpaJI:.rrar C><l\ pHl!. ‘ ，~， ∞'- 예영 시킥ul가 았는에도 

6ali. T'lJI 

U，Nη ""'"'" 따'''''‘maraap IOYr깅a 옷생긴 에으부u.~"， 우엇옥 야나 에 
_m~ 

"뼈 TODroIl JJ,aMllþIr (",11: caap 

「빼1α 

Y_w’}얘 ，~뼈 1(ly11ill 
_m~ 

Y쨌〔‘lli p!ill MaaruIlp 6al!얘 

，""nηg 

”간산크셔츠가잉는l 도 

”간 셔흐g 부니것응 .*•} 허 

‘~~족한 사려o}가 있는대도 

YιJM "'l'YTItIl: ll;껴 ByyMaaraap lO)끼~ 소g아 니원 제프주u •• "'. 우엇윤 S 나 허 

XJillX ro xe 

""잉=11 X"par)l앙 Wλ l !h xa 화허하게 !이아는 산은 허 

a"이1 TO!!OOIl)l∞'lID&Irrnlt = xa 수연음장식한다히 

-얘~π-"'"α~=- 사영하R능 시이h운 
ÔJ13rcar PYYr:JX MIfIIL IWJIbI oop ID "" 친한 E갱피능 우엇이 다흔가 해 

‘인영 



용응전에용요연구 '" 
AnarJIaH xaα= YYJ/ !!h X<> 화허히깨 보이는 산은 허 

APbIII xe…WWAOO 1!HM3π"n fJ!ß X<> 핏산응 갱쉬끼얀다 허 

"'-"씨[PraJI: Cnltpn1I "aa MlfH. λ}양히는사라이는 

^"πmt 3= MIIHb JO)IHb! 661。 ∞ ~ 친엔 누나.2~근 우잇이 다증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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