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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커스υ은중앙6μk애"시한극? 이다 다까?스f양아각아 이한뀌→~응 

전승i;~든 갱에서 아릉 증앙이--'1<>) 공 응괴는 구영원디} 현쩌 증。*μ10" 대껴훈 

용 :>.~"H.c 우즈=('안。1 등어，"1 션인 끼의 2,000'.:1 전에 이 X 역은 에즈시야인 
소그믿이 생애우 드 그이스안， 우산인 아으.1']。앤 응이 뒤이여 살던 외대한 P아 

옥양치 었다 호 소한 두 주류끽 성크‘드가 이 λ 억윤 강F용하앤서 중교， 문융 사앙 

유익R용 꺼i써 앤재의1 다지7 스띤이 영생외었4 또한 훈족 아엉인 용공인 그라Jι 

우스얘어 의 유인옹 에우 용>;~~} 운.~옥@쳐 흔 엉성댔다 

야 긍응 '" 슨샌 (.\10', SlOO<n) 잉애셈 f써" (Akx>n<k< lJ]"""-<") 아애l 도오우노얘으 
”… D에빼~~I?I 쓴‘T，[llillLm응연역진것이아야&""' <4.. The… 

l싹0….~ ι… i잉 eò" vol. 25 ‘’ y""" .~'C ‘ R띠낭ι‘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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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용대뾰용%이엔우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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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호." θ댄 

'"W녕대에 쩌에ξ 외생즉7~표서 다X 커 스안꾀}우즈에?삭L은 경영한 E한속 

사'--]OI{J'ransoxiariιJ" 지역애 ，，-W"9!띠 경고어으효 타식 융악71-'능 전용칙으효{타 

지키스안i 우즈애 '1스댄 우 공외국융 닝니을며 존재얘다 우즈써키스딴이 셔 는 부 

"t~， 사아르3인트 샤흐각샤브즈 용지에서 경휴식 익 유회을 잉κ'"던 여성 소신다 

(sozandaj아 냥성 "~!!.~17↑@ιvrigi.)7} 도시 애허에 어웅리τ 득영한 양식융 당전시 

켰다 

우스띠피} 티직 융악의 용강온 1잊 녕 우정에 시작원 우二액의 갱럭아 더휴이 시 

씨원 R혜피고 적깅한 야갱의 깅과였의 우즈액인이 냉。갇r간 티객 운회R드 두 사가 

에 앵성，'"능이 하*는초기 우증크인의 깅약(대약 '1 얀Cf. SOO년우정부터) 이전 

"트 .• f<';~1서에ι“‘씨상연애의빽4스아 티에?ν딴 ，ρ.ò);;%생"~ 익￡영 

갱애써 l영쩌만아'i' \f"~씨"""，샤깎시프α1(，，>， r.찌W 흐프판 1써 
‘i고영 오씬κ에하”고후얘이애 ，~∞싸고g아 1언쨌~ 
는 적써ti=~，，J-~잉t생)캉의이g 짖는얘이이 1판오우 ，u)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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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영에르λ〕아(이후에는 C 세 기종용여이다 또"Õ~l.-I'는 1α"년용안 V1앤후 

""';00냉 정생원 우즈!’ 。1친의 투g크껴르시아s1-.의 정*에 의얘 갱싱낀 푼" 

였다 타작 ~， çr*파 이써 운회어 액약해λ} 영상띄었고 이후에 우즈액 운i얘 영 

양윤‘""ι↓ 아아도 이언응각" 흔 04] 까장뚜옛싸게 냐씨냐드것은드ιo/F'니 

아의고’ 석인스~)일 !이] 이는쭈"，m앙국의궁중영악씌샤 uH힌‘~"미 

역섯 이앙1으호 갱갱용 아룬다 

1 전통음악 

1] 민족y 악기， 레퍼토리， 연주완앵 

εp 의 악"1 ， 에에토이 연주연 @은 G계 "익w찌S 영원 협iF;아이 농g 구용 

안 수 있~， 앵앤 업욕용 ‘←능 이웃의 우즈얘 유걱Lι :ò}3} \'.}은 앙옹갱응 당유하고 

산악용~I-t 매우 특득"Õ}.l! "얘g는 오얘원 !’}의 혹갱응 유2 카고 %다 

산익}에 ;ρ쥬~I'눈 이객이은 이{끽(통우 ，]으시야) 냉언 을 쓰는 가4애신7 다프와즈? 

그띠고 기까으지역의 거주인:4 .Jl내 쩌르시아어용쓰는 여얀즈""어파 。1프칸 

의 경’” 근저에 거주히는 소수인족인 약비프인으로 구성낀나 아가E 응익의 특득 

앙응 5t'IKro1xι 이 라는 두드와 노얘벼 득갱격인 유영으포 니H아}다 '"끼료 .'iò'tt 

옹 납용 ~iJ- ι 닝응 시판 두 '1* 7}즉으"' 잉 공영씬~， '1t.그풋 오잉엑 S용 그리고 

닝은 액 투g 호 구성진다 호잉은 생1얘f걱으흐 네영의 녕~l\d，myan)과 영접~t!-켠 

이 었는이。 는 파이으고잉파찍일"써~~~융 관홍승t산악운와의 한유앵응 lι 

여주는깃아다 호잉은투끼운냐우새표낭ll'ii-~고힘이게 j 언사 노래등냥응용역 

에서 낀고 근 융얘으호 안!S'-.j안다 어생이 교싼양으로 까프는 노용요도 '1디으 、*악 

용-".014. "1-끼E얀윤 。 ‘의 ~t 티객인(이을응 이프강 마디-3，산 잉경지역에오 

7 추진다P1- *옹응야지 특잉윤 공유에는데 이는 탕휴 웅융흉”층， M응 인속유 

희(영안쩍 o호익양 경거나흥자걱안내용) 그려끄칙엽(킥소나사앙윤 E샤;h는 

옵악 등올 쪼강전다 상악 <4"1앙의 중요한 9누가 세 가기는응앙jε성U깨" 당한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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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인 둥에rubkl ， 2즘의 프갱야 없는 F드인 능브엠d떼기α.， 당부라{iliπ'"이) 

또근 누다i이 u}o]대.JullIr-i π“00)라고도 영) 그라고 쌍중으cc 안든 공영용응 

갖는 작언악기인 7μI{ghidμ)이다 ('8:브썩은 낭? 용즈꾀의 ”브이\(doml“O냐 아 

프강투르고스연의 "’F해æ~， 와 강은계등의 악기이냐) 각 악기는갱윈 지 

역에서는 9잉 수 없는 산악 지역 ~!유의 특정격~! 얘펴"，"1를 갖는다 이인 앙삭은 

인반걱으도 '\'f'-.f(f이샤 천끼(λ휴) 운영 아'1서는 "1이) 또근 가"' 이COl"κ 7hhl: 
자의응익이해는 2 이)다고'3"1-<딘씨 이는즙강유역 인야하개쓰익근반응계 애우 

긴중지'" ’F유허등 ?각자호킹 4우의 빈언한ι% 둥"야싸 7]3J-사에의 영‘'H5:_ 

선용 등의 득싱응 갖ζ다 이언 특징은 아프간 ~lt:}크산 응。F에 λ 도 나티안다 

l엉~~'1- 엉욕의 '"인이 쓰는 익þ 는 우즈여인의 악 "1 기용서드'-..ió. ν-':t. 이를 

외 악-71~는 단-'f.르”이 or, .!f-J는 (도씬 0) 두다즈6ψll!är.2힌 우lê.)， "닝;가흐기의 

~'Il{rot 써 지르아 ~.(d"'rtar)， 연까'~panitar) 시시나2(slushmι 욕이 ::1 운-" ) 

타틀이m， 얘인의 악가오 꾀끈에 않이 쓰웨 갱dω갱 에호 서는 영쩌에의 한 종유L 

기작"" ι (x.'잉 '" 사토(sa[C 창연악7]) 스루lμUιω~ 경서 판약'7] ， (도 

!’ ;)) 카으나이“π，ι 인악7]) 주프드，'"씨 πα， 용q 깡마려 우즈예의 51..쇠나 

。 q("，mω ,) 같용 익게 나，)걱'm이。m 자L 도야리{doinλ 흑 ιg앙 0) 기아 

각크lc잉"c 용호 원 얘스디에츠J ， 사역영( "，f.씨 양융) 퉁이나 。 슬 아'1을 중어 서 

우스역간이 안 쓰는 끼 응 이프간의 5'_W. 우강9의 호잉 그이고 *앤악기인 영찍효 

이다 

” 키1{，o7f.".(Ko.，h야힌채는?능'""싸4우 ‘중국 WJ-Ol òl'얘싸(’rlW1HI! AiÜIll)에 
있는 썩 도시얘 아가프는 엇닝우이 성뀐 교익 중젠호서 중요상 여얻으 1애써. 
녕{!(õI( UI) 상역다 ~1I:1<)상에이 ι"-Il' ~씨으 ?익 /써 샤싸고 씨 서옥으iι 4-;<'iI "1 

스안 $171 ,'011 키싹딩껴 경써애 잊tlõ- 얘칙‘↑계성냥옥요인노여 앙우M얘 
츠ζ 육용g우우우뼈!'>*，:t)'~이얘.'.'.1 ~，'}염이까 얘핸외 M역오 ‘~"I. 

j 우영tDu=. JII~i'각 잉;;lo1'JI;;，.'/I) ô\"l써까"" ‘씨';;i'il\a~잉에 잉는 현「쩨 
우.응용공어4 여Æ*k '"야악성\tli\) 째 용융즌 ~1~I<lIlU 능뺑인측 

아 거주앤서 '<-'1-" 운션 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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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fr 1)ξS예←써 I.5tEε (쩍 zo입의 7잉 g주지 (앤 3) <"tf시효"" 
X야의 E영 흐 연후지 스쿠에 

이영계 산악 ε써인꾀 명왼 ε，}걱잉익 두 까샤의 은등에서 지역칙으흐 I얘하 스아 

잉파 ε삭 g써릉갓는특갱이 나εμ+715'.한셔 3.:!.4'ξ ""티유"1 ，。 스얘야%"의 

용부지잉어써는나크샤(α”이h 유쟁 또는 }끽의 의0])킥능생악간아가 닝4 에져 

있←t이 。 는 C 시키스ι의 ι던 지역에도 옹새씬다 ~，크시는 예 R 나드μ]ι 건흔 

(αγ1'1>.，_10.씨.) 나드씨아이B내~셔1+mi，，，na) 냐3사이후.5' C(naqsl>.i_khun기 

의 안곡으요 구성의고 냥싱 가%4가 견e식 중에 아객이아 우즈빽어로 노애한다 

칙근에 나크샤는 용의 재건 의에인 듀엽 등1에에서도 언생원" 

'il'이얘 푸르간티유깨기i 기싸E 엉곡동시의 타지기스딴냥부이서는 구추글 

.서 }곡인디스센 'w‘，)이성앵한다 디스안은 2현찬힌약기얀우타링dut:ar) 또 

는 등브릭써'"~。“으; 안주하며 구션 서사A등어씨 +장 인기있고 t요한 유악 

이다 이 서"용악/'% 연앵하는 구루블'1용.(guruglikl 띠아~H드 진운응‘ν내의 헤이 

도야는 9 여 온욕윤 닝는，<1 +루날허용은 흔야”안{ιμι’“이0)파 키혀애기니안 

κarategínia이 두 유아호 '1핀마 

야그노브족응인구는걱지안고'. 소그니아인의”후어이다 그을흔께이응상고 

↑)싹응스」ι얘= tHe ol <;!OJ이얘 츠@띠 연셔의 사아으n드응 ;압，냐 " 
1강쳐 시" <\_1 강주앤 에얘기 얘응에 영애의 우잉γ야1까 써1"안기이e 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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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파 야그노브 장1년 에 거수하고 고유하 용악 잔등농 전숭하고 있아 그는의 성익탁 

과 71~f옥익 가익온 그다지 ~t-}" 는 .냐 그둥이 지승'<:H= 중요한 생각Hfi 표 

는 "f이트ιαit)7} ~ 는에 이는 야그노브α'agnc1，:씨”와 아직아~， 예영다 에야트 

는 우양이징(muharnrrns)， 하보지씨U"07，L) ， 0 ],:' 카깅 잉。이 ""1ζ이 요슈기 

fu이lMi ü>h띠ψ 등 여려 음악 g얘의 모얘'1 잔다 경온 노해는 낭성'f 여성 까앙 

자가 우르는 것이 구，ó-.t!따 여성윤 B 야깅';;c(oorak에0 갱흔응 외한 노개)와 우생 

이τ드를 중용 추3서 노해한다 야그노브속은 iι용 틀흑인 도이래C 얘-a)， 2현 간전약f 

7 안 누타극(ò 찌 욕이 %응 하언약'1인 응브킥써 miliαι)융 연주앤다 야그'>---ll 

흑의 융악은 흑우 U 얘'1스"I'~ 유악의 양삭적 "깅생융 형성~}는 역양응 한아 

2) λν-1u←좀(‘1=…mqc‘m) 

우즈액 이씨띤 이스에크 랴;<}~-1".(Is'haq RajJOOv, 1927-198기 는 샤세”녕아 이 

비 l얘기에 영싱끽었에E 주장~아 샤시아증에 대한 7냉 오해원 기록온 푸하다 

양국의 니셔증라 간{N""얘1Jllah Khan, 1826----186이 쩌외 샤7깨 언찬잉 λν1아콩 시 

잉등각 성깅인 δμt""-(OOy:>7써써 >>응 수 있다 시씨b콩 조극응 "이장에u，-azlIad 

nα씨，m' 애기써 e거애서 양당갱는ιι “ "써끼 부 'f라양콕에 특갱 유，l1J-;가 존깨 

했다 이 윤.'4.의 양 ‘ 앤 'f우라샤 나증 아드딩 카%↑써 우하마Mawlana Na;m 

ad-Dim Iι-"，1mb; 13<“”“띠 H‘-31)는 예이아cl드 앙쪼 시기의 샤인야 자 궁웅응악샤 

도서 페르시아←"Jzl이포 쓴 ，~，악야 껴웅애 새오운 아잉 이흔응 장사었'f 그의 이 

흔은 ~f~!-""-~} 이란의 응각까히얘 영양응 ~Hl"-l τ의 후계자얀 니3극위쥐 '?l:i!] 장 

71(DaJ얘. 씨 '"'찌Q는 "ι 기 ‘sκν-] 17셔 기 초에 부 *'애서 용용한 궁중응악 

기]-01;자 익씨이사 λ1인이았냐 그는 역시액으호중요정 에E시아E임이，iil. ~ 응q에 

흔‘1등 저숭갱 } 

”세'1 명에서 '" 년대까지 샤"'1"녕의 중성지~. J옹히각 궁<6'이있는에 /ν1걱 

까약에~>:Illl'" "써생아야 

” ‘'1--，"-~-tY，8"써여는싸 Iι %야 야그노흐 깨흔1 져유는 。Jι즉의 ‘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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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포늠 부~I이르 'LI{Muzafi"ar Kha띠 ,&<• 18S5) 。찍드 간α낭αd Khm, 1885 

1910) 앙연 '&Alim Khan, 1910- 19∞) 제위 기강"'었다 이 시기에 응-9.f"'}파 샤시 

아콩에 안영 소개 와 대중λ아안 아니라 이-<>'þ!.õ 잉이 딩간의었는찌1 ， 이을은 F혀} 

랴어g 쓰여*11， 사에"1등파 그 영주치$ 도시시외의 지식인층 사에에사도 녕각 

성앵~4. 19-세기 얀 \，_1커 lιω년대 }지 λμ'1"\'증의 숭요한 연주샤요는 요타 X냉 

'=Jιh이 ，~’-1928) 요타 기요스j= ，써 æ 뻐，~← 1927}， ~뻐 보보헨 a서 

-ι 1873--19，ω 도유라 영띤'''''"'ι Kh，11m， 1878-1940), 호지 앙늙}λ 즈 

이냥요~(H(게 Aψd，，107;' &.잉lov， 1852-1936) 용이다 여섯 "r깎은 R용 우즈륙 

(00ι"'ι""트fu，찌 냐"Kι".，，j 두，;>Kdugah) 세7\{scgah) 。이3 띠 ql'" 구성 

잉다 부즈복옹 고대 쩌l~시。싸Nl 요￡료그11=쩌 .=l.cJ-'라는 의이)의 연영어。" 

냐어지 디젓 냉갱응 에프시아 간''$- 01싹Z“ιι 조성)의 영칭이기도 하다 이섯 아 

강은 씨부격으로는 연 F가 g ’1얀 /낸씌으g 웅연한 내혀구호등?냉고 우즈엑까 
냐꺼 각영이 용재얀다 각각의 아캉옹 기약→， 시끼뻐서 얘우 긴 71~유의 생악 

우요 구성딩다 천싼부는 우시킬5' t(mι.，hk1l0<， 어려ε이'1는 의애라고 하이 후 

킹，~는 니스으(ι~， 노랫얀'"근 의"1써고 히τl니1 션센부는 ~다} 우씩깅g트는 

다V-ol.-]""(L'lSfliÛ 다으저 η~e) 가F 운"，，00서 우영uιιmuk!mmma，) 사잉~씨 

의 디냉 야강으포 구생딩다 가르f융 채외진 ι든 악장응 재영우깅l 바‘구이 

0=:.ι이와연주인 하-l.-f{kha"" 릇양정이이R는의이)호구성잉흔;와같은형식으 

ζ 쳐었아 가 즈둥응 카르냐효얀 이추어진다 〈보헤 n응 우강 뿌즈욱의 띠낭L 프 

악장의 첫어E 에 ε.""，，'허R는 두 가니아 "IZT 의 사에。 '1 

연대의 아킹에1 씨 니스g(-"o애 쭈용’ 연앵응 t수의 싱의þl가 께강으호 노얘하l 

71~t'잉약가 얘으는예 기악우ξ 이세한 땅식응 $}7]~는 하시안 기용적으요근 제주 선 

융5'. '<.~-ñ다 '1느흐의 내뿌 구ε는 혹강치대 '"' 중요한 부g은 슈")(‘>"00 

가지 샤는 의애아고 강다 슈아의 것 우앙응 옥득안션융오 '"어 있TI 니에끼 부옹 

(주E 세 쭈용)은 고정잉 용우h용 &흔."1 슈δ}의 것 '.운t 에 곡의 깅 >，깨I~ 구성 

‘1 는1네이;시아흐야르ι，."，khhι) 당<'…alqin) 니스프(""")， -1싸 ζ("far: 이다 

아t 약 노애인 우역으는 용 g 등으호 외어 었다 이양께 증요한 }ι얘을 샤이에 6곡 

의 가냉고 영은 노<Il'<l 아호나(잉rona)7! 상F깅딩q， 나로냐는 에르샤아고전 시가의 



2갱 용깅원'"잉 

(쩍 U"빙우쩔디뼈익정 

f…"，잉 

옥상얀 악"R~'" 원 것이 아냐고 인속 시'.의 E 능으로 잉 것이다 이어지는 두 

언째 슈6는 CJ-섯 τf의 노얘오 구성되는<ìl， "H는 샤우드 (saMj 당킨‘'K~Jqι‘ru} 

카쉬카ß<~이ashqar<“L 사키나Dl{saqinama) 우펴k~(이ψ)이닥 우 앤째 슈닝써는 

나호.1-l-7f 없다 주재우7↑ 소깨되연 각 곡응 용일한 .융이지안 노g 되 는 시의 혼융 

에 맞게 다흔 아등구조호 이이친다 기용걱아 구죠← 샤우드는 15l!!(.μμ~" 당 

O{N는 1까"‘” 사기나"H=- IC껴K5+5l， ~~_"IT<논 1갱↓K'i+5+3 이다 슈애콕의에 

오*~익 .1깅헤는옥영격간 운응이 g쩌하'1 …§밍예 아언경우。 는 대깨 그때 

펴토랴애 연셔한 션응용 간든 유영한 #주자의 이등이 올여 X 게 굉다 

혹"'~ 응아요소가 추요한 노얘의 구죠걱 혀대등 새운다 이킹1 노얘는 네 가지 

중요전 9쇼가 있는애 각각은 연쟁의 ." 욕연파 안\:1'이 있다 두 가지는 '1유씌 

요끼는，"1" 하나는운윤이고(슈잉r익 후안￥에서 우드역지제 나티'PI안얘 악장애 

우 중요한요소이내 어쓴 하냐는우승{ •• 이 ;，p，는 고영'"영)인예 。1는노얘익 시 

#구1늬 끝?찌 영정S 제 영어인으로연 F원다 이응우 ι 등혀 요소τ 서g 완연잉 

깃이다 다.' 우 요소는 깐융쩍 요소3아 구죠써 요소이다 선융척 요소는 각 。써익 

용융둥한 홍예형(arch) 션을형으효 영하엄는 경양~l데 이는 노래 시싹운운ι"B=

증경부운에 이~，언 i 정~(， 에 。 는"' 이언 '1온각인 선응?정은 새호운 응조흩 

연주g는기악간5똥옹에 의해 나티μ!는영끼펙잉상쟁응역 ""하앵응역으호인 



연홉익응익， ,‘i 

에 게당삭 션융형으，，"칙난다 또δQ를 <6"Jt장 서용 석 .fl3::~는 *'의 아영이'1 각 

각의 익장 4꺼μ1 이중이λ 는 거대한 조성적 용져이다 '1부드~namud)라는 와예잉 

선융패턴이 조성 영칭애 의얘 규쟁의I 주어진 이이심의 션융구i에 투영연다 니우 

드는종용이우에3ω)라는 경갱부에 나약나기도한l (보헤"는(우4 에 이객의) 

아우드아 니h바(ruunud-i n‘r시? 데 이는 아강이 냐fl!)(maψm-; ruw끼)의 λI4~A 

으úarokhbar) 익앙 도엽쭈에서 나i싸코 이외에도 아칸이 아스드(maq.m.i"씨)의 

슈애 shuoo)의 나우 주즈이 λ.~~I<ru，"ruz-i 찌hι) 그융 "1컨이 세기 (ma~am-i 

앗jlah)의 시라칭아흐.('"' ι"'"'이 당킨 。1 냐스f이alqin‘ nas,), 우역으 ωfor) ， 그러 

고 "1잉에 나ll}{""，qam.i nav:ú의 다생간슈"){shωr이써 1도 나싹난다 (보히 잉와 

강ξ 나우드는나양한바건 이등액역K<l"J한고영융 3εη히H는)어셔 냐티니논에 이 

는새표웃 특정융갖는다 

(얘 낀 (~ 어잉 니우의 L에’-~어j 엔쩍 

증앙아 아의유잉얻기보껴제는샤 마띤이1、이σωq씨융 기보하기응얘 "1훗 



2‘’ e 'IJ:;:<>r "f3'잉 

ε'm4. 이것응 ~히증00ι)Iczmian) 기.>l영인셰 이는 미강앙상용의 주잉융융 연 

주하는악기인 얀추르(η이"，，，)를위한얘응헤쳐 ι이…urc)")표서 *어 씨 liv:，j의 잉안 

우.$}아느 하엔 칸 2세O써α"m이 Rahim.Kh.ι 186.é← j이 를 아얘 ", 즈 이르지아 

쉬 가인(Kaα Mjr.alxclliιια비， )앙9종)이 안는것이다 샤사g종 션 곡셔 이 기깅 

서}제흐 7l!ι되었는에 이는프옛응 기보하기 위헤 가ζζ 킹 격자오잉혀 션파 션윤 

진앵응 기j꺼jν1 위해 새으오 연경경 선 그ecι ZJ-4 2J 응{'"용ro융 언수하는 오 

흔슨 주업용 3호사럭논 쟁으호 구생쟁 것이다 대재 원 려등은 우슬 고형으료 요기원 

아 ”↓피의j λ↓ "h"，'약 이안 이~I~r이찬 ε{기 아양국가 등 주연국등의 고갱유 

악파의 젠’”’} 영상 갱도정명의었L 카슈이'5，7) ，ρ셰비냐 육인도 라가"익 간정성 

에 얘애서도규영되엉다 

소에어 ξ 기간에 λ}애까얀연주는대규오손μμ츠영얘호획대의었다 샤샤b덩응 

라디" 핑에 01 정 ff，양으，，"， 교유"판풍의 국가기싼% 으해 영VF되었다 이을 기판 

응 타지키스탄킥 수도인 두쟁에애 정중피었다 !"E'þ'l;> 스앙 t~푸 보샤엔 후칙으에 

는 야강 〈란의 독특한 X 역꺼용이 ξ!v되고 있다j(지도 " 강죄 

2 서양음악의 영향 

" 요페라1 발헤1 오케스트라옹악， 실내응악 

'1시아의 'fr'혁영(1917) 이후 ι비에드 재국이 건 응i깨~~ 소피에브 사펴 

주의상회녁이 소"'-1익 국경 내에 건깅외연서 유펑 블f대삭 융익써 쇼개의@나 

;wα년대에 작곡응 외한 낀운교욕슨 영샤 우，~깨기스，"'임직 자지i'~굿은 1924 

“ ‘”응써Uνlill=)'는 기에의 영용으회 아껴 영추영 § 쐐기;-_"- ::l연 것이다 우이나 
끽끽 잉껴-".(-Ft4>!ν} ‘’아서쇠 영종a 다 

" 가쉐 1또는에시이얀히짜깐애서욕융양씌 딩썩 잉는계용잉여 언얘는또 

ι'" 갱 생영='"W~ 훈생j 역이다 얘앙우끼나이르든?영싸느쩌프는파 
7 스켠영에 슨하9， ‘'1=1<'1'인연 앙4영으i 냐잉씨악 



=흐드의 응약 e … 
""년에근 우Z에키스잉씌 일￥었얘익 수，였던 사 j닝가드와 부하익써 성영원 

，익'"셔 '1누껴 ~'l 이등 대따샤#셔 려샤。}응。1>'잉 리스토싸';2뜨(，\. List어져Ò~， 

와 이표노E.(N 、-~，는 조기의 고Lλν'q야 192< 년에 타지키스안의 수q인 우산 

이에 드라，，' 단 약 옹(각 양생동!iUι각잉 "워 국영 극옹익담갱이 셜잉의연서 오에 

i!l 영해 오쩌스드라용Çl 신얘용익에 소씨의엉이t 타격 용。'1-7 끝이 타각 각R가웅 

영"" 의 희원이 되잉고두..ÃJ'~ 에는잉옹 6악악교와용악기강이셜링의었다 대 

요혀인 시해g인록아" 오꺼스으i!j-， 5>.~f{roI:에1 명인 양상웅 인욕푸용 ↑J요 앙상 

용 아이프 인측응악 앙상응 그익코 어에이 앙상응 웅으효 구성깅 윤악 양애에1 

Ü93'H937 약 다셔 녕하R니61\1937-1잉끼릉 을 수 잉다 

러시아작옥가 쿄샤 안에 예?녕은씨흐운스타인의 t‘외 <악형성에으H칙으 

E 창여었다 티격의 민쪽 층지인 사이르이 융이 용이K융인 -""，재)융양용'\"， 씨극 

?엔 방g씨1.-]'tl(S. Bab 아 α)파우바흐‘ ，~씨O는 극각P↑인 사이드우라오프.(S 

>.ai<.lrrro"셔~，와함께 응"-1극인 〈용g ι1"))응 장직영다 앤리 }냐'1:!응 λ 잉인 에 

3εε'1 t:A Dekho!y)~} 추으순즈。써(‘f. 11"，씨nZ-<lçι)지} 너용이 칫 언찌 니애 ~~ß라 

인 이보세의 혁명N∞~ ιr 、rose))용 션보였는<1， 이 직- 티역의 전용에*"'t 새 

호운 응익 .. 식융 정잉한 것이었다 잉ε 티씩 융악기능이 허사이이서 용4‘:9!i，예 

긍호강도프IA~ωlo&>ndovl 티아오프“i. Tairov) 후라ι에표.(8. TlJrayev) 동융 능 

수 었다 ”‘ 1년에 ι스3'μμf 연ξ! 타적 예을의 "잉간의 축씨인 서η，다 

(lkkada)에 는 새.>!.-& .~애리앤 〈대상강이 ~-애Kumelz κι~ 쭈~티씨 

ιι，"') 대옹 항4시니안 보"강"'--'"ε(Sh. &>bcψ"lonov) 용에 헛 * 쩌 ~}<애 

앙에얀 (우 *이 장-U](DLl guL', 앤스7](ι k.1γ) 요9↓ 냐에애프(M. Rabi,,,,.) 대 

용) 등의 시앙이 꽁연외있나 제~"I λ 제대전 와중에 응-"-m-f，-은 천쟁A 'l1현잉 정 

쩌격~! 작g융 상4댔는1ι 갈아애나얀 샤에Lν s ν “;d;) 작극의 f，악E이디인 

〈오 o){Rozb., 1942)) 안라샤니얀 작옥의 용악극 (，~노의 ，때(Pes.-.ya gneva)) 

그리" 보.!it~5':노프， 산혀예""W sa씨ι，v)， 샤히니”이ahk!i\ 용이 칙극한 양응 대; 

잉 생1스안응쐐 8에서논，，-ι t。이)\0，，， 써 이%~I~경 !우싹딩비 융 

~야 f엠 ’~O\， ’'1213'ι，~'i" 세얘음아씨 찌 l Sl-21Y'f 1),,-



'" 용잉g약，.ιg 

가요 용응 5수 았다 천생 중에 -}a피a 나 ro가두S에호 "'l'd-응 왔는대 이로 인해 

재호08.- 티에 옹-'>/01 ~'>! __ "f는 끼 '1까 되었다 '" 년얘 두"얘얘 응4써익에 성녕되 

섭다 ，，，，년에논껴씨으 인lf..냉야앙상응이 상<1앤ζ 우지융프(P. lRal 찌 으호콜에 

3.(1\ ProdC'n!ιj 중에 의해 조까되m고 아 훗 을신의 야디쇼얘α'}{S. B" κι야，~j 

~호일:tl~ 프íG. CU:α@바"j 후，5<' .. 야르얘」염Eι:;. l<1uωk’애~，ι，j 동응，，0，'11% 성 

。，þ↑ } 되었디↓ 

?벼4μw의 양 인 〈아‘깅리'1 이스헌υily and ψjnun ， 194η〉은 소련연냉의 

;:'7)격인상용 e강고 엉아오도저야의었다 잊잊 타격 ~7r을파용익'j응e 고유 

한스타경용 재일~-는'1， 샤호보프Ü'_ Slmklι~씨 A에시" ι 띠 샤얘보프β-， 

Slh;!:l(W) 퉁끽 노쩌아 ，'"응등수 있냐 또다5응악기는 새호응장ζ를깨척었는 

대 사브자노으.IY. ~μ，，=α~v) 아‘"'，공(D ι“'UIKα) λf-ö]"l이 ν~(，sι 

s~yfi“ dinov) 풍의 갯 언애 이"익 현악’중주 젠스에A. I.enti써) 샤브자노프 응야 정 

아파 오케스드e 띔 위한 소나타 퉁올 등 수 있다 

”이년대후언에 깅동유악영‘인 사에"1용이 샤호보프 샤히보프 와이용"애프 

(ß. F.• z ι C서，<，당스카(U. Rodιù，;].o，') 퉁셰 의해 기보되었다 '''''년대 ” 는 서영 
한 학X멘 얘르밍스""""ι)와 생야예프(V.M ß이"'δι" 셔lRg 쓴 3권익 약 

ι" 오스크이에서 융ιf되었'1 연재는 이즉얘 기주~K드 프아노 아쇼효-"HBrano 

1，hhokoval는샤시"~양훈야의 의고의 기수흐 양이닥 긍호양에(G 。이~샤d 앙 

랴에프“ μaycv) 쇼을호프이 Sho따b이 흥은 7냉 'Ij<>l'd- 기약 ?유자ζ 양낀다 

'''"년때까지 티지키스안에는유영한전'!h~.악단껴가 없있냐 1962\:'!에 첫 언에 

/앙아가악앙앙옹이 사킥포")(L. Sh.ripov-~)증강측으표결싱익m다 196-1 'il에는 유 

영한용악잉J--'J#인 ~~F(Guψa 이 샤아J'."H를강폭 우"인(ι.1 Mur:avi" 은 각곡 

기로경성'1잉다{J%6년에 강농이 오이~(O. Orif<히로야쩌있애 현얘 ~71의고 

대양기의 영얀이 나자중요φ N，zarov)가 "1르조쇼에프(M M;<"lU<!K>yeVJ,O' 것이에 

E프fI ， 7 •• 싸씨1씨 궁릉1야에아오프(1\ G, ilurnkmiOOrov) 일려야에으-0r. I1ivave") 

중파 견생한용악단써인 당허10어π)가 "기 년 이후 얀기릉 영였고 국세석으오 녕혀 

앙혀졌다 아직 대;가요가 i딸'"여 ~(H. A↑x>c띠''''시 오니나에프" ∞ιι “) 

두스트우히애도잉[)， DuSlπ써 -1 야한}예프(1<. Yahyayev) 증호cl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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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싸rl' 야호으(P BaI이~， 야도고김YA y，씨I.<:orov) 증때가~Z. 7.ulflkuo\'l 

이든샤"으 Z ‘1α.habr)，나자g프(D. Na=띠"동에의해쓰이졌다 이워대증가 

요7 의 유영장 7닝二e는 나.，에lI\{M. N이1Lyeva， 1~、η-M 영아흥Sζ에ψι 

~'lli야씨~ 현재는미국에 거주) 상효예"'(1( Sh.1lo)'1.'이 j 야예프 [• Ziyayι이 

예그까토프.(ß. t>lell'κ OV), .;0]객노l써1i. ShirinO\"') 나자호으 응이 었4 

'9깨녕얘와 '900년대의 사회주의 리영.증씌 운에칙 얘영에3ιg구외~ 완전히 

새i운 영ε 의 e익f아 바，~ H(F. U，k‘〉이 시회τ1(T， Sαtudi) 이g샤카르" 

얘t3hakar) 이에도프{U， l\-\:l=d<w) 양액산드도프/λ 사ι αlMW' 흥，디'" 

nιιC， 찍고야드.(IJ. P;j’~씨 용에 의해 。<1.01낭~r. 이언 써호운 ‘t--%i응 용양의 예깅션 

용웅 치양한 까F약7}-l긍인 "여프지예bκ 닝 jj""cIe) 을펙토μ\{I.. Pula=) 니。Þl(H. 

Niya?i) 투ε써(P， Turabi) ‘FE스노고.(P. Tl빼~) ‘';，-<1-'>-:.三UK. 1\w α"'l， W /lI‘t 
""잉，v:a)， 히크w，도프(K Ktukontov) 시노R프<<9ι"~샤 유슈포으l' 、l씨=， 동 

파 9371니스트인 이씨쪼프α A끼p 아 딩늠씨드조째0， ιlrumt-7..odil 그g 고 에 

아L 스드인 연형에흐3λ Fio'ι'oc영， *)5'.'인((D， _ι=이 。1노야ζ'-"}{G 

Iκ'"νιι치 오종호프，~， 。에서 요에도，'，‘ Wó。이 동에 의해 수'5'..-"써 ';00년대 

후션}에 갱갱;Î' 01루1lc:J: 1'170"년대 후얀우터 'Wl)닌대 5ιt써 있었던 티직 역λt 운 

i다 ιj녁전용 종.ii! '에 대한푸용f용옹타지?스안응악훈이에 얘우중요한 역영옥 

하기 시작얘q . .5'，:ε 층외의 딘종전동응 외상i껴기 에엉 다양한 시v， 。 우어컸1 

인족악기등 λ냉안 오케스E아 작용이 앙직되었아 。1언 예< 오디나혜으” 

Odi"，，\~ 의 〈영양3D'，ι ψ ， , 샤i히내r. St-clω0의 C오P)으 딩L앙익 우깅\'>t'" 

(Ruhtyat cf On .. r Kk’om)' 애으오시포프.(lJ， τχtζtπw，의 영에 〈간의 전셜 

(l.engend of ).louIlla;n,)). W내ι프'^ 앙αmOOw서 λF 피""프(S!l. SoyfL'ι_l 

두스흐우하에도프w、，-이iι""'"샤 응이 쓴 에으λFμI깨 고션、 여에 용인 노얘 응 

용을수있다 

2) 씩근의 땅션과 융악기완 

19'>'년 욕엮 。I~ .용 유양하 타직 、Q익"7!-， 7\-4' 객탁기}가 용앙정한 정끼 상땅， 



… ~..r응익!얘 
퇴보하F는 운회P적 견앙7 직영석 고겁 상의웅.'사 심엉얘안퉁의 이유g 。인융가 

기 샤괴"'다 응익7 을온 야0λ~ "1'앙정끼리~ 새오" 국면에 대 @하7]7↑ "" 어 

리웠을 것이다 이져에는거의 R등용악가， 71+, 직타가는궁?써 의해 고용혀있 

다 연대 타지키스탄애는 새호f 프호Zιi을 수앵칙}기 외한 채갱2예 지원이] 강용하 

기에 씨효웃 잔여응 용수b 얘 어연웅응 꺼는다 

”’6년"일 운피정보부는유엔 방전E호그g익 후원으포 i덩야 예승 운’니응 외 

얀 m잉 강의 축재~! C~}f디(Dekadu)i릉우S쩌와 >31-1등용지빙)-01]"1 깨최9l'l 이 앵 

샤에 증언한 유명한 '" 응악가호는 암울리에으:0. A얘씨”ι이 lfW~"".ιA 

Kamalm') 송g 여프 F. Soli}'e'시 니색ζl↑아도프'" l-;η"'ffi시m 이) 이에랴에티안 

(J;. Af<"peti 이 등의 삭P;';'-t， 보도등오표 ̂ ~야;w). '1-써 호νK ι K.~biIα써 

이을각노"k" ι!avlano\'잉0 사브깅리。‘새 :) S:ili7:3l“",,1, 이"자a프ι~ιι，þ끼 

;의 오에라 7rT', ~1;l.7 에 "kι ""‘’“0 예인ζtlj{T. Paz;k‘아7 우호도프(D 

b씨mι씨 M ‘!l;txM1). u}:호두.~띤M. I3akhcιι잉” 냐자으도도"}N 

N.zaru어σm) 에ξ H 써?이 용의 인요 개F융 등 수 있다 

"’O\!대F터 J>}\'I{P:aram)파 용은 에앙삭꺼인 인가 그응이 타칙 에웅제에 퉁장 

혔다 최근의 공역 S셰응악기t으호는우생애에 잉는 。]이'--!tA. AiJl시기녕 오에랴 

잉해 }갱(1S>10년 설딩L 후신느 호흐그 클야브 가니까드 난 &지에 성링잉 국 g 
응ι암극장 타끽 직R7}웅엔w%녕 성업) 두산에에 있는 티때 갱아요L 。 ν.，~

연) 오양 영인 양상흩{1<)10년J ， 상호니 요께 스트"1<1%5--95). 71-'우 양성용 새 단채 

영익이중유깐'"π←0;) 인즉야기을 위한 국영".까오 오케스트라 ̂Þ'-I"kI- 영인 앙 

앙당{''''→" 궁얀대숭응악앙씬응(''^→” 이건이 양상단(198-''"91) 운~)부의 

에슬킥(J94!J'"91)， 티태파악영의 엌샤연구소상야의 운i꺼숭국(1?58년성립) 투ξ 

〈는샤애(，\1. 1Ílrs\lIl-Zι" 기녕 예승앤1973넌) 웅악대"f 응"~셔교 샤히디" 

‘ lahidi) 71녕 응익운화 야올완 인즉악기용 외한 우즈인즈 익tfu싼 퉁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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