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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料〉

慶政下 定期刊行物 所:tE

國樂關係記事 (6) 

東洋音樂맑究所 資料室

@ 텀 次

〈朝 光〉

現代中國의 民倚學..........•............................................................................ 차오 • 웨 이 팡 

(閔泳珪 譯)

@ 얼러투기 

• 이 글은 慶政下에 서 刊行된 定期刊行物(신문 • 잡지 )에 수록된 國樂빼係記훌의 轉載 六回分

이다. 

• 이벤 輯에서는 月궤誌 「朝光」을 대상으로 했다. 

• 韓載에 있어 본래의 철자법파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 ["朝光J ， 서올 : 청성조팡， 19f:6(영인본， 서울학연사). 





現代中國의 民洛學

차요·웨이팡 

閔 泳 珪譯

§톨훨의 前륨. 近時北京輔仁大學A類學博勳館에 

선 새로운 “Folkelrve Studies"의創刊을보았다. 

故시 로코고로프敎授의 遺簡 r中國의 A種學的考

究」를卷頭로하여 13敎授의技箕信{때에 關한論考， 

]. 티일民의 山東省-→帶Æ神治標f감信에뼈한調좁. 

錢敎授의 「流行病과護符에 關한論鎬 本誌의 초후’者 

인 M. 에더어敎授의 雲南짧1+1地方의 佛혔(說듭폼에 
關한調흉…等等 諸敎授들의 苦心7L作을 收輯하여 

四六倍版의 향堂한 體꿨릎。l 'ij 서 있 다. 모L다英文 

과獨文으로根載되어있다. 생각하면， 事變以來로 

中國의 史學界는다른모든學術界와 마찬가지 로거 이 

停息狀顧에 빠저 , 一時的盛況을보이 는諸짧究所며 

學會의報告出版物을 거이볼수없게된지. 오래였는 

데， 이벤에 創刊펀同誌는 如上의意、味로보드라도 

-層의 關心을갖게하는것이다. 就中여기에譯出하 

려 는 g民의 論觸는 近代中國의 民倚學界가밟어 온 

過去業積율 詳述한點， 斯學界의消息、을알기에 緊

흥§할뿐더러， 이것을 朝光紙를벨려서 紹介하는것 

도 한意靈가있을가생각하였기때문이다. 삼가民f상 

學誌의 創刊에 對해 서 敬흉을表하는바다. 

(四月 十六 a. 東京)

思想的 背景

中國의民{'â-이 처음으로 科學的%究의對象이되 

기는 國立北京大學에서이다. 官學에依存한 中國

民%의 調흉Itf究經過여 그終幕을 理解하자면， 먼 

저 그들이 出發하든當時의 精神的源흉을 알어 야합 

뿐만아니라， 그들이 갖고있은 諸缺1집이며 失敗原

因을具知하여두는것이 必要하다. 

民國政府가 樹立되 면서 數年間， 所謂新文化遭

動이라는것이라는것이， 胡適， 陳獨秀， 錢玄同，

周作À. 劉復 等 國立北京大學의 數三敎授들로依 

해서 提唱되 었다， 그것은 곧 新文擊觀을 어 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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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후하고 引導해가렀든가를 알리협해서 胡適이지 

은 「中國의 文鐘復興」에 이 新文化運動의 性質올定 

옳한句節이있기에 이것을 引用키로한다. r첫째로 

그것은 古來의 古典的文蠻를버 리 고 民間에 산듬 

語에 서 新文醫를버 리고民間에 산름語에 서 新文훌 

률建設하자는自뿔運動이었고， 둘째로 그것은 古

來의傳統文化가가진 모든觀念이나制度에對한自뿔 

的抗租， 다시말하면옳勢力의질고부터個個男女의 

自뿔的해 방을표방한운동이 었다. 그것은理性對傳 

統， 자유對권위 , 그리 고 삶의 榮光과A類의 價f直에 

對한빼壓에對해서이르켜진運動이었다. 끝으로 그 

것은 새로운史的批判이 며 맑究方法으로 過去文化

윤 찾어보고자하는사람들로依해서. ;;:1導되든것인 

더1]， 이러한意味에서본다면， 그것은또한 一種의 

휴마니스트運動이었다고도 볼수있는것이다. 

이運動의 혁신案中엔 두가지願著한主線이보이 

니 , 곧 新文藝를創造하는것이 고， 社會개 조와함께 

個個자유의 특권을 彈調한點이 다. 이運動은實로民 

i짝맑究의母體가되었다. 아들이母體에게서보는바 

보다 그렇게크게 다름을期待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 

로 우리의樓遇로볼지라도 그버發期에있어서 母子

는寶로相類一體의모습을가지고있었다. 國立北京

大學에서始作된民倚맑究事業은 먼저中國民諸의調 

훌案으로부터 發端되 었다. 이 事業의 開紹者들은 一

九-八年에 E한議의徵集을始作했고， 두해가지난뒤 

에 「歌諸%究會」를組織했고， 이어서一九二二年에 

「歌讀週刊」을 創刊하였 다. 

週刊創刊觀에 실은 編輯者의 發刊굶는 그趣릅와 

目的융 明示하여 同A들에게많은感銘을주었다. 

「民議徵集의 目的엔 두가지가있다. 學術的인것과， 

文藝的인것과이다. 우리는믿는바어니와， 民f강의 

調좁없究는 現中國에 가장必훨한일이다. 그럼에 

도不狗하고 아즉 한사람의學者도 이에關해서注意 

플주어본이가없다. 그려므로制限원小數同A들의 

힘이나아， 才力과誠意와努力을다해서 이에澈身찮 

￡면아니된다. 적으나마 우리는 當事者들에게 有

形的援助을아끼지않어야할것이고， 그밖에一般A 

의關心을 이에이끌것게努力해야할것이다. 이제우 

리 는 全國의 民諸를專門맑究의 方途에 灌해서 徵集하 

고印빼에부치고자한다. 이것이 곧우리의最初目的 

이다. 이들資料에서 우리는다시文學批判의빛에비 

취 서 그中에 優秀한者를 精選하여 國民歌諸選올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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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틀코자한다. 기도 • 벼다-헤는말한다. r民짧에. 

훌하여 該民族혀1Ir感우에셔셔 비로서새로운民族 

홉는提供펀다」라고. 그러므로 이 事業은 한민족 

안애 감춰저있는벚올짧明해줄뿐만아니라 또한 民

族홉혜 發展융~握시 켜 주는것도되 는것이 다. J 
新文化훌動의 提起者풀의 主톱에 초차셔 民짧의 

jf~調훌는 언저 文훌用홉홈외 뿔新을옳한 그像本 

융 췄成하잖으면아니되었다. 그들은 中國의古語 

란 이 "'1死題로化하고國民의산思想、이며 感￥륭융表 

現키가 不可龍한것인것을 功.하게느꼈다. 그들 

은 現在이따에사는園民의 산를짧인 自歸외使用융 

바랬 다. 그래 서 , 그율은 常用諸로쩍 힌小說올 가 

창아륨다운文章으로보았고， 民護l톨툴보기 를 가장 

自然스런聽라하였다. 이플先進者들의뼈에서볼째 

民f~1iIf究란 其.은 斯學과는 빼係가없는 目的을完 

成코자한 한가지手段에不過하였든것이다. 다시말 

하변， 갈바플잃은 民族詩의體願에 새生뼈을 짧來 

하자든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方面에서民洛%究에便 

來하든 當훌者들間에있애서도 亦是그러하였다. 

一九二三年에 國立北京大學의 數한條 目으로보아서 

홉明되 듯이 , 民洛의 調흉líIf究룰 社會개 혁 의 目的으 

로戰起한것 이 다. 그플은 全國民의 社會狀않을알고 

자하였마. 그리 고 그을의 努力이 훌來思想이 며 그 

勢力에對抗하는 反立임을彈調하고， 新文化運動의 

諸般趣勢에 合致시 켰갔다. 

一般으로， 如上의 文훌훌혁신案들中엔民倚맑究에 

從事한이들에게서 힘입은것이많다. 社會에빼한諸 

間題는 社會料훌中에서 도 特珠한典型플로 移動해 

갔다. 一九二六年에 國:ll~t京*훌의 民f씁맑究活 

1動은 停止되 었으나， 同事業은 -九三五年에 다시 

復活하였다. 이때엔이이 民倚學맑究라는것이 文

學的텀的올첨해서達成해야할것이라든가， 또는社 

會개혁의 한手段이라든가하는討論이나홉짧는없게 

되었다. 文學的흙點이勝利한것이다. 當時中國의 

民族學的活動에 對해 서 냥겨 진記錄을參照한다면， 

胡適이 一九三六年에 歌諸週刊의 復刊에 當해 서 執筆

한것이었는데， 이렇게 척혀있다 

「民諸룰散集하고 保存하는 그遠大한 텀 的은， 

筆者는생 각하거 니 와， 中園文훌界를 據充시 키 고 

新文훌의標本율益加시키는데있다詩經三百 

篇의톨輯이남겨준深遺한影톨은 그것으로써 中國

文學융攻홈했든것은꺼說， 상기 지 금의 우리 들도亦 

是 中國古代史의淵農으로써利用할수있는데있는것 

이 다. 中國歌讓史上에 버 춰 보건대 , 新詩體한桓常 

中國民쨌에게서온것들이었다.詩經의처음部分，즉 

團風은홉홉國의 f~諸를包括한갯이 고， 둘째 部分， 즉小 

雅의大部分은周室의持簡短詩를모은것인데， 이들 

은모다 當時의 民諸들융 採集한것들이 다‘ 周體詩의 

九歌라는것은亦是 民쨌의노래 부터始作된것이고， 

歷代 樂府， 특漢鏡六朝代 宮廷樂府의歌調， 또는 

宋代의 ff↑育詩(휩)， 元代雜뼈아 라는것들도 亦是그 

러 하여 서 , 그틀은모다中國文醫史上에 서劃期的짧 

體를만들어주었든것이다. 이제 우리의新文學， 特

히新詩는 !f.한새로운詩體가 必훌케되었는데， 거 

기 엔 두가지 典型의 홈챙이 있다. 하나는 外國文學

에서 發見해야할것이고， 또하냐는 이냐라의民議 

에서奭見해야할것이다우리는믿거니와， 가 

장 아폼다운民諸란同時에 熟練펀技術과 아홈다운 

音調플 갖춘것이어서， 수월하고 귀여운말씨휩이 

賣로適作이 라할것이 다. 오늘날의 新詩는 모름직 이 

그물로써模範올 심어야할것이다. J 
우에 서 봐온바， 中國의 民倚學이 起源케 펀 新文훌훌 

觀이며社會홉을 말하였는데， 애초에斯學의科學的 

%究의出發點이 不適合하였든것은明白한힐이다. 

批判되 어 야할第→훨點은民倚의 調흉liIf究를提P昌하 

든이 플中에 한사람도 民(~學이 라는것의 性質이 나 

原理 또는 맑究方法에협해서全혀 아지못하였었다 

는것이다. 그들의類同語鍵定이란專業융말하면 마 

치 A種學융 rA種機械學」의 水揮으로低下시 켰다고 

非雖올받고있는 어떤A種學敎室에비유될일이다. 

輪， 누구나가 대뜸으로 바른길을 찾어 간다는것은 

쉬운일이아니다. 歐羅모의어l로보드라도亦是， 오 

늘에보는바와같은比較的높은水遭올보게되기까지 

其間에짧解와 偏在生을除去하기 에 數十年이 必흉흉하 

여왔든것이다. 그래서， 유스투스 • 봐-서어(Justus 

Möser, 1792~94)가 獨速民힘學율樹立한然後， 고 

르프리 -드 • 헤 르더 어 (Gottfried Herder) 그립 兄

弟(Jacob， W iIlhem) 그라고， 헨리 • 랴-르(W.H. 

Rihel , 1823~97)들의 體展過뚫을醒過하여 , 從來

엔單純히 ‘地方의 著名한 戰士름의 웠뾰에 끝치 든것 

이民(~學會의活動올보게되고， 아-폴프 • 슈파-머 

어 (Adolf Spamer)敎授에 依한 「獨速民倚學짧‘」의 

刊行울이르게펀것인데， 이렇도록民f용學이 그性質 



과諸問題또는限界性에對한 正確한知짧융가지고그 

自身을科學的諸職務로盛裝하듯이 結構하여 서成功 

하기까지 거이-一世紀半의長時日이걸렸든것이다. 

中國의 民洛學의 覆遇를볼진대， 諸問題들은그困 

雖함에서나 複雜함에있어서져들獨遭國올 멀리俊 

罵한다. 中國의 斯學에 遇用되 였든西方的知讀이 나， 

定義들은大鷹完全치 못하거 나 適合치 봇하기 가쉬 움 

다. 第一로언 저 훌本問題에 對한周f엽j苦心의 맑究， 또 

는中國民힘의 調흉에 혔한完備된方숍論等은 活力융 

주는天惠가될것이다. 그러나우리는 이제로부터상 

기암길이멜다. 우리에게될수있는일에 全力을다하 

는것은 우리의理想을明確케하고同時에中國精神의 

表明에 가차히하여주고， 그리고 적은數의%究者 

들에 게 침 지 우l 진 $뽕多한文없의 幕集에 가차히 하여 

주는것이되는것이다. 

現在우리 에 게 有利한立場에 서 全問題를構觀할때 , 

斯學의 初期에 그開ni者들이 저 질 는時代的誤짧률 

排除하고， 오로지 우리 는그間에獲得한幾個의 結果

를再認識하잖으면아니된다. 지나온廳史와諸順向 

諸成果와失敗틀을周密하게 顧察할째， 過去中國이 

가진民f갑學의方法論的準備는 홈等했關5션의 目的으 

로보드라포 確賣히 有用하고 또한 必훨한것이 라할 

것이다. 

- 짧홈홉맑究흩 

-九i八年二月에 國立北京大學엔 歌흥옳徵集라는 

것이開設되었다. 現中國民諸採集에關한當時의諸 

規定을보연다음과같다. 

一. 本大學에서는 下記題名으로 두가지事業을適 

當한時期에刊行한다. 

A. 規代中國民諸의採集. 
B. 現代中國民諸의精選. 
民諸는 두가지方途로採集된다. 

A. 本大學의敎授와職員， 學生틀은名自의知力 

을다해서이에助力할것. 

B. 各地方政府는該地方의 學校 또는 同政府管

下의 諸敬育機關블에 게 謂令해 서 本大學올뚫 

한採集올依賴할것. 

프. 採集은 朝로부터 現在에 및 이는모든民諸를包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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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下記와같은 노래들은採集된다. 

A. 風洛， 쩔慣， 흩훌史그리고各地方社會에 함民 

諸.

B. 理짧과같이 갚은意味을가진民諸. 

C. 멀 리 떠 난兵士. 陰圖， 想思하는少女， 愁數하 

는 婚女의노래들은될수있는데로自然스런모 

양그대 로하되 , ~ð.!용하지 않은것 • 

D. 童諸， 接言的歌휩， 歌휩自體엔別意味가 없 

드라드 自然스런音調를가진것. 

五. 길고 짧은歌詢들도함께 採集된 다. 

六. 民諸의 出所에 對해서 , 下굶한分類에 조차서 選

擇펀다. 

A. 歌調의 作者는不明하나 特定한社賣또는時期 

에 自然的으로流布된것. 

B. 特定한作者의 提供이 라는것이 안歌詢일지 라 

도 自然統布케된것. 

七. 助力者들의注意--

A. 方름과慣習的表現엔注釋을부칭것. 
B. 歌젊가짧雅하다거나倚惡하다는 것엔不關하 

니， 言語를修正치말고野倚하게굶짧펀글자， 

또는倚語表現올훌形치 말고， 풀려 저 있는그 

데로採累할것. 

C. 字典에서볼수없는地方字音올記錄하되， 羅

馬字또는音標文字로罵音키 를希望한다. 

D. 한音의單語엔空白은남겨두되， 漢字률使用 

치 맞고羅馬字나標音記號로注音하고， 그意 

味를注解할것. 

E. 노래가불리워있거나， 또는傳播되고있는社 

會와時代흘附記할것. 

F. 그地方의歷史， 地理또는없‘f짝에關係한章句 

를說明활것. 

G. 萬一必훨라면， 노래의홉調플中國또는外國 

의記빼로薦出할것. 

이企劃을採擇되었다. 幾何數의民諸가徵集되， 쩔!’ 

復 周f'FA 沈尹默等諸敎授들은 이것을버刊키로하 

여 編훌에훌手하고， 錢玄同， 沈尊士兩敎授는 民

諸의方름을檢索하였다. 그해五月末부터 劉復敎授

의 「歌議選」이 北大 日刊에 나타나기 始作하고， 運

載펀歌諸數는 都合一百西十八數에連하였다. 

(此項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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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활I훌빼했흩(껴k빼) 

-九二。年겨 울에， 歌議핍究會는沈暴士， 周作

A兩敎授를主席으로하여組織이되었다.그러나，同 

大훌이 一九二一年봄에 財政難으로數次校門융닫 

게되고， 周作A.敎授역시病席의이용이되어있었기 

에문에 同짧究會는兩年間융 두고 賣地的으로거 이 

아모런收獲올못얻고말었다. 

一九二二年에歡諸%究혐는， 北京大學에新設된 

同大學핍究所國學門에 附隨하여 再組織이 되 었다. 

周作A敎授는다시 이 事業에 從事케 되 고， 大學안에 

歌諸昭究室로새로히設備되었다. 約三千道되는歌 

諸徵象이 一段落을짓 자이 것올 系統的으로 報告刊行

키로可決이되었는데， 거겨엔將次도이事業을더욱 

據充시 키 고， 一般의 뼈心을한충더 여 겨 에 끄어 보려 

하는希望도附任되여있었다. 

一九二二年十二月十七 日 , 北京大學節二十五週

年創立紀念日에 歌議週刊의 第-號가發行되 었는데 , 

이 때 에 同誌의 編輯A은周作A.， 常惡， 沈暴士， 錢

玄同諸敎授들이 다. 初年의 週刊은單獨刊行物。l 아 

니고단지北大日뀐j에 附錄이되어月覆日마다뚫加되 

든것이므로， 分賣도不可하였다. 單獨刊行이된것 

은 그이뜸해九月담三日附第什五號부터서이다. 

이러는동안에 中國의 新文化運動은그最高湖애 

連하여 있었다. 歌를옳의 採寶과Iiff究에 對한熱狂的情 

熱은젊은知識A을에 케 한流行이 되 어 있었으므로， 

Iiff究室에 報告되 여 오는 全國의 歌諸는날마다끊인 날 

이없었을만큼 盛況을 이루고있어서， 一九二二年

十二月一日以來로-九二五年六月末日까지 li다究 

室에 서 는一萬三二f-츠百프十九首의 歌議를 全國各~:

로부터 報告를받고있을것 이 었다. 다음表는그內容 

地方別이다. 

河北三六九二. 山東一O三七. 河南

九三三. 江蘇一三七五， 安짧 三八三.

漸江 三。八. 湖南 四。四.

11"輔 四五. 四用 三三。. 뿔南 

二三八죠. 廣質 六O七. 福建 죠五四. 

江質 八o. 湖北 죠六죠. 陳西 二四八.

新 o. 廣東 六六一. 貴{‘H 八三. 熱河 o. 
第五十號로부터同誌엔民洛에關한論文이눈에보 

일만큼增加되어온것은注意할일이다. 이變化는願 

著하여 져 서 歐훌훌週間本然의趣意와의 사이 의 쯤居이 

發見되 자國훌맑究所에 션 곧歌훌훌週刊율廢刊하고그 

代身에보다넓은內容을가진빼빼紙률내여서새로운 

/:il戰울하기 로決定이 되 었다. 短빼한歌諸週刊의 全

歷史， 그리 고그가훌來한諸成果률約言하면 다용과 

같다. 週刊이앓빼훤二個年半間， 곧一九二二年 

十二月十七日로부터 一九二五年六月二十八日에이 

르기 까지 , 九十七冊이 刊行되 었고， 二千二百二十

六首의 民諸가觸載되 었다는것 이 다. 

歌諸週刊이企劃하든것으로 成果를얻었다할만한 

것을評論한다면， 우리는번저歌諸의比較짧究에손 

을꽁지 않으면아니 된다. 週刊의 第一號에 서 , 常惠

가그의 「寄觸者에게 주는說明」中에서 「隔훌竹廳 

看見地J (냐는 그女子를 竹鷹건너 보았노라)를노 

래한여라가지다른文例블引用比較한후 그는다음과 

같은結果를내 렸다. r한노래 는다시 無數한수효의 노 

래 들로짧展해 서 中國全士에 流布되 어 간다. 그러 나 

같은한노래 는地方마다一齊하지 않을뿐만 아니 라어 

떤째는近1憐한地域에서서로다른것이있다. 이것은 

充分히陽究해볼價f直의問題이다」라고. 可謂이것은 

民諸比較맑究의先廳올 장은것이라볼만한 것인데， 

胡題역 시 때 릎가치 하여 그의 「民諸比較핍究의 -例」

에서 同一한 「모티-브」를가진노래가北에서南으로 

江蘇에 서 때川으로傳播되 여 간자최 를볼수있는데 , 

地方마다그地方의 鄭土色이 附加되 어 서 , 어 떤때 는 

전혀 다른語離로改裝되 는倒도있다는것 을말하고， 

그는여기서도 「隔著廳看見地」라는句節을플어서民 

論比較핍究의 實{j1J블證示하였 다. 

民諸의 比較돼究와뾰行하여 그社會%究에 |빼한것 

이 척 지 않은데 , 民議에 反影펀家族이 나歸女問題를 

取됐한論文이多數있어서우리의注意를끄은다. 劉

經養은 「民諸와歸女」라는論橋에서河南에 붕리고있 

는노래 三百首를分析하여 다음과같이 類別하였다. 

一.少女의哀愁 

二. 少橋의愁數 

三. 老#혐의愁數 

四. 不幸한結婚 

五. 夫歸間의間陳. 

또한그에 게 는社會閒題에 빼聯된 짧考가많어 서 , 

「民諸에 서 본站母와繼母J r民諸에 나타난中國編女 

의 地位」 等이 있고， 다른著者로 「民議에 냐타난結 



婚觀」이 라든지 「結婚을노래 한쫓南民諸」 等等이 있 

다. 

序짧에서도말한바있었으나， 民論에對한文學的 

關心이 무엇보다重要하게 보아와모든것은꺼論인데 , 

方言의 採集에 對한編輯者들의 苦心은그렇 게 좋은成 

績을얻지못하고말었다. 寄橋者들을當感케한問題 

는轉寫의困雖함에있었다. 이問 에對하여선. -;JL 

二四年-月三十日의大會혜， 方言調흉의協力을얻 

어 , 特別表音字즐制定키 로結議하고， 이 어 서 創定

하였으나地方의寄觸者들은 이것을 活用할좋을볼랐 

고， 從來의表音記號를利用하는이가많었다. 

歌諸週刊이廢刊이되고， 國立北京大學빠究所國 

學門週刊이 란 이 롬으로바뀌 어 서 第-號가發行되 기 

는-九二五年十月十四日의엘이다. 이것은同大學 

의 數三學術맑究團體， 곧없’등옳ilff究會， 風 f1t調훌會， 

方言調흉會 考古學會等의 經合發表機關으로써짧 

한것이로되， 그賣인즉民諸에빼係한것으로끄쳤을 

따름이 고그나 마이 듬해 八月에 第it四號를마즈막으 

로停體되고말었다얼마되지 않아서， 이週뀐j은 「國

立北京大學짧究所國學門月刊」으로改名되어 버刊이 

繼續되었으나， 이것亦是第八號에서끄치고말었다. 

以上， 짧究所國學門週刊과月刊에실린民議는모다 

五十四首를計上했고， 그밖에 훌靜農이 安徵北部堆

南地方에 서 採取한長編戀愛歌와， 童文煥이 漸江劃3

縣地方에서 얻은數三民諸가있다. 

歌등옳ilff究所에서는일즉히 다음의 세가지驚書-歌 

諸鍵書，歌議小覆書블發刊키로한據定이었는데，단 

지 세 卷만이 發表됐을따름이 다. 

吳歌集(歌諸驚畵第一卷)顧趙剛選

看貝뺑(歌諸小羅書第一卷)童f'F쩔選 

굶姜女說話(民話驚書第一卷)顧題剛選 

-九=五年五月三十 日 , 北京tE住諸學A플은이 

날에突發한政變의 風彼를입고北京을떠난이가많아 

서， 民諸lff究事業도自然解消가되고말었다. 

三. 風혐調훌훌 

民諸徵集이 始作띈지 四年後에 , 이 와佛行하여 風

倚調흉運動。1 開始되 었다. 一九二三年五月十四 日

에同遭備賣가열렸고， 여기서張觀生敎授作成으로 

提起된風倚調훌表라는것이檢討되었다. 同表는 그 

細部에 若千의 改正이 었을따름A로 大擺承認한바되 

었다. 그리고， 北京一帶를비롯한댐究資料의龜集 

•- 9 1 -

이 始作되 었고， 새로히 民倚博物館짧置件이 決議되 

었다. 이博物館짧置案中에서가장主重왼問願는第 

三條則風倚調條 目은다음과같다. (同表는國學季刊 

第一卷第三號에 據戰되 었고， 또大端한長文이 기 에 

여 펴 는省略한다. 譯者).

이 調훌表는三千部가印빼 되 어 會員과諸同好者그 

리 고各省의 敎育司외- 地方의 敎育機關에 分配하여 그 

協力이依賴되었으나， 結果의成績은 良好하지못했 

다.失敗한第一原因은不完全한調흉表에있는데，設 

問된條目條目이定義커에不明確한點이많어서， 하 

나를完全히解答하면아에 附隨하여서 說明되여야한 

다른問題들이必훨케하었을뿐만아니라， 調흉表自 

體가民f짝에 關한것 이 라기 보다는 社會問題에 關한것 

이太半이었든탓도된다. 그이듬해죠月까지， 都合

四十-→通의回答이報告되었을뿐인데， 그中에完全 

한것은歌議週刊과北大 H 刊에 觸載가되 었다. 

JJ ‘ !피1첼팍껴t 
!-|]걱ï21-rl-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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爾他博物館짧置를 텀 的코뼈備된 民 fîì-líTf究資料의 

훌集은 -九二四年一月에 먼저 新年風洛에 빼한 資料

만올整理하여 이 것을展觀資料로하여 開館하였는데 , 

그후에새로히進步펀事業이란別로보지못했고， 風

fîì-調훌會라는 것도언제일지모르게存在가 없어지고 

말였다. 

며. 짧훌훌if究會의 fl홈 

一九三표年에 國立北京大學얀의 國學맑究所는 文

科닮究所라改稱되 고， 함께 歌議맑究會도一짧의 新

生을보게되었는데， 이때그委負을보면胡適， 周作

人， 羅常培， 觀建功， 顧頭剛常惠諸敎授인데， 다 

음세 가지 의 改華이 合議되 었다. 

歌諸週刊의再刊 

二. 新國凰驚書의 刊行(各地方에 서 徵集된歌議集) 

三.風議學會의單獨組織 

第一條의 옳新案의 徐芳과 李素英兩女士를 編輯主

任으로하여 一九三六年四月一 日 에 實現을보았는데 , 

딩往에 刊行펀 九十七冊의 歌諸週刊은모다이 것을 第

-卷이라이름붙이고， 이제再生된歌諸週궤은第二 

卷으로始作했다. 民諸의採集은다시繼續이되어서 

各省別로採集되었다. 

內豪古九四 東北區 四. 不門 一第二卷으로 

發行흰週刊은모다四十冊이 었고， 이 어 서 第코卷은 

一九三七年四月三日얘第一號를내었다. 第七號가 

發行되 면서 마칭 究發된支那事變으로 同誌의 繼續은 

斷念되었다. 第二卷과第三卷에 收鍵된民議는都合 

八百二十五首였는대， 이것을그노래의 種類別과地 

方別로나눠서圖表를내면다음과갇은것이 었다. 

民諸와新諸問題에 對해 서 , 胡適이 「歌議週刊復刊

에 際한導言」中에 , 中國의 諸詩뚫들은모다民쨌의 노 

래 에 서 超願한것이 라하고， 이 에 빼한數많은實例를 

들어說破한것온重훌한意、味를가진것이었다. 鍵建

功。]， 七言詩룰山歌에 起源한것。1 라하여 서 , 山歌

를그細짧에 들어 分析하였고(週刊卷二， 五觀)， 胡

適이 七릅形式으로펀民議가 상겨 中國의 西南地方

廣西， 廣東， 雲南， 四用， 福建越與地方， 江蘇蘇

，、li:地方等의各地에서불려저있는것을 다시力說指鋼 

하여 t言詩의 起源에 對해 서 , 定說을준感이 있다. 

山歌에關한興味갚은맑究는이밖에도容옳祖의 「山

歌의 起源J(回第三號)， 굶森의 「山歌의 史料J(同第

十號) 等이 있고그리 고 申壽生은 그의 rtJ歌맑究에 서 

(同第冊二號)， 貴州地方의 山歌를分類하여 , (--) 

號子(일판의설소리)， (二)風流歌(變愛歌) (三)盤

歌(兩者가서 로묻고對答하는形式으로된노래 ), (四)

홈說， (五)훨훌歌(軍歌)의 다섯가지로나눠있는것 

도注意릎끄으는바이 있다. 

如上의 山歌阿究와佛行하여 「吳歌」에 빼한一群의 

맑究도잊어서는아니된다. 顧趙剛이그의 「吳歌小

史 J (同第三號)에서吳歌는詩經의時代보다도오랜 

時代의것이고， 그것이詩細에輯錄되여있지않은것 

은갱 녕 當時中國의 中心文化가이 地方 (吳) 에 까지 및 

치지못했든때문얼것이나， 戰國策의吳n今에보인用 

離라든지， 招塊의吳歐에서보는用語， 또는在思吳 

都敵等等은모다吳歌에屬한것이라는것을指觸하여 

었다古吳歌의 어 떤것은 現存樂府에 保存되 여 있는것 

이 있고휩宋의 詩ÀO] 吳歌롤模做해 치 은時는近暗 

에徵集된 吳歌中에서그原形을發見되는 것이 있다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