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역〉 

몽골의 야트가(YATGA) Il 

Luvsannorovyn Erdenechimeg2) 

1. 야트가의 연구 상황 

n. 야트가 음악의 역사 

〈텀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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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원譯 
(서울대 국악과 조교) 

야트가는 몽골의 탄현악기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야트가(Yatga)’와 ‘몽골의 대(그 

랜드) 야트가’ 또는 ‘야트가라가(Yatga1aga)’로 알려져 있는 이 악기의 원래 몽골 이륨 

은 야투가(Yatuga)이다. 이들은 중국의 쟁， 한국의 거문고， 가야금 그리고 일본의 고 

또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원래 야트가는 서몽골에서 연주되었으나 후에 동몰골뿔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까 

지 연주되었다. 야트가의 형태는 1, 3, 5, 7, 10, 12, 13, 16, 25, 50현올 갖는 것에서 91 

현올 갖는 것까지 다양하다. 전형적으로 야트가는 민속음악이나 고전음악 그리고 전 

통음악에 사용되는데 어린이들의 여흥으로 연주되기도 하며， 민요나 춤에 곁들여져 

연주되기도 한다. 

야트가는 12세기 이전의 역사 기록에 보인다. 야트가는 몽골의 통치자나 귀족들이 

왕궁이나 저태에서 축제나 연회를 베풀 때 “궁정읍악”이라는 이름으로 연주되었다. 

이 야트가는 17세기 이후로 수도원이나 샤원에서 사용되었고， 무대 극장이나 음악 밴 

드에 광범위하게 쓰였다.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야트가의 제작이라든지 형태 둥이 크 

게 변하였고 독주， 중주， 삼중주， 사중주 뿐만 아니라 관현악에도 사용되었다. 

1) 역자주 . 중국에서는 야트가를 훌古筆， 雅任喝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야타그， 야탁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2) Institute of Culture and Art Ulaanbaatar-ll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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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트가의 연구 상황 

야트가에 관한 10종의 책과 저술(1)， 연구 논문(2) ， 교재 (3)가 몽골에서 발표되었다. 

그리 고 야트가에 관련된 많은 수의 고대 필사본(4) ， 문헌(5) ， 수도원 논문(monastry 

treatise) (6)이 국립(몽골) 중앙 도서관의 고대 문헌 유물에 보폰되어 있다. 

II. 야트가 음악의 역사 

고대로부터 통치자 칸(Khan)의 궁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올 때나 국가적 연회， 결 

혼， 장례식， 군대의 출정과 개선， 사냥 여행 둥에 음악올 연주하는 것이 몽골의 전통 

이다. 음악은 말경주(경마)， 레스링， 궁술과 같은 “세 가지 남성적인 게임 "(Three 

Manly Game)에도 사용되었고， 동물 사육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종교 의식에 관련된 

경우， 서사적인 이야기를 낭독할 때 둥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여러 다양한 

역사적 자료에 종종 기술되었다. 

이미 기원전 3셰기에 훈족(the Hunas)-몽골의 조상-들은 “트수르(Tsoor)"-관악기

와 야트가를 그들의 저녁만찬에서 노래와 춤에 맞추어 연주하였다. 그리고 후나 군대 

에서는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북올 사용하였다(7). “기원 후 첫 1세기 동안 몽골에 

서는 칸 통치 왕국에 약 80종의 악기가 있었다”고 한다(8). 바이올리노(Violino) 제작 

자 러시 안 협 의 회의 부회장이 며 국제 적 학술상의 수상자인 D.B.Yarovoi는 D. 

Dashdorj가 그의 책에 “중세 초에 첫 현악기 음악이 후에 활을 사용하는 악기가 아시 

아로부터 동 슬라브나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고 아라비아에 의해 점령당한 스페인 영 

토를 통해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언급한 “선율 악기의 비밀”이란 논문올 썼다(9). 

이런 거철게 만들어진 활과 현악기는 세계로 퍼져나가 흥미있는 역사적 발전올 거 

듭하였다. 마르코폴로나 월리엄 루브루크와 같은 유명한 여행가나 다른 사람들의 글 

에 의하면 쿠빌라이 칸왕국에는 412명의 악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있었고， 각 가 

정에서 하나나 둘 이상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음올 알 수 었다(10). 

어떤 저술가는 쿠빌라이 시대(1260-1294)에 관현악단은 음악가를 훈련시키는데에 

효과적인 역할올 위해 149명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r몽골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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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기 몽골인들의 통치자가 사망하였올 때 국가 장례식에서 옴악 공연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1).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의 몽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음악연주 

가 중요한 역할올 차지했옴올 말해주는 것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몽골의 악기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8가지 카 

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쇠 (金)로 만든 악기 

2. 돌(石)로 만든 악기 

3. 나무(木)으로 만든 악기 

4. 흙(土)로 만든 악기 

5. 뿔(角)로 만든 악기 

6. 가죽(華)으로 만든 악기 

7. 대나무(竹)로 만든 악기 

8. 실 (絲)로 만든 악기 

쿠빌라이 칸 시절 몽골의 궁정 업무에 음악이 연주되었음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궁정음악 집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야트가 몽골의 대 야트가， 일반 야트가， 그리고 

야트가라가 둥 전부 28개의 악기이름 중 모두 107ß 의 야트가가 언급되어 있다. 

현재 몽골 중앙도서관에는 13세기의 문학적 기념물로서 옛 몽골 문자로 쓰여진 원 

왕조의 몽골 통치자의 역사를 담은 사서 300권 (r元史J)이 보관되어 었다. 이 많은 사 

서 중에서 67에서 71권에 해당하는 다섯권의 책(피L樂誌) 만이 악기에 관한 정보롤 담 

고 있다. 이 중 71권에 야트가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야트가 : 큰 야트 

가와 같이 양 두 끝은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으며 치지대(안족과 같음)위에 13현이 

올려져 있다라고 적혀있다(2).3) 

17세기 몽골의 Chin Suzegtu Nomun Khan의 수도원에서 발견된 “구루 두(G따U 

Duu)의 가사"(노랫말)라고 불리는 다른 작품에서 우리는 흥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3) 역자주 : “훌樂之器， 筆， 如慧， 兩願微畢， 有柱， 十三끓"(元史: 禮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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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작품의 한 장(章)에서 야트가률 다루고 있다. 

이 장에 보이는 전셜은 어떻게 야트가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연주되는 지에 관한 것 

이다. 이 전셜은 옛날 지구상의 어떤 시대가 지난 후 첫 시기에 세 군주들이 혼란올 

안정시키고 그들의 조국의 칸 통치자가 되는데서 시작된다. 약 6세기 경 그들 군주 

중 한 사람의 후손이 그의 영토를 남쪽의 서한(the southward Han countrγ)까지 확 

장하였고 그의 새로운 수도인 Jo hao-chin에서 칸으로 군림하였다. 이 칸의 이륨은 

Jo Khan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젊은 부인이 마녀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녀 

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력있는 다른 귀족들올 제거하기 시작했다. 트세렌(Tseren) 

이라는 이름의 어느 귀족이 이 불행한 운명에 휘말리게 되어， 그 여자에게서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지 어느날 이 귀족의 맏아들인 바얀쿠가 

그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이상하고 위험스런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잘생긴 젊은이는 그 여자의 

열정적인 마음에 끌리게 되었다. 이후 그 여자는 젊은이의 아버지에게 내린 형벌올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대신에 젊은 손님올 위해 성대한 잔치률 베풀었다. 

이 젊은이는 재능있는 음악가였는데 청중에게 야트가 연주를 보여주었다. 그의 야 

트가 연주는 그녀의 마읍을 크게 옴직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야 

트가률 연주하는 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허락하며 그녀에게 다읍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연주자가 줄올 그의 왼손 손 

가락으로 톰으면 용의 눈이 아래로 눌려지게 되고 만약 연주자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뜸으면 가루라의 눈이 위로 눌려집니다 그는 계속 여섯가지 금기사항에 대해 다옴 

과 같이 셜명하였다. “비가 내리거나 바랍이 불 때 연주자가 어떠한 것에 심각하게 

몰입해 있올 때， 옷올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올 때， 술을 마셨올 때， 정신적으로 흥분 

되어 있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있올 때 연주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칙이 지 

켜지지 않는다면 야트가를 연주하는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야트가 연주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 젊 

은이의 충고에 따라 손가락으로 용이나 가루라의 눈올 누르는 것처럼 현을 매우 조심 

스럽고 부드럽게 뜯으며 연주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는 오 

른손， 왼손을 다 사용하는 이 악기의 초기 피크사용법을 짐작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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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초기 야트가의 연주기법올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는 야트가를 오른손， 왼손 손가락올 동시에 사용하여 채로 묻고， 비비고， 당기고， 명기 

는 방법을 조합하여 연주한다고 결론지올 수 있다. 

야트가의 발성(發聲)에 대해 살펴보면 야트가는 다른 단순한 악기와는 다르게 몽 

골식으로 구체적인 사람에 의해서 혁신되었다. 위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생각해보면 

약 36가지의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야트가의 큰 조율음은 71이고， 작은 조율음은 51 

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야트가를 만든 구체적인 사랍이란 그의 아버지를 구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몽골의 영웅 바얀쿠(Bayan암1UU)임올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야트가의 선 

율은 천상， 그 자체의 노래 가락과 닮았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더 홍미있는 일은 그의 10개의 조율음과 107H 의 현에 따른 구루 두(Guru Duu)의 

표기 체계 방법이다. 선율의 조율음과 화음은 이 표기의 체계와 분명하게 잘 조화된다. 

“원의 경전(Sutra of Yuan State)"은 몽골(State) 야트가의 14곡과 대 (Greater) 야 

트가의 다른 14곡， 그리고 다른 악기의 387개 곡에 대한 정보를 준다(13) ， 

야트가의 형성에 관한 재료(14)-음악 기념식과 같은 행사-는 특별한 제목 아래 언 

급되었고， 21개의 악기이름이 “연회 악단(Feast Orchestra)"(15)이라는 재목 아래 소 

개되어 있다. 또 트살 야트가(Ts머 Yatga)라 불리는 일반 야트가와 스완 야트가 

(Swan Yatga), 그리고 몽골 야트가(State Yatg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야트가에 

관한 사실올 알 수 있다. 

부단락인 “대악직장(大樂職掌: Musica1 Guide)"에 의하면 ‘궁정 악단’은 312명의 악 

사가 일현의 몽골 야트가(State Yatga)4)의 화우로 배열되는데 왼쪽에는 삼현의 야트 

가5) 하나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개를 위치시킨다. 이에 따라서 같은 수의 5현， 7현， 

9현의 야트가를 배열한다. 이들 뒤로 1현， 3현， 5현， 7현， 9현의 몽골 야트가(State 

Yatga)를 각기 5개씩 배열할 뿐만 아니라 대 야트가(greater Yatga) 쌍올 오케스트라 

양측올 따라 놓는다. 생 (Breech-Flutes)이 몽골 야트가(State Yatga)의 앞에서 연주된 

다는 사실(16)로 보아 다른 타업의 야트가들도 궁정 의식에서 사용되었음올 알 수 있다. 

4) 一鉉쫓. 
5) 三鉉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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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완 야트가(Swan 또는 Vertical Yatga)는 가루라의 부리에 고정된 24개의 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야트가 족과는 다른 악기이나， 13현올 가진 야투가(Yatuga)라 

고 불린다(17).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면 13세기 몽골 통쳐자들의 제국에서는 음악 예 

술과 노래 둥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넓게 연행되었다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 . 

서 인용한 「원사J 71권에 따르면 가수 음악가 무용수 마술사들올 포함하는 예술가 

는 처음 개회사가 낭독되면 음악과 춤에 맞추어 여러 다른 종류의 길게 뽑는 노래 

Oong-drawn songs)를 연주한다고 되 어 있다. 여 러 종류의 몽골인의 음과 선율에 관 

한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오음계(Pentatonica)의 첫소리를 몽고어로는 깊은 소리 

(deep sound)라고 한다. 두번째 소리는 기본 소리 (foundation sound), 세번째 소리는 

Gi 소리 (Gi 소리)， 네번째， 다섯번째 소리는 Ji, Yu 소리(Ji， Yu sound)라고 한다. 

9 x 9 = 81 81 + z7 = 108 f. c. g. d. a 81 + (81 / 3) = 108 

108 - 36 = 72 81 108 + 잃664 108 - (108 / 3) = 72 a d g c f 

72+24=96 72 + ( 72 / 3) = 96 81 108 72 96 64 

96 - 32 = 64 96 - ( 96 / 3) = 646) 

같은 책 r원사J71권에는 “연회 음악(Feast Music)"7)이라는 제목 아래 21개의 악 

기 이륨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몽골 음악이 과거 음악의 전통을 계숭하고 있 

다는 것올 호여준다. 과거 몽골음악에 사용되던 악기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Breech-Box 2. Biba 

4. Hobis 5. Khuur 

7. Horizantal Flute 8. Head Flute 

10. Kun-Ho(Swan Yatga) 11. Yuan-Ho 

3. Yatga 

6. Hanginagch(percusion : 타악기 ) 

9. Br앉~h-Flute 

12. Flute 

6) 역자주 · 삼불손익법(三分혐益法)과 같은 방식으로 각 음계의 음올 산출한 것을 수식으로 펴현 
한 것이다. 처옴 81의 삼분익이 108이고 이 108의 삼분손이 72이다 또 이 72의 삼분익은 96이 
고 96의 삼분손이 64이 다 이 롤 모두 정 리 한 것 이 a : d : g : c : f = 81 : 108 : 72 : 96 : 64 
인 것이다. 

7) 홍樂之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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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amboo Shirbegur 14. Drum 

16. Zhuu Drum 17. Feast Drum 

15. Line Drum 

18. Tsa1 Yatga 

19. Mini Bya1ar 20. Tsargil Bya1ar(percussion) 

21. Usan Takhil(percussion)Sl 

이와 같은 악기들은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이곳으로 옮길 때 북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옴악가의 대를 잇기 위해 젊은 움악가률 선발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왕과 결혼한 야트가 연주자인 몽골의 공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몽 

꿀의 유명한 음악가인 트세렌도르지(M. tserendorj)와 고령의 연구가 바드라(]. Badraa) 

에 의해서 이 몽골 여성 음악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 오늘날의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 

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r몽골비사」나 r잔가르(]angar)J 서사시 (epoes)9l와 같은 13세기의 문학적 기념물의 

일부는 야트가 연주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률 우리에게 준다. 야트가 연주자인 공주 

Ahai Shavda1 Khatan의 예를 들면， 그녀는 16살 때 91현의 은 쿠우르(암lUur)(야트가) 

를 연주하였는데， 연못 위에 알올 놓은 오리 소리 그리고 둥나무 안에 알올 놓은 백 

조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 한다(8). 

야트가는 16-17세기 동안 몽골 수도원의 종교 의식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10현 

야트가의 연주법올 기록해 놓은 필사본과 같은 역사적 문서에는 여러 연주법이 묘사 

되어 있고， 다양한 음악 표기법들이 보인다. 이러한 고문서는 몽골의 Sain Noyon 

Khan Aimag의 Chin Suzegtu Nomun Khan의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많 

은 재능있는 야트가 연주자들이 18-19세기에 태어났다는 것올 알 수 있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Yellow Musician of Bogdo"의 위임에 동반하여， 보그도 칸의 궁청악사 

(Bogdo Khan Pa1ace Musician)로 인정받았다. 몽골은 1~뻐년 한국의 the Musica1 

Institute of Korea으로부터 아름답게 만들어 진 15현 야트가률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선물로 받았다. “Y our Mogolian Musica1 Instrument “Yatga" was in this way have 

8) 興隆쫓， 뚫활， 筆， 火不思， 胡琴， 方響， 龍짧， 頭管， 쫓， 쩔훌， 雲敎， 짧， 數竹， 鼓， 柱鼓， 피L鼓， 和

鼓， 養， 경E짧， 拍板， 水훌. 

9) 영웅의 활약을 담은 대서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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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hanged and enriched in favour of our use and it is for you in memory of 

it. Musical Institute of Korea" 현재 몽골에서는 7, 10, 12, 13, 16, 21 , 25현의 야트가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m. 결 론 

몽골의 칸 통치자들의 궁정음악에 사용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야트가들은 세로 

로 되어 있는 것과 가로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세로로 세워서 연주하는 야트가는 몽꿀 대 야트가(State Greater Yatga)로 불리고， 역 

사적 문헌에 의하면 24, 25, 50, 91, 94현을 가지는 것이 보인다. 반면에 횡으로 연주 

하는 야트가는 가로(horizontal) , 일 반(or벼nary) ， 대 (great) , 트살(tsal) 야트가와 야트 

가라가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야트가가 있고， 1, 3, 5, 7, 9, 10, 12, 13, 16, 21현올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야트가는 위판(top side), 주요부분(corpus) ， 아랫판(founda

tion parts)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야트가는 몽골 고유의 장식으로 꾸며지고 

새겨진 나무판위에 부착된 특별히 공정된 실크사를 당기어서 소리를 낸다. 단지 “트 

살(Ts려)" 야트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류의 악기들은 대나무 채로 묻어서 소리를 낸 

다. 또한 이 형태의 악기들은 손가락으로 줄올 당기어 연주하거나 특별히 제작된 은 

제 손톱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1. 제 작 

야트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더위나 추위를 견디는 성질올 가진 소나무를 고른 

다. 선택된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데 브리지는 통물의 뼈로 만든다. 야트가에 사용하는 

현은 양의 소장올 길게 늘여이고， 끓이고，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2. 채 (PLECTRA) 

야트가는 채(피크)를 엄지와 집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연주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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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10현 야트가는 오른손과 왼손 모두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때때로 무늬를 넣 

은 은제 손톱을 야트가 연주에 사용하기도 한다. 

3. 조율(TUNING) 

상대적인 음고(피치)를 기준으로 조율은 야트가 몸체를 따라 있는 옆 각 현의 브리 

지를 조절하여 한다. 음악의 곡조의 경우 오음계(pentatonica)가 대부분 조율에 사용 

된다， 그리고 반음은 현을 눌러서 만들어 낸다. 

16-17세기 동안 수도원에서 사용된 야트가는 107M의 현과 107M 의 조율된 음을 가 

졌다. 아래는 이 음들의 의미를 영문 번역해 놓은 것이다. 

1. Most Lower tone 

3. Nonnal tone 

5. Root of Accord 

7. Nonnal Vibration 

9. Modest Vibration 

2. Lower tone 

4. Tone of Accord 

6. Higher Accord 

8.1ρ>wer Vibration 

10. Final Vibration 

일반적으로 각 음은 그들 고유의 이름올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즐거웅파 쾌활합 

의 음， 크고 중간이거나 작은 즐거웅의 옴뿐만 아니라 화이트 음， 열린 옴 퉁이 있다. 

4. 기 보법 (NOTATIONS) 

야트가의 전통적인 기보방법은 구세대의 몽골학자들의 작업으로 기록되었다. 예로 

“Letter of Gur"라는 이름의 4권의 펼사본이 있는데 이는 몽골의 Sain Noyon Khan 

Aimag의 Chin Suzegtu Nomun Khan의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두번째와 네번째 권 

에서는 “Best Mel여ies"(m. Khuurye Manlai)의 제목으로 긴노래Oong-drawn songs) 

를 싣고 있다.10현의 야트가 음악올 담고 있는 이러한 필사본들은 오늘날 몽골의 국 

가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얀 이그(Yan Iig)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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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주 기법 (PLAYING TECHNIQUES) 

초기에 연주자들은 특별히 제작된 몇겹의 카페트 자리에서 연주하였다. 그러나 오 

늘날에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연주한다. 야트가를 연주하는 많은 기법들이 있다， 이러 

한 기법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10) 

오른손 주법 

1) Simple plucking/Dan ts뼈니19o/ 

2) Double plucking/Davkhar tsokhilgo/ 

3) Pull plucking/Tatah tsokhilgo/ 

4) Plucking with fillip여yaslakh tsokhilgo/ 

5) Loosened plucking/Gulsu버삶강1 tsokhilgo/ 

6) Sound plucking/마rjignuulakh tso낭비go/ 

7) Strong pizeicato/Shudruulakh tsokhilgo/ 

8) Pinching plucking/Chimkhluur tsokhilgo/ 

9) Twirl plucking/Bombruulekh tsok비19o/ 

왼손 주법 

1) 피치률 올리기 위해 묻기 전에 누르는 현 기법 

2) 반음이나 온음올 올리는 기법 

3) 고정음의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뜸은 후 누르는 현 기법 

4) 피치를 낮추기 위해서 뜯은 후 눌려진 현올 느슨하게 하는 것 

10) 역자주 : 야트가의 연주기법은 狂， 활， 挑， 생， 彈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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