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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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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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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ing foreign musk.

Bu~

~pot

surve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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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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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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올애 τ 성해동요가 엉냐 여?써 용을애 천얘웅요가 었다는 의이는 g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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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aJI

3oXHOπ) 이안 구훈에 ‘자장개부앵 ε

Byyro fiH ilYY) 얀응 당진야였다 그러냐 국내에서 "1강7}'는 용요호 구용하는데
아견 O'U!)등이 있다

따g써 용을전해옹요 에 대한 。1해가 산앵띄어야안 하=h 또한 현지조사닫 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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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천， 사진 정보를 수정하여야안 한다 단기간의 힌지조샤는 뜸은 우리수가

따르기 때운이다 따랴서 약 3 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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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yBc amoapaB) , 잉혼 동요 /녀二호 용영안 에 농거르@
Aom 이0 용을 어연이궁전 α"'"，기lηbll! XyyXαmtH OPJI()H: '6"1r영 후~영 어으
등)악 합강지도 교사이자 중요 작옥가 세

간지 액(c. r aHI\ HM:>r) 등。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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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a"r"'"
YιH X,BmJrnl! n j"""" p' 1975 (용을응악 각:t가 엉회 r응*''"''의 노에，(응안이다프 악
끼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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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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S응 X사에슬대찍교 민족응악대찍 교수인 잉

α"'0ωM3r)웅 안났다 용골진해동요에 대한 걸문용 하니

어온치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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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두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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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여 곡
이상응 아야기한냐 그 증에서도 가장 때.져인 민요등 우당겠다 그것온 〈보응

'"아료양 타브늬 사ζ A，"ι! T 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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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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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응 〈악보 "는 〈이어니의 응혀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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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의 대3호 인요 〈이아니 은혜〉의 노햇잉온 이아니의 온애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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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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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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 년 국경용을운-&}예승대학교 옆에

설치되이 안 4~13 세 아동들이 예승운야얀 응의 "1응 우용 퉁융 학습하는 곳이
대 용악운야계는 서양응악과 정용응악이 포함의어

있다

용 g 이연야궁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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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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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년 6원

허시아 옹요이이에서 i 등으호 잉상엉다

,

'E안

2006 년 한칭{안 아웅등 중 4명익 낭자。뉴응을 션연'"겨 Good ß.oys 리능 중창단
응 경성 δ써 세계우대에서 항약 웅이며? 임용인에 의얘 응안 제

중인대 8원에

증시애정이다
간지익 선쟁응 자씩에 스튜디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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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

6
?

g

9

~(Xap Mopb)

친듀서 m"~

‘"')

나ν

'"이

째""'
Boys’익 구생원응 요드수앵φ'ACyjl3H， 11세L 짜으깅(:lKapraJI， 1얘". 댈프얀

ι‘”어.11세， 웅흐바야터M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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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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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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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에 등어서연서 i야교교옥이 샤 사회었" 수엽응 동예 피응용
아"

에 d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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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g(ß.
~.;rro이 아는 가수" 당시 양a를 ~이 .었는예 유소려가 아이 같았고， 응요응
장 용러 용을잉득 샤이어 서 는

i요으1으흐욕~ 에

아。1 약는 영영으긍

융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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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껴 교수가 일한 3년의 용공동요
깅응 .주했다

’ α 쩌 MI/aMYY HaaJu HiJ. YJ .a""ó.l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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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기보다는 안국의 악계에서 용유5순 용휴j에제와 아즈아는 의미냐 r용고즉
아옹문악개 용.>0에서 보연 "얘:.} 강이 서승하고 있나

응융 응요는 용붕인옥싸 용시에 앙끼잉 4써고 용긍인 요의 웅요안 조@ 숭 하나

이다 역

저 연인으흐 얀하아 시이il?의 시띠 이꺼

-

εa 느 옥경꺼으」ζ

객효좌효강요얘잉’의 상용즉중.fl."용응용 '{)7\(R:Kj 대

g

족외 인원으 ε

아각끼지 시1인각인 {tJε 응 건링아지 옷"었".
표효효」;fIιt

.욕이 j외õIl .. 숫제시잉깅 S 띠잉 7

서사i 여다 또@이

응 용이 하써 j씨의 선명한 연용 언어 e 의 f칙 욕갱응 "지요 있t↓ 이는 어
잉。용듬이 껴극에.，고주웅격 g 턱 야

찌쩌 에@ 이(잇져 연 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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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예

)잉외있 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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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션얘동 a는 용§의 인요 중에 성인아 。F용응응 해해 쭈르.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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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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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jjli :jt 아 요긴 도(BonlJlo

m "J_

얀가 영.， 헛

~".μ"' 장

. . 용 3까지 종쥬이 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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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용을인의 ’1용생한。ε1 과사회삭 특수성 애문이마 용을인을e 융욕생황
응 하여 제정 "1다 가장 좋은 R초지릉 찾아 아웅한다 "옥사회인 g 융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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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e 홍..R

의 작용。1 양지 않기에 그 시대의 용요능 성안가곡의 갱항과 같재 신한다} 얘운
에 어연 성인가콕응 아콩등 싸에서 윤전익기에 자응 용요호 언하여 진한다 M
。1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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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얀가F 다논 선수지아 연앙자가 지예정 원인이
원다

용을에서 용요란 얀껴가 풍장싼 것응 샤펴주의시대부터이다 액교가 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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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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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m년에는 데 용승샤잉
a이 퉁이 용요율 적녁혀있으며

A

JlymlJlwupru이 제 수흐'l약르 (IL

Cy x6 aaT

"ω 년 이후 오능냥까시 역라 응'"'↑ 장작의었

다”
1971년 용을인인강화국 혁영 '"준년융 맞。1 혀찌

용공응익f착옥기1엉회는 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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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i H 6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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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1써상써 4똥
ιlonroJJhll< Xer""uütH ~'" XoJr600. Jàl rx!lI ~r__

‘

HÙ' "，야 YιH X ，BJI:l자~，얘

•

m

(용잃각 각N가 잉에

용한바아" 국가용연사 1971).
"

‘

\!illlr()JTh m X.π-"~“이 qιui

1 B. UoI'C<l • l'. EllJI잉 ι 981). ".)-711 >1

X,,-'óoo( 1975).

"'J.끼씨

. .1/"

6ail,., yι

lm

,

f얘 야생 안녕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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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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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ζ6 년에 칙소효 용공

운으효

g

션운석인 음악교재가 연간되었다 이 팩에는 초급， 중금 고긍 악'"용

oξ 외었고 요두 5얘곡의 장자동요가 수욕 '1 었다 그 중 용공푼으킹 원 작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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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의 '0'용가옥j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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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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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K-l'l
옹~는 잉

여 측이다'"

이후 내용응에서 19M사'"년까지 10δ 용안 딩 S동요는 약 40~ 창자..<rl었다
1978 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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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e동요는 194C 년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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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얀다 유옥민인 용융인ε 은 가족단인으 이동히어

생항하기에 생인。1 아용응 외 6얘 우E는 노얘， 혹은 성안j뜨흐 인 '1여 자연스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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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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g셔1 천래동요 한
웅어 는 찾~， 수 없는 깃。1다

한인，응을 구비운학까에는 한국의 갱우와 당히

아중구"운찍(XYYXgIDtH

끼IMUU 3o X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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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3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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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공여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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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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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응 X
쩌우고 어르는 노래

정인이 아동용 위혜 부읍

o}‘흥올 어료는 맏I 얘

생인이 아풍올 위해 부용

까장?

자연 헨상웅식을의 응잭얀융
흉애는 양
툴는 사영를올 7]!"'.져 풋깨

딴

드는이야기

응.}른 언어 융홉을 정확하고
션속하. 훌 수 양도록 유도

한어 방읍서 단응싹 장쉽"1 갱

호흉 훈련) 확안구사

뺑 숙시올해효 용

(X:>J1 =UWIT‘;1:>>: yro 언어 훈련)
오니셔거 (OIlbCom 수수쩨꺼)

Q~s!>l 창작 활풍

성인이 0'낳읍 위쩍 부듭

o}용 교육응 였항

야꽁 R유옹 우{항

용“}든 옐、읍과 얻어 냉당

。}용 "올융 위양

IQ '1l-Q

"R옹 교육응 위함

보글홈 냐아E밍 용

하나"1 쭈제를 카지고 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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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풍 교용옹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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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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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전얘웅요연구

〈표 e) 용응의 전해l'i.ll. ‘적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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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악객용정
용공 용요의 특깅을 언긍하'1 에 양시 작곡가 대 용승샤양 ""'αιllW 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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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R 연우

,æ

얀든다 아ε의 생장기 용안 연생 '1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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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깅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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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용가인 일안인들 샤이에서도 낼
여 신강의고 있다 핀얘는 흥자적 i얘학적인 얘용이 주유었는데 。1후 정챔 너 다
양한 주제를 앙라i싸게 되었다 g

g융정얘용요의 웅악적 흑칭을 을여보기 위해 2곡응 에료 등가효 w대 보얘는
갱응 영 〈고낭 하르(T'yHill! x~pþ2S와 〈영

S 족E상옹 ffi갱Taþ UOI'"I'hIH Harar()>

이아 언저 〈고난 잉료〉의 악!.~증 보연 마음 〈악보 ~와 긴다

〈악1'. 4> <고난 Sι흐~"“lH Xa D) >29

〈고냥 하ξ〉의 노엇앙옹 디냥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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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역지 씌에 쩍힌 도강은 (이l에
세 기자 긍자아 씩히 았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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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았는 애찍이 옹응용중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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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3응안한 "우얘기 더 잉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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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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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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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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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계 g 옹게는 ,*, ~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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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안으녕지 않는다
이상 용S옹요의 응약지 용갱ε 용]ζ 정경하고

영" 익우기 쉬운 것이 대부운이다

’• 어영아이응을 주의사꺼는 안

유강하" 영상끼。1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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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약 6개 용간의 자~ 조샤아 수깅

w영강의 용융 현지조사등 홍해서 용융

의 잔해똥요에 안한 연구 조샤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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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영간 용쥔의 수도안 융강닝."료에셔

진쟁하었으~， 영용 양.상 성제 조사기간응 8영간이었다 용용 연시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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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되기 시작하연서 ?라아다 그 시기는 "찌년대 사회주의시대표 모래하연서

푸터이여 중국의 내용을은 ''''년 항일전쟁 。1 후푸터이 q 。 천 옹읍용요능 갱
얘동요 흑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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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녔다 현지조시R풍 통애 수갱한 --g-TJ션해웅g는 웅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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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잉한 노래， 고향용 그리는 노에 어이니의 응.， 애정 노에 영용호걸응 요사영
노얘 등이다 응약정으오는 이교척 응옥이 g 지 않은 녁으료 주호 인요 증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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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응옥응 한 옹타브 안융 녕지 않는 것이 일안석이다 옹골천해동요의 응악
적 욕정은 썽'" 갱견하고， 4+장하고， 영상객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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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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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힐 것이다

• 논푼의 용운에 수룩한 곡은 제외하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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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영응 외예영 싼국어애 /냉제 언역하였으며 옹융에서 사용하는 운시인 기

인푼 전샤와 。1 애 가끼운 한국어 녕응응 응시에 기깨하였냐

. " 악보아다 노래와 잔연딩 내용을 간 옹히 설영하고 노햇얀응 언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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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륭한 조상등윤 아야기하여 아이응 어으는 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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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허고 값비싼 양융 타고 다니며 jνJ의 양융 자강하는 노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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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S 갱얘중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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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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Ha aH aac 잉-"∞""'"
6찌Haa

"1녕속4에 서 어냐지 않능냐 허

xe

1lII!!mX:3H 6o.Jj()XOO r:oo

T3I';!(ar "씨

YYJJMxa

"에강이강써띠 아응

새호워서 그언가 어

'"'

용공정얘통요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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