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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ce껴S 

1): 씨'" π thc wor야 @얘 dao (:!O:t에 arc used 10 indicate the 

J \Taditional children's ∞ngs that 쩌~써 .=rrψmy childreπs 

games. 

m. …lnam l'Se 야1;0뼈 the lerm dong dao is defin성 '" 싸 。I에 wrr" 

。f children" .1 

A=.πh book on dong dllf; ‘rom a rul~냐에。gical vicw has brought O\l t 

a dcfinition as fo!lows: "dong da.。 이" the O'이 songs fcπ children. They used 

10 be the foι creations ν，h∞c authors werc unkno …、 l싸- 。ι basit갱 m 

the rhyme of this geruι some authors αmp∞" α，. p""πs ‘…r chilctrcn's 

"""얘 Those which have authors' names are .11.0 called dong dlW by 

researc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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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he 이her hand, ;ome music researchers statc that: "α'o"g d/UJ is thc 

genr.。 이 children's 야nging used in the case of p ‘ ing and amu‘m，τ1t."3 

It is 이en that this conceot is narrow아 than the two aoov용mentic야d 

∞ncepts. It oontines dong dao as just ;ongs sung by children whcn t야y ιe 

playing. not sor용 used in the 이thcr cases 

50, from t아 v;ew point of musi∞h양 i “끼g ι10 is thc tcm“ν'hich 

indicates a troditior!.이 musu: genre ‘。r childrcn. 5uch genTes 씨 children 

became rooted. a long time ago in the human life of many r 에 ~‘ ”、dodψ'g

Vietnam. Beside d01!~ 띠"" ψ" '0ιs songs f，이 childTen bc…æo α e ages 

of 5-1μ there ha“'e bccn hal ω Qullaby) for child∞n of youn땅''" “ h이 
giaQ d"yen (love song야 for thc ad，끼어 eα Tn th 。 이ocess of history, d’‘s 
dno has ιhangecl incess.lα써 Many songs fell ψ o obvilion or disappξι00ι 

whi1c others have been c이Uψ∞ed and developed with new elemcnt5. The 

traditi。띠] 이mg dtw songs aTe normally acrom아이년 by games. There cxists 

a ∞mplex of game and singing. “ ruιh is very helpful and interesting for 

children. It can be soid that dong dllf) is a syn< 낀 ic oomplex in which ιhree 

O빼s are induc영 g빠 '"'뼈 pα'ffi and music mE뼈 H 

somelimes …‘,dffi 이띠 ruo ∞mponcnts: game and poc π or even 싸t 

p~m 

Succeeding thc tra，에 。 nal do1!!? dαo is the π，00<π1 onc in ν.hich 에e songs 

have newly ∞~，αm야sed for children with the new music sη e. 1his 써od 

of music was devel얘oow야n Westem music 야영n to be TOOtcd in Vietnam 

'0 빠 1없 τ"he new childrcn's son);S thatι.re ，뼈ed with the tr"여itional 

do ,,>: daQ s이 c are caHed new d…~ dao or modern d01!~ dao. The other ncw 

children's son엉 arc not classif혀 into thc repert띠 of dong dao, bu• % 

simply c에 ed children's Sor영S 

The main 0에 e이 。f 이od’ ;n t“S papcr is the traditional d이íI dao and its 

music characteristics. Thc ne ‘ a…'g dM songs are alw studicd t，。 잊e how 

t싸 "떼tion has been continucd until today 

2. Vietnam is a rr 비.ti-<:ullural nation of 잉 에 nκ proples‘ In most of theæ 

'Lu Nhat Vι Le Gian,;. A S ι" "끼 þlk m",", oJ the Soulh (1983), Ho Chi Minh City 
1배 i，l\er， H，。 αJ ‘끼샤 。γ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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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mk folk ω!tures， we can find dGn:< ψw songs tha! have n야 bæo 

thoroughly s tu.died by researchers until today. In this papcr, 1 w il1 f，α" 

mainly on Mng dao 야 the Vi잉t (Kinh) peoplι ，，" m이，"야y of VielI1띠m~ 

"'비，~어 whose αltu.rc is ronsider.애 the rc이-，싸 cultu.re 01 Vie'뼈 

m gcner.ω 

3. A, a genrc 01 folk music, dong dno wos brieily ι.troduced in somc ccrtain 

parts of Vietnamese η'aditior에 muS1C r뼈 에ks. These stu.di야 

emphasized 아이y on dQng 야o's Jiterarγ ,,' 씨klori 이ζal view poinls. This 

cαúerence has 。、、，"、，.‘ 야 p。π，0 η lor do끼'g dao to be reSearιhcd with 

a muslC히 'P이 Jach, whiι;h has never been p∞pcrly done in Vietn.m 

2. Classificalion and Statistics 

@η잉 ι'" songs aπe sung by ch이den. Thcy COlιd be composed by c이]이'0 

thclI\SI'lves ‘ hen p αLying games and ‘ hiJc in ∞nlact with the surrounding 

environrncnl and sorne 에\erS 。αtld proba비y be cornposed by adults. Tn 

ili. 。띠 days, schoJars sornetimes ∞.mpascd poerns in dong 이m '0시e wilh 

dull and ob，ω'" π，eanmgs 이! irnplied a denunciation 10 a certain social 

dass or a prediction of a ∞mmgs∞피 revoluψm “ was Onæ believed that 

thosc were the vαces frorn heavει But in fa.ι ili~ 、ν'ere the voiccs of 

pessm이해c scholars who hid bchind the seemingly stupid words of c1뼈= 

10 express their "ιIIs.Theη，ro，ι sornC dong dao songs wer< α ce explained 

as "prophesies." vi이ant warnir갱， ro ""야 바weveι α~ ‘ ere ju야 "αe 

cases. 

Thcrc were some dilfercn! ways 。‘ c1a,‘“cation in t“ P"씨"않"'" 

works On d이 'g rlilo. Tho‘e from the literary a빽ffi'써 dong d!w 

aι=roα g to the ιonlen! thal d，이w ""0 expressed: (1) moral songs 에 

enter!ainment son~‘ ." φ'y Doan Quoc 5i, 1969); or ac∞rding to the a양 

。‘ chi떠Icn: (1) dang d/UJ for "이，，'잉 (5-9 years old), (2) don!< d∞ for Ih찌 

‘ The Viet 이 ~，∞plc oeeupi .. 86.2%, the rern.irung 53 p‘。ple> are 13.8% 



,% 

1I;m (10-15 years 。 이 (by Trieu 이 eπ 2α갱)_ Th" folμ。 ristk research books 

'""의이 ed dong àao as (1) foιk ∞J이?∞.itionι (2) prof，ε，"sional a•11lhors' 

compositions (by Nguyen Th、， μ。 0， Dang meu Trang, "', 199η 50, the 

dassificalions 01 dα영 '"" ‘ 'cre rnade on the crη:eria of literature content 

。 r author. In this papcι d이g àna is di이ded înto tw。 “ nds on the basc 

of musical σi!erioπ (1) non-melodic SOngs, and 씨 rnelodic songε 1 야。이d 

think that this classîfic히…)fl is more suib‘ble 10 the rnusical aI’pro.ch (>‘ "'" 
papcr 

Ao:ord얘 10 the statistics 이 previous research ‘ 。 ι 'm영 dao 01 t:바 Viet 

". 이 e reachcd to the numbcr 01 several hundrcds‘ eι usîve of the v3ηm' 

An invcsιgatîon on thc .ctual state s야써 that 1… 。f these so뺑 m 

…on-melodic. In 뼈 words, m쩌 songs occupy a very "때 ""ffi애 

in the tot이 number 01 dong dao songs τherc are two p∞sibilities in 

e얘laining thi' phenomcnoπ 

The t,.diHonal dong d"" songs were p띠'"비y non-melodic si，야<~ 

이d doy_ Jn the ‘.ynCrelκ ∞mplex 01 11π ι Thymed poem .nd rr 잉""' 

melody, 앙'" game elemcnt ITequ'씨y 야'"'~"ω^" 이c. Maybe tha! 

‘ιιs the reason why chi떠ren paid .l!cn!ion onIy to thc games and the 

rhymed poιns lhat make the ,hythm for their g.ffiC‘ but nol th. π U<lC 

melooies. Consequently, d，끼'g dlW Wa& ηa~smitted fr여n 양."ι'alion to 

gcncrntion by the rhymcd poem“ lithout the e성'"= 。‘ mU,ic πι 。 이ffi 

Ihere are no historic.l re<이ds on tlú. fact. 1"hi, 얘t a presumcd 

hypothesis 

까" .，에.~찌 d끼'g dl1iJ songs used to hι 'e melodies, but thc mι。，~

8πdually f.‘.ded .od were 10.1 thι1 얘 h the time antl only lhe words 

surv:ived until today. We can take On cxamp!e 이 ψng d, 。 이 the Thai 

peopl. in norlh.‘ e야 Vιtnam. A musiι speaalisl, Proι Dr, To Ngoc 

Th.m 잇이여 that w써 야 was conduσ얘 his fi，떠 wru' 이 thal area 

;n the 19ιiι ~ 야 。f the dons d<UJ songs of the Thι， peoplc ‘ "remeιdic.’ 

But a reoont in‘ 5tigation provcç ν"，t many d이's døo songμ 。f the Thoi 

had al삐dy lo,t their m뼈@ 싸 dμren nowodays i잉t can reod thcil 

’…1에 To N~oc n씨 at Iù, ~ν。 잉 …Scpt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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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as 야 .. ‘ b띠 cannol sing the m~!odies …이 used 10 be 'Mg by 

thctr par…s ιnd gn'nJl"æffl" Jozens of J''''''"'' ago. This is ι '"ry 

π'gretable 1。‘s caused by the ∞d.l arl“ó ，이 itical uphcavals in …。 ‘∞"" 

"，α of 20'" cent\ η 

T↑，，~ existiJ1g dong dmJ 잉ngs， ev*,," mel얘 ic 0' non_rne1。이c.. are C<)nsidcre.:j 

ô pre。이q 이，.，rty thal ∞rttaíns national OIlJ elhnic cu“urdl !IH.r,;ical 

떠e애<y 이 cach counhγ 3nd cach ωLlturc. 

3, Chara“““ti~s of V‘etnamese r;띠， DM 

1) Non_rnelodk Dong D.φ 

When a child ‘ bom, he can listen to 1띠 l，b 잉 • the lirst musk leSl잉m 

01 human bei이;s. Cettíng some years 이f，ι he does no! only aι:ept musiç 

passively from adulls 이1 이so bc.잉 n ‘ ω C"\J!I1p<JS<e !I1 U5ι m'에Y hi，ι~H. 

At this ag'ι chi떠ren disc()ver the s\lπ，υ‘ ψ g ‘e ‘,ld Ihrough a naìve v;.ιι 

tlrough simpæ, V"IY 1η..，ch ;m.'IginaHv", I..et's t끼y t<) lislen to a popular dong 

'00 싸ι~ Vk!namese ε'hi삐"α 

N, ，ι nu nðñg, 

C끼 bJj,fo: ".lm tron l!, 

Con ong 끼n ngw; 

Cll /Jraai ch“ m'‘ 
Ph.it "sα Phfil κιι 

ê" α" “‘“ 'y r.ι 
αn g. ιái bi!jl 

llÌ1 11.… Ihm xõõ 
써 tði nâll 0“ 
Tè hc chân 1"1'1 

J J I J J 

N" ". n“뺑(쩨 

η， ,"" “ in>lde 
'l/w. 1Je. i, 씨써 
η， "잉Mω ”이ipped m honey 

The ßuddhn j, 5…… 
Tht fmg iump' 씨 

"fIW ,hiti‘… ,crat,h<'S ./1<“ jn the ι써 ιαi 

Th, 。“ ι" α ∞@끼g , l ù:kij riæ 

Swecl .oup js rooked j" my 110"'" 

N，ω lel 0"' 1，갱'.' fold 



'"' 
In tlùs gam~、 the girls sit stretching ω，t their legs in paralleL Onc of the 

girls rcads 0ι"hε dong dao poern ôl1d simultanio 배 녀'PS the legs of the 

girls (each wαdroπesponds with a tap). At the end. thc girl ;ntention띠" 

이ows d。ιI、 ι'" 애ddenly laps On any leg. Those whose lcgs folded up 

ln time wiU win. At thε enð of the garn“ ψ@ 잉이 whcæ legs are still slretched 

ωt 빼 '0. 

。n thc sernantiç .sαxl， this dO>lg 이.'이g. 05 weIl as π\Ony 。ι.ers， does 

not con<잉nttatc on a æ rt.in coκ"tete ‘hcme. II seerns thal lhe drildæn ju야 

pay att，‘ nι。 n to thc rhythm of the p∞m õnd the c(πrespondan∞ b，w∞n 

the poem and the g'…'5 movert"leI1ts, leavmg the rneru뺑sentençe， 

1π∞herent and ,mconnected. For instancc, wl‘le talkψog about "the goby 

lS insidε" th:e hI>e iS (11미side，H \hey suàdenly tl이rned 10 “'the po!al。 ‘ dipped 

in honey," ôl1d "the ßuddha is ~itting and crying" We çônnot explain why 

lhc goby 잉 k잉do， "" 아e is outside in“,ad of vice VC",", and we still don't 

know why lhe Buddha cries. In Í;ιct， childrcn normally don't think in a 

logι이 wo, τ'hey peræi‘ e ιhe suπ'otrnding world by impπ'" 이".0ι>1 by 

r∞∞=g 끼 "이 .re, the iIιgical nature of the COnιcnl 0‘ do"g dlW is a 

prornincnt char쩨C 

We sornctimes find in donK dao thc nonsense scntences lhal cannot be 

trnderstood 이"쩌ained， mosl of !hem are pu! a! the bc망ωrig of the SOf년S 

For instanc<‘ Ihcre are the sen!ιnces like "Nu na nu nof￥‘ 깨)ung dru‘8 

dung de/' ι〔미 chi chanh chanh," etc. They are ∞nsidcred the guidψ" 

senlenoes which draw !hc atlen!Ìon and intereSI of the childππ Those aTe 

aι() the senten∞s that give thc first rhymcs for the p。η" ，

R 샤ould be noted tha! Vietn~mcse is a monosyllabiç bu“ multî.toncd 

Ianguage. That means there is 。떠y 아!c syllable in ανe ιord， siαnilar 10 

Ch inesc lang l1age, bul there are 6 tones in Vietnamese lan영uage instcad 이 

“ ones in Qω‘ese. "Ihc t。야 .. re 야onol1nced differenl“Iy, varying from area 

!o areô. Bul in geneTat despite region띠 accents, Vietnamese Ianguage shru、 s

moves up and down like a musíc melody. In the othcr ‘6끼ds， Vi，φ=~ 

'P'야 ng language itse1f rorυlains music. Thercfore, on listcnin잉 "'.“e above 

dong d/l() P∞m ，끼;h Ihe melodious reading, “ is if we arc lis!ening 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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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u.sic rnelodι but in fact it's 뼈.t a poem read ;n a melodious and rhythmk 

w" 
h … F∞m mentioned above. there are 4 words in one sentence 빼 

''" ，잉d out in an even rhythm …fu 이~ ‘τ>rd rorresponιm잉 “ ith one tirne 

unit (the σ。ιhε사 

H。‘"wι m인ng the sarne style of poet~ι children can perfonn another 

r이 thm that seperates the sentences it‘。，‘。 rd syntactic groups. For 

exam~ ε 

I i F þ J 

Dung dðηg 이ng di 

D하 η.，; di d>여 

ÐêiJ cõn!( n"à IT미 ", 얘ι I~y mr 
Cho cháu vf φe 

~&ιh… 
Cho <6， δ 써 

Cho gà b&i “F 
Xi xii xi "",,p 

Ngõ; th\lp xumJ!( dity. 

」 」

@깨 ~"ι '"η.g a, ("'''''<11,.) 

T씨'ng child"", •π d 10' playmg 

" 싸 H .. α끼 's gale 

, ，α'Y my un"e a찌 aun’ 
[<:/ "" '"ηw .. "ω my homûand 

Lel Ihe g"'" go ω 이h。이 

ι 싸e frog ,“’‘.1 home 

ω '"' ,“ ，=ω""띠 in lhe a.찌 ,001"r 
Xi xa xi x"p (;…) 

μI"s sÍ/ dflWn h"ι 

(In this ∞ng. the children hα.Id h~nds.. w며 •• 임 mò ψ"'""잉 while ""이"'.8 

fu힌 r arms back and forth corresponding ‘"ith the rhythπl. Whcn thc song 

cnds the children qui(싸Y sit b.ζk on their haunches. Then, they rise up 

again and restart the garne. This is a k떼 이 cxcrdse suila바 for young 

children). 

As far as prosody is concem여 this poern takes its rhyme both in thc 

rniddte of thc sc께m∞ (medial rhyrηe) and at 야'" cnd of the se“enæ (erulι'g 

rhyme). Thal means the la찌 、^，oro of the firsl sen‘ nre must rhvme with 

띠e 으e<:Qnd word 이 the se 찌 sentenæ, then the last v뼈 이 thcscc。쩌 



m 

scntence mu.t rhyme with thc lasl w아d of the ιkd se…:encι '" “SI like 

ψ띠~ thc sentenα~ are 00띠tected on thc rule of rhyπ'ð. η1ÍS kind of rhyme 

helps oonnect !he sentcnces together α"a!ing a oo~ 이nuouS chain !hat 

~，바s !he ch 띠rcn to me π‘nze !he song 여잉ly. on Ihe other hand, the 

、"'Y 이 dividi얘 상 e sentences in• '0 2-word grωps is also suilablc 10 1야 

game of s‘ inging h잉띠"때 accompaα잉 !he song. 

Dung dðng I 이씨~ de 
Dãl IYi I 이 d이 

e하 cóns I 이띠씨 

lt should be clarified ιal !hc 2-word group is a basic and typi잉1 segmenl 

of folk poe!ry of thc Viet peop1e. The !ypkal form of poetry ι ‘ Vie!nam 

‘ ωc 001 (six a"d 이야0， in which ψte senlcnccs are nαrmally sεpM아ed inlo 

2-word grou야 " ‘。"‘

。 0/00/0 。

。 0/00/00/0 。

1his basic 2-word sef\menι k 꾀50 found in the dQ끼g dao ∞r갱S 이 

Vietnamcs" children. These can bc consideTed "이rif\inal ceUsγ lhal bu띠 'p 

the poetic a여 씨sical ∞rnpositions. Many ‘ 'ariations on rh얘un have been 

made frorn tl이 s basic u… a쩌 applied 10 f ι songs. 

k α ，e abov<>-mentioned do영 μO 잉"，，-。 ζhildren used a varian! rhyψm 

Ihal ernphaSizes ιe 2nd ffild thc 4'" ‘ lords 01 the poenι ，，，쩌11 kccps the 

2-beat unil for a 2 ‘vord group. Herι each group of words stil\ c< π"esponds 

wi!h a ν‘ rne.surι but canlains a variant "씨;h an interrupti이， =d 

quickening rhy!hm 10 suit th。 띠떠ren'S game, 

Beside !hc 4-word form 。‘ poetry popular in thc dong d.μ。 songa of !he 

Vict P∞p ζ sOrne other torrns Cffil bc found. The 3 “lord ‘ rm is a typk.이 

~，m까e， Wi“h !his s~시 e， thc children “ e ano바잉r ι'y!hrnk variation of the 

2/4 beat that ernphasizcs the 1" a얘 the :3“ ‘@ιds of the scnt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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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o 
XIa al m이 

α ctl c，ιφ 

CMn nàø Jφ 

α buôn '""" 

얘" 야o d" 

J 

μ꺼 mèo， !.;m cM. 

~ 

To pierc.ε the dory Ji'h 

,,, ，ι .... , 샤"， ψ fi" 
“’10" kg is beauliful 
~，뺑 bu，iness 

Whose !eg ;, OIack 

Beromt the ""t and dog 

And Ihc ~ μ‘ing Jong JM iS re‘ d in a 1“。 n and flexibJe rhy lhm: 

Chuyln d"'ytn m~t I그 」 ’ 

M(it aði 
」 L 

Chuyfn ch맹aη ~， lrT 」

Hni dði 」 」 ? 

Chuytn ch“뼈’ "" ,L•1 J ? 

8. dôi L 

QUg cífll 」 L 

u" ，이 
j , 

~μðidδ L 

CM 이에 L 



m 

Nhlf ma 
」 」 7 

ilùm Iha 
」 」 ~ 

MI!y IMI 
」 L 

BGt can ιa lrη j 

Chiil dåll duJjj r ::J 」 ? 

'" 
The rcason why I analY7.ed thc poem's rhythm in 。이 s paper IS to ιlarify 

fu. “ct that ‘"hile children aTe 꺼aymg gar아‘ they fakc the poem's rhythm 

as standard and harmαtious with the gomcs. τnose poerns' r써 thms are 

the boscs 01 the musical Thythms that are !1sed in mclodic do"g di1Q songs 

in particuloT and alI 1，싸 S앵 mg.때 On the 찌.er hand, in 따 m뼈 

aspect, the is.,,,es 01 time and rhy이 n aT，이'e thc irnportant lactors that create 

the characteristics 01 a music 끼<'æ. Vielna썼 6ι 0008' 야ten b뼈 thcir 

rhythms on the b.lse 0“ the pocm's rhyψαn‘ then thc musk motifs and 

music sente뼈 are conslmcted. The structure 이 the v‘ f짜 S앵 is also 

~"“ishcd "pon th‘ elemcnt. The prominent fcature in do끼g dao is that 

the ba.ic unit 아 ‘ k ∞얘;s is abs이비ely used. The variation of tl… basic 

rnrlt is not quite aS highly d.ι1까oped a, “ is f，。 며ildren who are al lhe 

.gc 01 띠m씨ure thinking. In the other won:lι the above-men이。 rlcd Dα시S 

daQ songs are i"야 the most sirnple initiation of the tran낭'onnafion lrom 

poetry to music. 

m~ωrt， th~ d얘 dao songs menl…썩 above are not the r에 muSlc S얘 

'"' α비ly the poems that are Te\ld oul mξ，IOOi(‘1S1y in the lones (“ v‘m잉n= 

language "끼 h 80mc certain rhylhmic patterns. Iu ‘ ay, thcy help 10 make 

，h，찌n for the games, and through the WOT야 thcy teach the 。“삐rcn many 

intercsting 써ings about thc surrolUld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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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lodic don)( d/IIJ songs 

A"에 zinj; the melodic dor잉 dao songs, we mn scc that thosc mclodi"" 

.re vcry "'mF ι "αlccting the innocence 01 dúldren's thinking. This song 

below is sung in the So찌-h of Vietnarn 

‘aα9 jj。

ön cv‘;p trιy 

In this oong, each word ιOITesponds with α" ，.야 Just like thôι fu. 

rhythm goes on eve이y as 1‘ this ‘ a poem but not a oong. 1t appaats α，，' 

the poem becamc a song. though just a simple one. This can probably be 

ronsldered the inîtî에 step in the process 이f musk띠ß얘.on 01 dong lÙlO poem‘ 
h 야ùcr 10 und얀stand the way poems 、νere musicali7.ed ‘ IC C에 moly끼. 

some other dong dao songs. 갱ac kirn thang" is a ‘ .k song 01 the South, 

'"“ “ "'" ，.∞~p。이lar in all t이ee parts of Victnam 



2뼈 

Bilc klm tha얘 
ρ‘”이 Nsm8이 

써.""'" J=.oo ~，‘이↑RÁN KI~TTα~， 

The melooy 01 the above song was built on the base 이 the pental빠 

S띠 re-mi-sol • ,. 잉i， thosc notes aTe written as ho - xu _ x빽 -" 

- conf\ in Vietnamesc πg뼈1 notal 。 ι 1hls pentatonic Sιale i5 very 

popular in Vietnamese πιd뼈nal music with d빠 ~‘ vanations aκ=뼈얘 

10 rcgJon피 nuançes. The usage 01 this pentatonic sçale in the φ얘 φW~'" 

helps familiarαe childrcn with their Iraditional music. Lct' s see how the 

notes in this scale were used 10 e빼 the mt뼈 

As 1 have mentioned ιe standard Vietnamese lar‘.guage has 6 tone‘ 
div띠ed inlo 3 groups: hig 야 medîum and 10\’ Victnamese folk songs, 

"띠uding dong dao, have applied these class퍼.cations 야 "''"“ng lan연uage 

m 비피d up the musîc melodies. In thc above dtmg 이0 ∞ng. the wo찌s wilh 

이 tone are pu“ at the high πgister. the wo여s without acrcnt are at the 

medium registeι ili, ‘、이d .. “h (\) and “ acænts are at the 10ι re f\ister, 
”“:1 the ，δrords wîth (?) tone is for a Iiaoon from the low re잉 51er to thc 

medium register as the spcaking Ianguage 0‘ thc local P∞ple. 6 

‘
There i, DO wonh wilh (-) '0110 in this song. If it wasι、……‘ιould be ，뺑 

• .，찌"" tlw 끼‘ ι bocause these two tone> .,e P'∞()tJnccd the same in 'pe，앵 
“뺑 01 C에에 w띠 Sωιm 씨etn<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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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register μ、w regi이" 
k ~ ~ 

~? \ 

'"φ "잉 ι 

Sα becausé the melody of this dong dllO song was estaÞHshed on the base 

。f !ocal s야"맹 languag，ι cach word f，에닝。 o아 notc w11hωt romplicated 

liasons. 

Another d.“ 'g dao sαng ;n ceIltral V쩌 also used lhat three levej 

dassification of 녀nguage， al thc h영:h registcr are ψt 이 IDd (끼 tone wi!h 

“0;αns， al Ihc rnediurn regi‘ ;!er are the WOI낭S ‘(iliω" ，καnt and 야 ili, 
low I'C:킹ster 3t" thc (.) and (\) tones: 

Con chim $8 sè 

、‘’ -."… sω 이m" "'" ð이-~ 

'Hón sil!lh: miMg이 t， '"" vð. 

찌
 

\ 

% 

\ 
? 

뼈g k 

/ 

Medium register Low register 

\ 

Cornυ19 to the South, the melody 이 l이s song has bce" chanl양d to s…t 

the voice of thc southem pe。미ι 

High rcgisrer 

F든늑i'-- \ 



'00 

Mod~ 。ι (J, •• ) 

,. d;j ι""nh Tti 

」
평
 

없
ι
 
‘ 

/‘<。

Gm><q이m"ι ι'" melodies of Vietnamese dcmg dtw 50'연s were estabt야"" 

af!er the tones of j.싸띠 speaking language, and this can hc ro:떠떠ered the 

ffi"쩨ization 01 the p∞1I\S. Because the"c n빼 are s빡 bu! nol 

hig비y deve 띠e' 、，싸 ι。n 꺼[이1혀 liasoI1ι thcy aæ suitable to children's 

way of thi샤áng. Anywa:ι “ sti1] c째 잉meæ어n rnuskal features w\úch 

help 이rlldrεo ，。 아 f.mψar wî!h basic and typical rhythmic p이lerns 。‘

σ.， η 。 πal poetη and mu““c 

4. The Continuation of Vætnamese dong dao Tradition 

Since fi인udal times, poets have çomposcd the poems in thc dang dao .tyle 

10 edumtc d피rueπ When Wcsæm music Oe~n to take root into Victnamese 

society, Vi‘ tmuncæ mα0"갱lS have applied !he typical fC\l1tα"" of traditiona! 

n 잉ic in cornpo잉ng new songs, creatir영 a rnusic stylc c이led modem 

a뼈] 뼈'"∞뼈쩍h얘@이 musk， which is a ∞mbinatiún 

。‘ tradition이 music style and Western music stylc. In that same tre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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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Icaturcs 01 dong dao music have 피50 bcen ap끼 ied by profcssion에 

n 이cians in romposing new songs for chîldren. Being romposed. in the do셔g 

dao styl<‘ these songs arc calJcd new d이 '8 ，ι。 이 n 여em <ÙJng dao 

To composc ncw 이 g φc. "…i 잉Mm‘ e app!ied ι.e f，이llowing mel:hods: 

1. Compose melodies f，이r thc tr얘i!io찌 dong dao poems. As men!ioned 

above, n 야 t of the tr때itio떼 &…s ιw ，앵 are non-me1od ι Therelore. 

musicians composed π아 odies for !hcsc pocms, maιing them melodious 

，=~ 

1<.:., e .... ~ .. ~é! 

~ """ /"" 

,w ω M _ 

iιa 이， "' ,‘ 

@ .. ，‘σ ndc klwè 

Ihç ndo Ihω 
t“ 

@ 

ωa 

M 

”‘<, '"‘시UIIJSÙU 
LiÚ:Jt"ll d"ι 

α‘’ lM 1>(\0 

o‘c t h<! nao 

Ki<> ''''' /ita 

“ ii~ "'"' "ιg 0", 

“ ”‘ 

Here, the typkal fcatures of traditi“nal dong dao are ap이" 띠 a highest 

level 

'"이 ng even rhylhrπ each word ι"" 이‘ a beal (crol\이 el)， with 



'"" 
aninterruption on the last w이ds of thc 4-‘、이rd sentences 

short st쩌이이 sente뼈 easy 10 memorize 

• slm이"0 、，lody with the tradilional pc…atonic scale do - re - fa - sol 

ι 까'" melody is ε'losdy Iinked wilh the tones of the sp<깅king language 

the registcr is n.π'ow， no! wider !h[\l\ onc traditional p""tatonk scale. 

m 양neraL this sα'8 i. jus이ike a poem a쪼embled wilh a Jll에여y. lt seεπ6 

Ihe musictan intentionally preserved t야 typical features 야 dong 0μ ， fu이 

madc thi. 50ng Cιosely linked with traditional d,…'g dao style, and 

∞nsequentl~ ‘ îted the children's g.me 01 s.'Iwing. 
In another son!; the m잉。dy ‘"as more devclopcd I>y new methods of 

composition_ Here, the basic rhythmic uni • is a quaver whkh falls on c ιh 

word, expre<ψog thc fus! speed 01 the “。 nen running homc, mrrying heavy 

양。 ds on thcir 얘。uldetS_ The register of thc rnclody is jn one octave, nol 

↑∞ wide “)T children's \'이。e. Being built on pentatonîc sc 끼e wilhou“ hillf 

roo'‘ the melody is dose 10 many genres 야 lrad“ 때 music. 

Simila시Iy， there arc rnany SOT‘’'"싸 the same style, s ζhroιTh， m∞ n 

rom~ 야 wn" (by Pham Duy1 ι'Catdψog the peacock" (by pham Duy), 'íap 

tam vong" (by 1ε Hoo μ이 "ι 

2 “ the w(지rd [lIld πelo.dy are both ne써y rompo.‘:1, the mus…ans als。

intcntio.nally ap이ied the 4-νIOrd s l] 。 이 wπy and the 2f'‘ tempo whlch 

aTe the characteri이 ics o.f ηadition에 dong dao 

3 짜 musicians aJso. composed new s빵 "α"" 빼 the ga뼈 

such as riding o.n a bamt∞ ho"‘" rounting fingers, jumpi 이;. o.r queuing 

0" 잉 a train. This is a rontinl뼈n 이 (야 "찌itio. 아 ι…'g doo so.ngs that 

are often sung wlth chiJdren's games 

By these m어<hod‘ Vietnaπ，ese tùmg '*'0 son양 have been ‘’ eU deve. 얘ffi 

until moderη t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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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ι.!l((，J，"~k-.a~‘g 

@“ %“ ，ι.Aι -‘ 86"" tJnS g&‘ oι. -，셔‘λ 

찌p 011 ;,,; '" 찌m 야4‘ M~t ph‘’ r“ ~. "* ph.,. OIW 

Nowadays, with sodal change‘ children don't tend to play n ∞， 

tradition이 games ò이 are absorbed inslead in online games. The Dong dM 

songs are ∞nsequcntly also ne딩:lected. In order to preserve and pTomç어 

this Ir，찌빼 mu<lζ m=y 빽 dllO son용 are indu얘 in the rurricula 

from pre-sdκ에S 10 primary sch，。여s. Many cfforts have been made in 

Vietnam 10 foster the souls of chi!dren, the future of αlr natlon 



Dong dao (홍옳) - 에흐낭의 전래동요 

판두4간다요 

(Departmcnt of Research Hue Monumcnts Conservation Centeπ Vietna찌 

전지예 옮깅 (서 응대악~ 석샤파찌 

I 개영 

1) 에트앙에서 Dong ψ ， (영9약는 당옹 흔혀 샘의 증。1를 수강~)C는 션 

/ 해 옹요응 가리기는데 λ}용g다} 

에트냥어 샤천에서， Donj!; dlW라는 용어는 디F용과 갇이 갱의5 아 있다 ‘구진 

등 . ..&-",' 

훈회은져 건찌의 D이'g dar 에 대한 어느 연구서저응디옹과 강응 정의득도층 

쟁다 Dong dao는 구전 용요이다 이는 예전에는 각가 미상의 인간 창야곡。1있 

는데 나ζ에 이 장으의 f응 기초g 하여 영몇 삭가등이 똥요릉 위해 싹Aι릉 하 

었다 자가의 이릉이 았는 갓도 연구져을에 의해 DDng dao라 응연아_"2 

안언， 웅약 연구치를은 마음파 같아 진응했디F η"'"' ψ0는 놀아 '1 오략에 사 
용원 똥요 장르아다 .3 01는 깡기 두 깨념보다 운영 영의의 재념이다 이 개녕ξ 

1 V.n T.n (Editor in 뼈 V ,"""""'" o;C~Q，""， (1977), SciOncc a"<l S<>daty 

Publhl‘". Hm\()' 
, Nguyen Thoy ι씨 ~" 。 ω "ι19. ---, DolIg dl10 ""d gam'" "J Vk 잉m~ 

'" ι(1997)， Culture Publ;,bor, H씨 p_ 5. 
, Lu Nhat Vu, Lc Gi.ng. A S 때 '" ι“ m니 'C oJ ι"~씨 (1983). Ho chi Minh 



Don.~ ι'. ，호쩌 때트냐의 진얘용요 m 

D<mg dao7t 다흔 킹우가 아냥 안지 아동이 놀이릉 항 예 푸S 노해라고 한정한 

τ:t. 

따라서 옹악。1흔-7t등의 견해에샤 D"끼g daQ싼 。f%융 에한 정웅 용약 끼，g듣 

가려키는용이이q 이는에트냥을포항한역라 니14의 인류의 양에 1 요래 천에 

갱착윈 것이대 õ-;，세 。똥응 외얀 인요효서의 D씨'g d.ν 。 외에도 영유아를 위 

한 Hat ru(자장기ι 성인융 외한 Hal giao duye이연가) 등아 잊다 역사의 파정 

에서， Dong dao 슨 끊잉엉이 연해았니} 잊혀 지거나 사라낀 δ 래을이 있는가 하연 

새g운 요소응이 싹흑의거나， 보안의이 앙선의아온 노애틀도 잊q， 잔등 [lQ,,>: 

,., 동요는 잉안적으포 ε。1을 수암힌다 즉 아용에게 얘우 유"하고 홍이g운 

1:;:- 01와 노얘의 용합에이q.Dongdtll)는 세 가지 구영요소 즉 놀이 양ε시 그여 

고 응악칙 션융이 포앙원 흔안지 욕한에약 얀양 수 았다 얘오는 농。1아 시， 또는 

안지 시안 포항항 수도 있다 

재표& 용악 스아영호 ‘>'H동윤 위해 새읍게 작곡원 헌" Dα"g ι@가 전용 

Dong d.o용 제i하고 잉마 야 얘료운 용요는 ""언에 。1후 에드냥에 서양 용 

악。1 정식의기 시작히연서 영신되어 왔냐 진응 Do,,>: dao 스，q잉의 이 새호운 

중요들 신 Oo"g dao 또는 혀대 Don>: dtll)라 우용다 그 외의 스타양의 나어지 신 

용요는 Don>: àllfJ의 엉주요 앙류5 지 앙고 단지 웅요라고 웅링다 

온 연구익 주요 5요는 진흥 Dong do。 그리고 진딩 D，η<g dao의 응악적 특갱 

。 다 새호운 Dong <iao 또한 성용이 이영게 연재까지 지속외고 있는지를 보" 

씌얘 연구의고 있다 Do，，~ ψp 는 서E 진이야 연경되어 상호 엉양응 n 서는 잉 

응 구생요소등응 ".하는 혼합석 옥장 에 았으으로 용 저지~ 비응 응악적 연 

구가 은 논문의 주원 옥직잉융 강2ε하연서도 %악지 징근똥 아니아 보다 잉은 

민속여걱 판정도 f앵@ 것앙응 훈영히 한다 

긴 애프냥옹 "개 l긴족이 사τ 다운화 국기이마‘ 。l껴안 인족을의 대우푼의 

민욕 응억에서 우려는 요을냥까지 연구자들에 의”얘 청지이 죠ν사익지 않은 Da"g 

,., 응요등응 양견양 수 있다 용 논운은 애E냥 꺼주지익 대디수。1자 그 운짝가 

일안적으효 애트남의 대요 문화호 간주되는 에트냥인(Kinh옥)의 Dongdtll) 에 주 

호초정융맞총것이다 

3) 인간 삶의 응악척 환용의 한 단께인 인용 응악의 한 강프호서 ， Dong dllO는 

에트냥의 진흥 옹악 연구 서작익 잉우 특정 푸푼에 간얻히 소개되었다 이 연구 

。Ofu히isher， Ho CIù Minh Gty, p. 119. 
‘ 에으‘\t-'E KiIl86.2드 L 씨 잉쩌 인ξ ("튿 자지안에 



'" 
서척응응 。이g JaQ'애얀 초정융 잊추고 공응 연구 ~영에서 푼찍석 및 인속여석 

관정에서 아 iFi 에 겁끈했다 또한 이 영의퍼는 DDng 야0가 에으냥에서는 경E 

적정히 이루。1질 수 없었던 용악겨 정근영억으로 조/시영 수 있는 기회응 안등었 

다 

2 운츄와용제 

이용이 우르는 0 …!g a"" 응요는 아웅아 ，연셔 주위 환경파 정안 예 스스호 
작곡었응 것이다 마흔 노얘등은 이아도 어른에 의해 작곡"었용 것이다 옛냥 

"지응온 안조융고 요호한 의 "1의 。이앵 """ 스타영호 λ1특 칫온 었지안， 그깃은 

특정 사져제긍에 대한 고얀 또는 다/댁 사피찍영의 정조를 앙시하τ 것이었다 

한에 Dong dIlo 용요는 하늘의 옥소랴료 여겨지기도 했다 그이나 λ냉응 영새주 

의적 찍f지응이 어리석어 sι。1는 야이등의 언이 뒤에 숭어 j신의 뜻응 3호연엉던 

것。 었다 그칙으R 잉우 Dong dιo 등요는 한에 샤양등예게 쩌어 있오늑 갱고하 

는 “애언"으" 용아 되기도 겠다 

DQn~ ι‘에 "한。1천의 연구작업에서 엿 가지 다응운휴양영이 잉었다} 운 

영1셔 진근의 연구는 Don!: dlw의 g현 대용에 nJ-<* Dong da 을 다응파 경이 운 

류엉c}. (1) 쿄훈석 노얘 1'1 여홍융 외한 ‘」래 웅φoan Quoc Si, 1969); 또는 

아용의 연영에 따. 다응까 잔이 암류했약 (1) Ðω dong(5-9세은 위한 """3 
dao, (기 thiet! nie이 10-15써)응 워한 Do1Ig dtw(Trieu Nguyen, 200이 인속역f직 

영구서적은 Dong dnc를 다융"'1- 같야 용홉했cι 1'1 인속 악곡 ρ) 전문 작가의 
악패Nguycn Thuy Lo.n , Dang Dieu Tr<tt영 흥 ，"0끼 따라애 Dong dao는 

운학 내용 또는 작가의 기준으g 강유되었다 온 논용에서 DQn~ φo는 응악척 

기준용 기초죠 두 종륜， 즉 1'1 우서융 노예 그리고 1'1 션융 노얘효 "녕다 용 

저자는 이 용유가 용 논운의 응악적 정근얘 디 객양하다고 생각션다 

이전의 연구서직의 통끼에 따으언 애트낭얀의 Dong dno는 。1영윤 재외하고 

수빽 콕에 단었다 그 현황에 대한 iλ 는 이 노해의 대부푼이 우션융 노래i!l-Þ 

% 다샤 일하언 성융 노래E 전얘 ""얘 ""' 동요 중에서 극히 칙은 이융응 차지 
한다는 것용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응 성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시 /냥성이 있어 

야 안'" 



~"' φ， 1흉*1 에드딩의 전얘웅요 '" 
• 전용 Dong dao 용요늠 아마오 옛냥우더 우선융이있응 것이다 놓이 양풍시 

그피고 응악혀 션융의 용양걱 흑함에애셔 놓이 요소는 흔히 주으꺼 역안@ 

영냐 야아도 이것이 0'용이 농아와 놀이를 위한 려ν으표서 안응시에안 영 
충야~ 용악녁 션융에는 주의응 지웅이지 않은 이유였용 것이다 건파척으 

5ζ Do"R d깅0 는 용악2의 선흘은 없능 앙~시에 의해 세대에서 새대E 전쩌졌 

다 。1 시싱에 대안 억사적 기흑아 었으으-<， 이는 단지 추갱원 가정이다 

• 전용 Dong dIW 동요는 원해 선융。1 잉었지안 사간이 호응애 ~ι} 정사 석의 

j 고 성성되어 오능냥에는 정국 7νl안 살아닝았다 우리는 에트냥 용서부 

의 타。1얀득의 Dm'íi dlUJ융 안 에호 g 수 있다 응악전우까인 Dr. Ngoc 

llimh 쿄수는 그 f 1%0년대 이 지역에서 연장 연구를 수앵하고 있었융 얘 
타。 인등이 추르늠 대구훈의 Dong dno 용요는 성융이 있었다고 진승했마5 

그러나 최근의 조c^H드 약。1영ε의 않응 Dong daQ 동요가 이이 그 션올용 잉 

었융융 종영영다 요응의 약아 어린이들은 그등의 노혜를 연지 시오얀 잉용 

수 있융 완 수 십 년 전 그융의 우오아 조쭈R가 부으온 었엉 성윤을 노얘S 

지 옷힌다 이는 2띠서1기 후안기익 시외척 잊 정치걱 격영으로 초얘딩 얘우 

안딩끼운상성이다 

어쨌건 기존익 αo"g dJUJ 용요을응 선을적。1건 우선응석이건 국가각 잊 민족 

걱 푼~， 그"고 각각익 국가와 강희엑 응악지 신앤:ε 내포하는 커웅한 "산。1라 

고 생각한cf 

3 때"'낭 Dong dao의 홉칭 

11 우선융 Do끼'8 dao 
태어난 。}가는 자장7얻 듣게 되는이 O 는 인간으오서 회초의 응악 수업이다 

아기는 냐。1용어으연서 어용풍요겪떼 수용져으호응익융받아응이기도하시안 

스스효 능풍껴으호 응입「응 작곡하기 시작한다 이 연영의 녕「용응 당숭하지안 상 

상역이 얘우 흉부한 진친냥안한 g정융 종얘 주연 세1" 옹 장건히 케 인다 에트냥 

어린이등 사이에서 인가 있는 ""η'g a.o 융 등어보;<~: 

‘ 200 2 To Ngoc Than ii!수약 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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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ω aι ,"" "ðñg 
Oíi bõni n8m trong. 

Con "ng 끼~m ngotii, 

c “ /Jroai c싸 m“ 

'"’ "gði Ph~1 ‘Mζ 
CoII cæ "h.íy ra 

αn gà W; biþ 

βrllll" 1"'" ;<& 

써，; /&끼'" chè 

Tè h… chdll 끼r 

L • I I J J 

Nu "" nU noftg (우의"1) 
'lJ-'6이는 。}에 있에 

~'!!응 깎에 잉에 

영에 여신 장자 

1치닝이 잉이서 융요 "네 

개구"，' 연섹 며어냐오예 

"야 당 영비릉 J짜에"lc~ 

힌이니가 %~j-응 ”고 있，n 

잇있는 수프가 씌에서 g고 잉셰 

이제 우응웅구부여샤 

이 놀이에서， 소너을응 다'1를 나강히 영 채 앉。} 있다 그 중 한 소셔가 Dong 

""" 시증 낭욕히연서 동시에 다흔 i디등익 다리 을 가영제 두드리는데 ‘cì<>l 하나 
응 잉응 애얀다 한 언씩 우드잉다 아지약에 소껴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다가 깅 

차기 아우 다러나 두드린다 그 얘 우응을 ]션연 4녀는 이기고 즉。 가 끝날 얘 

까지 여전'1 마리틀 연 얘"'" 있는 소디는 지재 원다 
의이온각 측연에서， 이 Dwn ψ@ 옹요는 다응 않은 동요들과 아간까지g 어언 

구체직인 F제애 짐응하지 용는다 아。1ε은 그저 시의 리등피} 시와 놀아의 웅칙 

잉 사。1의 예웅정에 주의를 기웅영 문， 문장의 의이는 30~도 없고 상안하깨 내 

버려 툰다 에응 능어 1양퉁이는 안에 풍행은 Eιr라고 안하연서 소녀를은 갑 

자가 “올애 석산 감꺼[ 그랴」ι “우처닝。1 앉아서 윷고 있이「호 셰약영q 우려는 

얘 양풍。 가 안에 잉고 응 킹이 뷔벼'"는지 , 그 악대응 성영~ 수 없고 여진 
히 부써닝。1 왜 우는시도 오{!-g.. 사성 。}이늘온 대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 

고 주연 세상응 추려가 아닌 인상으료 인직한다 그에으로 D,mg φ0 내용의 이 

논이성온 투드러진 특갱이다 

우리는 얘얘효 Dong d"'- 에서 。1해꾀꺼나설영딩 수 없는 우의이한 g깅을응 

앙전하는떼 대우응 i 래의 초"'애 퉁장한다 에릉 을어， 애‘u na nu nong" 

‘'Dung dang dung de", "Chi chi d잉th chanh끼 g농의 운강둥이 있마 이 푼 

장ε응 아이들의 주의와 홍이를 끄는 강공。1 푼앙으호 아져친다 또한 이율은 시 

의 첫 인째 양.;r，도 제공한다 

에트냥어는 단응절약이언서 ιν영 어~논 정에 주옥얘야 한다 즉 응국어와 유 L 



Do"~ 야~ (*~찌 에트냥의 전얘용요 '" 
하게 한 단어에 오삭 정 응깅l안 있지얀 증국어 의 4생 대신 얘트벼에는 6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ζ응은 지익영표 서오 다르게 영용잉다 하지얀 지역 시주"에 

도 웅구하고 에트냥어는 대체i 회앤이 응악 션융처정 오흐고 대라는 풍앤한 용 

정응 공유하고 있다 다시 "히연， 씌인외는 에트냥어 자에 " 응악응 대3ε하끄 

있다 그러으오 션응겨으호 낭옥되는 엮의 Do"g daQ 시릉 을융 여t 우아는 아지 
응악 성융용 듣는 것처영 느끼시안 샤질응 시가 션융칙아고 라드"1켠한 잉여으 

호 연혀지는 것일 잉ι1다 

뀌에 언급딩 시。 서 성 -lPJ-은 4꺼의 연어즉 구생되는애 한 단어는 1 익자에 

예응하연서 안갱앤 익퉁으호 잉어 진다 l'용응효) 

그러냐 같은 스바잉의 사라도 。}아응은 문장을 VI 얀어g 원 꾸운 그응으표 

운히하는 또 다흔 려음으호 잉융 수 있다 에흥 등연 

Dung dilng dung d.! Dung dang d“ng de (-우의이O 

Dilt tn! 이，~ 근써의잉윷농개예려yι4 

Nn ron잉 이이 trM 갱" 유으< 

μ" "ι W 끼0 나는 상슨" 야오에재 기도예 

Cho chtiu vi '1'" 나릉 고양으5'_ $QI오개 얘"，ej-，-ol 

Cho di! 이 '" 영소'7t 야쿄에 기세 얘양"고 

,", ‘ó, δ 끼싸a 재까이가 정에 있케 얘g라고 

010 g<Ì b&i “? 딩이 안 냉비등 파에시깨 두악고 

Xi xà xi X\lP xi x. xi xup (우의애 

Ngði α~p %UIi>1~ ι. 여기 양사 

(이 노재에서 。}이을응 서호 손응 장고 노애하연서 곁으떠 이등에 잊취 양응 

앙위호 흔든다 노래가 끝냐연 아이을온 져안리 올리서서 응크리고 앉강1다가 다 

시 잉어냐 능이릉 다시 시각션4. 01는 이린 야이등에게 져얀한 앙종의 운ε에 

다) 

운옳이 관계의에 잉는 정 이 시는 분장익 중간 (중간훈)과 끌 (각운)에서 오두 

그 운응 취한마 。1는 짓 1건쩌 푼강의 이지악 연。 가 안드시 두 번째 운장의 두 



'" 
언째 당이와 운이 앙o}야 카고 두 언째 웅장의 아시악 얀어는 세 빙쩌 운장의 01 
지악 단아와 운이 맞아야 항용 의이한다 이윈 식으호， 운장튿응 앙웅 유획으로 

연경원다 이런 종유의 앙운온 문%ι을용 양꺼 연경하는 것융 도약 。}이응。1 노얘 

응 엽제 기억할 수 있는 연속척인 시슬응 얀온다 싼경 웅장융 2당어 그용으호 

니냐는 앙영도 노얘를 ‘F엔하는 손 용등기 '<:;."'1에 적~에대 

c π g dðng I d'lIl8 d, 
DJt tι/ 써，"，이 

Ð& ιðng I nhil trIJi, 

2 단이 그응응 얘E냥인의 민속 시가악 기온칙아고전앵겨얀 웅정잉응 훈영히 

해야 한대 에드낭 고유의 전형척인 사 형태는 luc bat(여섯 여때으효 운상온 

일안칙으로 다응파 같이 Z 안야 그용요료 분려 원다 

。 0/00/0 。

。 0/00/00/0 。

이 기용져안 2 단어 운정은 애드냥 어연이등의 Dong dno 중요에서도 방견원 

다 이는 시와 응악적 구영을 우증하는 기용 연외 흐 고려핑 수 았다 이 기잉 

단 써에서 eι응 혀응 。1형이 파생되이 민요에 껴용의었다 

앙서 인긍딩 Dong dao 노예에서 아。1을응 시익 두 언애와 비 언쩌 당어를 강 

조하는 킥등 아앵응 사용얘지안 역전'1 ，한어 그읍에 대한 2약자 단위등 유치한 

마 여기서? 삭'1의 얀어 군온 여전히 "' 악자얘 "응하지안 아이등의 놀이 에 잊 
수기 와얘 려등융 중단하고 7"약화하는 연영원 앙엉얘 우딪힌다 

4그 
x“ omι 

"'. ‘,hér 
Chfin nòo dl(p 

α ""이 m," 

Chiln nòo <1", 

1 

ω꺼 '"ι IÌIm chι 

> 
양꼬? 를 쩌찌르허모 

양어흩누으혀고 

누구 다e 가 예은가 

효소 사영용하연서 

누구다혀가정응가 

코양"1아 'i7} 찍기 애해 



Dong dJW Qì[ij;) 깨트냥익 성얘용요 '" 
에트낭인의 Dong dao 옹요에서 인기 있는 4안아 형태의 시 외에 디흔 형태들 

도 앙견되는예 3안이 앵애가 갱헝척인 예이나 이 스다잉에서 아이를은 운상의 

갯 엔째와 세 언째 연어응 강조하는 2μ악자의 또 디R릉 "드미설정 이영융 샤용 

었다 

그피고 다응의 Dong dao는 몇 가지 욕정아 얘픽융 용'.5õ.~ 는 쭈드업고 유연한 

리등E.5t ~l엔" 

Ch"yfJ, cJ1U~in m이 .D L 
NWt JiJi L 
α”δ， ch"yin 1,," lr「 L 

H이 4이 
」 L 

ChUlι” ‘써yδ， '" lr1 j 

" ι@ 
」 L 

Qua ctiu 」 L 

úln sðj L 

'"싸 " 
」 L 

α'Ó ðuôi L 

~"-
」 L 

H깨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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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y /,“" 

g씨 CCIl ai 

Chilt dâJνd “ 
EcI. 

」 L 
냐r그 

L그 

ι4 

J "-

용 ε운예서 시악 리응융 용석한 아유는 아이들이 놀익을 ，，'1-;즈 똥안 사의 러응 

응 놓。}와 조찍을 아루기 워한 기준으로 성강니는 시징융 문영히 하기 위한이다 

시의 여듭응 특정하게는 션을걱 Dong d/U 용요에 영한썩으-<는 오등 인요에 사 

용"는 웅악져 혀응의 기초。1마 한연 ~악지 즉연에서， 약자와 려5의 문제는 

응악끽냥의 성격은 칭생하는데 증요한 요인이다 에트냥 't!요는 흔히 가아의 " 

등옥 기초E 하여 리등응 구→1한 다응 악곡의 오티프아 임태를 우측한냐 전에 

노에의 구조도 이 요소응 토대료 정해징4. Do“'8 alll 의 두드러진 욕갱응 인8외 
기온 단외" 써대2녁으포 샤용되었마는 갱。1나 이 가온 단와의 이형은 아주 썩 

안연되지는 않았는데 사M 이숙한 연영의 아。1를응 외한 것。l기 때푼이었다 

냐시 앙약연 외에 언급잉 DoNg dao 동요는 단지 사에서 용악으"의 연쟁의 가 

장 단순얀 개시。1다 

요약야연‘ 위에 연긍깅 Don)l d<lo 용요t 지정한 악곡이 아니라 단지 잊 가지 

특성한 '1등 있는 얘덩으호 에트냥어의 성죠용 응옥히능 사에 융아하아 아쨌등? 

Don" daQ 용요는 e이등 인영 "등응 안듣고， 당어등올 용해 아이듀에게 주연 

세상의 양응 흥미료운 사암을 "으치는 데 도응 S 운다 

'1 선응→이 있는 Dong d(JJ) 

션융적 Dong daa 당요릉 문석양 얘 우야는 그 션융。j 애우단순-$}겨 아이을 

의 생각익 순수양융 안영양은 안 수 았다 아래의 노얘는 에E냥 냥경에서 응연 

다 



Do"K dao (ID$i) 에트냥의 전.웅요 m 

이 노래에서 샤각의 단어는 한 악파 얘용한다 그런 식으ζ 이 라듭응 이것이 

노래가 이건 시인 아냥 잉정하제 죄생한다 샤성， 아 시는 "1 흑 단숭한 깃이지안 

응악윤 용여 노래가 원 것써영 ~인냐 이는 아이}오 。이'11 dao 시의 응야화 파갱 

에서 것 언쩌 란제일 것이다 

시가 응악짝의는 망업응 이해싹기 위해， 우이는 벚 가지 다흔 Do"K dao 풍요 

를 승 운석영 수 있다 "ßac klm thang 은 냥캉의 인요아다 그러나 세 부운의 

찌E냥 전역。 셔 안기 있는 콕。l 외었다 

Bãc klm t이얘 
뜨션R으으깐온인 

_.“… Jr ."" 。“mo TRÁ.!< KI~T w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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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 노래의 션응잉 5응 응게 즉 헤 이 용 랴λ]흥 기초호 안틀어갔다 。1 응은 

에트냥 전흥 기보냉으로는 ho-xu-xa'영 - xe - cong.으흐 씌여 친다 이 

5응 응계는 지역적 뉘앙스에 따라 어러 가치 이형아 았는 에트냥 전용 응익에서 

얘우 예중척인 것이다 Donx daQ 동요어써 이 5응 응제를 사용하연 아。l을。1 션 

용 융악에 친숙해지는데 도응이 원다 이 응계의 응이 션융융 갱，"三끼 어영께 

사용되었는지 상석보자 

이이 언급엔 "와 같아， 표준 에트냥이는 6생조융 갖I 잉는에 이등옹 고생‘ 증 

성 잊 저생의 3 ~-웅으효 나년다 Dong dao릉 포함한 애드냥 민요는 용악쩍 션 

을융 앙을기 외얘 이이한 씩연 용휴를 걱용했아 위의 ""πg aao 동요에서 ” 성 
죠" 있는 단야는 고융 에잉， 강세가 엉는 단어는 중간응 해쟁 (\)와 (.) 성죠가 

잉는 단이능 저응 해영 그리고 (?) 성죠가 있는 난이는 지앙민의 찍언 시에 저용 

파 응응융 연경하는 연응을 찌영 것아마 ~랴서 아러한 ，，"，갱 이o 용요되 션융 

응 지양 화언융 기초호 갱해겼는이 각각의 단어는 용4앙한 인응 엉야 하나의 응 

표에 해양한다6 

High regi.1eI M eJium reg>st얀 L야/ α썩 

1←~ ~ / ~←， \ 
에E낭중우에서 용이는 또 나흔 α ng dao도 3해앤 언어 푼*를사용핵q. 고 

읍 에앵에서는 이와 (?) 연응 성조 증간응 에엔에서는 강새 없는 난이 그리고 
져응 e 엔에셔는 "와 (\) 생또가 있다 

‘ 이 노，에는 (-)성&의 안어가 없q. ~ 약 이 *융 사양잉 수 있었다익 이성죠와 강응 냉 

링으g 융컸. 것이다 얘냐하언 이 우 성조는 에드냥 응PF약 냥"외 우이에서 용아야지 양 

응‘，，) 예용이'f. 



Dong doo (lò:J!,) - l1li턴에 천해풍요 

Con chlm SII S‘ 
“ ‘ .. ‘” 

H /><l sImh: milin!l ~이<17~ vð. 

High r얘야” 

\\ 
Medium rogiste, 

Sω “，.‘아l‘ mι， ... 

Low regi'let 

\ 

'" 

냥우지망으호 내려오연서 이 노래의 선융응 냥우 지앵 사영능의 융상에 적양 

하게 연화"었다 

High ,egister 

/ 
상댁:관 

ι‘* σι 

ι， 

용초갯표j二3냉jfFF￡흥좋촉릅 
- ιη ‘생 야씨 r~1 ι'"'서i사， ，ι ” 
용þc ;C듭영 {호호후불폭三흩콩경 

1",. ~샤… T~i J".영 '"" ô영 mô! 

‘’~ T{jl ‘“’ d。 ‘, -이 dε 6。
옳굶드듣밭콰B걱핀즐륙륙틀를훌촉경 



잉2 

경 1벼 으g 때트냥 Ooog 야0 풍요의 션융온 지양 화언의 성죠 후에 정~U.l는 

대 이는 사의 용악화즘 고허용 수 있나 아러한 선용틀은 연순~l오 욕장정 연융 
과 힘께 고도g 잉전되지 잉았으으호 아이능의 사1강삭애 적양하다 경국 아이 

등이 갱흥적안 시와 응악의 기용척이고 견영껴얀 리{;. "얘원에 익숙히지도흑 양 

는 잊 "지 특정전 응악적 특정용 정당안다 

4 에S낭 Donl! dao:익 지속 

용건 시대 이후 시는 。똥 교유응 원얘 Cι í: dao 즈타영호 겨옥띄었마 서양 

응악이 에트냥 사이에 뿌"를 내려가 시작하자， 에E냥 응악가응은 새호운 노찌 

틀 작온할 예 전웅 응악의 전형혀인 특깅용 적용'Ó"i-'겨 전용껴얀 응악 스타일파 서 

양 응악 스나영응 혼양한 소위 연대껴 친용S악 또는 용시대걱 션흥 옹악용 장-3'; 

었c} 강온 추세에서， 새호운 동요를 작곡하는 전웅 옹약기띔이 Dαj잉 ~o 읍인의 

진영쩍인 특갱융 적용했다 Dong dIUJ 스타일효 삭곡원 아라한 노얘을융 산 

Dong dllG 또는 현대 Thmg dao라 루흔다 

신 Ifi:mg dao를 작옥하" 외얘 응악가등은 다용 앙영들융 적용었대 

1 갱홍 Do“3 ωo 시흥 위한 성을응 작곡한c} 앙λ1 언긍했듯。L 예우푼의 진 

흥 Dwg dao 용요등은 션융이 없다 그러므호 용악기등응 。1러한 사등 허정 선 

을유 작욕f셔 완성잉 노래호 얀듣었다 



"'"' “ o (:M:~j;) 에트냥이 천얘용요 잉3 

\("'6 e<.<" f~" "ε 
R ‘'1'<: p: ιMTHISÓ1J 
LiIk Ððng 000 

K' 0!Ia l iIa • 6ng Ih? ndo 

‘’ι서 ω • - ”‘ αng thç ndo 

.“a ‘“ "' b<i 
찌e &0 ,,., 1"" 

i '"' 아， 00。 ‘.ι “‘'" -ωι α‘g 

'" 00。 뼈 Ihi 0.1 b“ πνf 

아 노래에는 션용 Dong dlW의 전형석인 특싱을이 최고호 척용이아 -llt1-. 이 
특징을응디1-%:과같대 

잊정헨 리등으"" 얀어 운상의 "1지악 얀어에서 끊어시손μ， ~ 단어가 한 

'è에 해당한"1-(4용응요) 

구소걱 운장이 짧고 기억하기가 쉽다 

·전용 5용웅제인도 에 아 송 라융갖운얀순한션융이 우아의성조야 

간일히 연경외어 있다 

응역이 용고 천홍석인 " 응계보다 잉시 않다 

일안척으'.， 이 노얘는 사가 션융과 aε영딩 것 경τ{ 응't가'1 전통 Dong dlW 

스타양과 긴일히 인경원 Dong dao의 진형작인 특갱융 의도적으호 ~존한 것으표 

보이고 측 이 노얘는 션용써인 Dong àoo 스타연과 영정하게 연용되어 안을어졌 

고 정과정으표 。1웅의 용천 능이에 져안<1다 



2씨 

마응" 또 다른 노얘에서는 선융이 새로운 각옥 망영에 의해 보다 앙선되었다 

。1 노해에서， 기용 혀응 단뀌는 각 단어에 해양하는 8분 응요인얘 우거옹 용용융 

이깨에 아I 냐니연서 가정응 꾸려가는 여-'J-S-의 ”흔 걱도릉 요현한다 션윤의 

용역은 1 욕타-ll얀 l1] <>}%의 옹성에 "1얘 너우 넓지 앙다 반용 없이 3응 응계응 

기초호 안틀어진 션융은 다양한 장으의 전흥 응악과 유--，!jl-!니} 

Ø4'Mι.!t4'‘ι -~.à.!t~.!t 

G“‘^""‘ gðng g，써 .，이 g6nh gt"g elÌn!’ ~‘ ’，~ ““ 

Gánh gânh 

n(p chia ro nðm pMn. M.~ p_써^"，“ ~. m‘ pMn ch。

유‘샤하씨 i당이 내히아요"(by Pham Duy), ‘웅작 앙71"(by Pham Duy), 

“ Tap !am vong"(by Le Huu Loc), 등의 용일한 스사일의 앙응 노얘을。1 았다 

2 작사까각옥응 오두 새효 'H드 경우에도 융9냐7당온 전응 Doc앵 <fu，의 특정 

인 .. 얀어 스타일의 시아 깅4 막지융 의도척으호 적용었다 

3 응악가들은 ;아타기 손가락 세지 도약하기 또는 열차놀이 강응 능이응 

수'.'!하는 씨호윤 용요도 팍곡했다 이는 'c옹의 능이와 영씨 용연잉 α‘g d. 



"'"' ι'0" (흉.~) 얘도인의 갱얘웅A '" 
노재의 지욕이다 

이러한 양녕g에 의해 에트냥의 Dong dao 뚱"는현에까시 육용야 안전되야았 

다 

요응? 사에직 영아와 더용이 아이등은 전용 응 시 대신 옹.인 재잉에 영증하고 

그 경，，~ Dong dao도 응한시외고 있다} 이 션용 응악응 보종하고 장려하기 워i서’L 

잉은 Dong da" 용요가 보유띤운이 초등여교까지 아동의 교파파갱에 포엉되어 았 

다 깨트냥꺼 서 국가의 이에안 약。1을익 야은 영흔용 기E기 엮"lI \Ì.옹 노력。1 

기융여시고 잉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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