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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자흐스딩은 중9야‘1 。써 외치한 국가이다1 카까흐인은 투르크어릉 쓰는

1

인혹이고1 동쪽으료는 잉디4 산액에서

서쪽으호는 카스피해에 이닫는

3()()()knf. ~륙쪽으오는 우강신액익 냥우에서 당쪽으호는 천산(天ω)에 이으τ

W"'

k어 가강의 27，OOO.OOOkni에 。1 르는 용양양 지역에 거주한다 "'''년에 가자호 인
구는 약 10.000αP영을 녕어성다 아 증 6，797，000 영옹 카자흐스당공화국에 거

주아Â 1 ，665ρ0 영은 구소경 용카*‘ 꺼주하R 1 ，s35，OOC 영옹그 의의 나싹셰
거주한마 카자흐스년공아국 인우 중에 서 7~:<~흐인응 ''''년 용께에 의~l-'èl 약

53.4%
프얀

갱도릉 차지한냐 그 '1에 러시아인， 우크g 아 나인， 욕영인 고허인， 위구

우즈i액인 타~으인 등 1야여 ‘인족 아 공회국에 거주한다 이응의 수는

@여년 홍깨에 의히연 약 16.930ρ00'갱 갱도이아

이 당응 양야 구낭아에"l1Alma KUI1anb<lyova 의 사이다 영헤이노j앤aida Ele에딩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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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삭 각시영응 카끼호 용와~(Ka，"，k Rop'이iι"' φ 띠{이， 각주는 냉도악

인용응이 없는 경우는 오루 &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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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ðP 커져g스탄 지호

1 유용융악운화
러시아의 카자흐 정영은 정진걱으오 이루어지써 "

기 에 얀경와았다 허시아

정링 。↑션의 기자흐 응악g화는 :싼지역에서 제정애 ~라 광양한 이용응 하는
유옥민의 운화었대 그들 S 퉁근 。1ε죄 천9꺼j 유르드 :yurt)에 거주하연서 .찍

을 '1 언하는 의삭파 연웅의해 열갱의 통와의에 퉁파 와연원 의식응 기챙혔다
그을의 응악은 샤희구조아 종교의 영향윤 얻은 것이었다
。1 건 파거 유혁운희씨서 비훗딩 가자흐 사회는 세 종용의 샤j석제층인 주즈

(Zlmz) 로 구성되는데 。1는 강유층얀 융 ~l (Uly)， 중륜증인 오르타 。 rta) 그러 I

'1흉 §인 키쉬아 8 피이다 각 제충응 거주지역도 당려했는데 상유층은 현재 가
자흐스안의 동앙푸 중유층은 중푸 그랴 I 하류증온 서부에 각각 거주했다 각

개종응 외:f.(꺼4송) 전통에 따흔 종<;-.J!} 가족으호 구분의기도 한다
용교겨으→g는 낀간시잉과 샤내니증 그여고 이슬링이 융존한τ} 인간신앙은 낭
성 창긴신인 맹그.π-engrt 써신(天때l' 승-， 여성 창조신얀 제으수 Ger-Su 지

오샌성생i$l "1"

해신 iitl떼) 숭애， 그리고 응생파 용연융 판장하는 우 "1이

ωmai) 숭에응 ~함한다 샤껴"융응 약시허(baqsylyl 아 타고 하는세 。1 는 응

악가이자 서 ID~ol자 성생이얀 샤인{shaman 에 의애 정송되여 가자흐 융약문화
l 갱산 f 잉영는 영그혀 강 용어는 우익의 ‘3은 또는
안군".ιn'파 친경쟁 깃이다 아
애 애얘시는 증저 ’.애요 웃셔 응이언:;，."O}， (λI~ι 껴웅낭 20(5), 63온 좋."'1 ， t앤응 눈화

그익고 응악.，(서%， 갱lf.\J-， 2α에 %폭 강3ι

}씨1S;C 01 Silk Ro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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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등 욕 건， 특히 서사 유랑익사의 영생에 중요한 영향응 "1 셨다 "'0
에 을어온 이슬양교는 세미해지아 시으 q료。l앙웅 홍성으

E 하는

기 %영

현개 차지E

스한 냥부에 거주하는 도샤인의 종교가 의9 다 "세기 에 카자흐인은 하나껴트
ιanafit)응 일는 수니찍4 이숭앙교도가 되었다 냥우 카자흐스안애서 수여교능S

호하 아애드 야ι써 (H이a Ahrn cd Yawawi , 11αν116'끼를 승애하는 종쿄호 항칭
었ε}

카자흐인은 카자호스딴 굿경 내의 강용한 지역에 흩어져 거주히지얀 응용척인
언이

훈화

응성문화의 흑갱응 공윤영" 전용갱인 성악응악윤 의삭이나 의해

와 인갱한 씬얻을 갖는대 이는 우인주로 연앵아는 여성 응악과 가장자 자신이
악인등 안주하F는 냥성 응악으호 구운한대 도제식 교유세계 연앵 71 'll， 그히고 냥

성 갱악가나 기악 영주자이 능응 사의껴 지위는 우전운싹 이전의 용회직 특갱응
lι여주는 것이다

여갱의 생악레쩍토리

2

여성은 각웅 의식과 이장사적인 앵사에서 노얘을 연생한다 여 생은 얘2얘 기악

안주가 없이 노얘률 이F용다
의식요는 1노해 호인식아시는 않지안기능에 따라구푼힌다 의식요는 자5자
으￠αa녕r 낭성 노얘얘와여성 노래얘의 쿄연’에 "'삭!!s=.부프는 경흔노애인

1 카지호스딩에시는 냥생 νg응 아크λ」 라j 잉또 0 ， 이는 강용 .잉의 Jι'i'" 이커스，-.;! ';l-앙
우앙파 경응 져웅이대에오도즈 에엔 의 이*이 &경

r우즈에커스ej f응약1과 응3시j 재 2FJ (tII

구 세계유악악찌 " ' " 깅'~). 。 언 장에서 키셔호〈인파 ~l애기~，안의 "요시 안 용어는 우
예냐e써서 냥 3

↑딩응 '1 갱야는 "끼얀 익수의 짙응 계용이다 시얘~]，，}용육。1--'-]0]-011서 냥성

우영의 어왼써 용잉상애 션쩌서는

*"l. '~1.s;. 굿의 응익얀얘J. 61-&~ %3c
‘ 애9안i는 크에 수니1_ 아와 샤애SIua)'얘ζ 구용 *4 앙나 수니아는 이응앙 정용

i아를 영영는아 수‘/(Sunnι 잔갱 ，는 규\"용 ’키는 샤강등융 의이 g껴 시아"'7] 영성잉

"얘 이슬잉 웅용셰 안에서 션웅꺼 영용양식용 자카히는 이는응 안 .εq λ 아띄는 훈'"
는 웃。 R 수니아 이의의 %를 용잉인다 아쩌다 즉응 후 그의 후계응 등허싸-.:;].1쩌

아 시작이띤시 시.，피가 생컸다 쑤니 아는 아호에드의 ，치 자흔 갱용 강혀뜨íoaliF ι 계승자

또;三 대 ~ÞI).'‘ 여끼는예 시아아e 아i에브의 샤워잉 양"1셰“애 용'1 프)를 정증 앙아프;
인갱엔에 시아양 교R 아안융 증상

"t

3.{)()(l--4，OOO안 영。) 의;i!，"f니파 쿄도τ 익 ι

억 영으g 。 앙아 용아프히차응 중징으표 이슬~안의 예부강응 0'\지인다
i

수"i (Su씨，.는 이승ι교외 신비 r각자아다 응용"，，:il.갱옹 중시하고 갱엔힌 생성응 。ν;

으」ζ 여깅다

.써

타니쉬ιn，잉이 선우의 안얀가인 신수잉rnol 이명가인 ~，슈타I4(k。ψttæm). 측에

의 샤작용앙리는토。l 비스타르 toi bastar}t.Jé신부 영응의 써일융벗기는 의식
요안 에타샤""'"잉

"1 장해요인 이스즉타우'(as-jokω01. 기잎에 양꺼F를 외 i써

F르는 ~얘인 다우스{daus) 즉응융 양리는 노애인 에스티르‘'，'{yeSI이rαL 즉용
올 애도히f 노래인 묘날아이투 (konil-aitu) 또는 'é야투 OubaωL 성안 ←해인
자킥-l1}，!!잔Oarapap깅이 그려고 '1아당 기간 옹안 우E는 노혜와 같응 각종 찌
정요 웅응 포항한아 서정척인 단순안 노얘 인 카라 왕앵 (qara öleng)~ 의식에

서는 연갱히지 않는다 。1 년 노때는 얘화채의 i래시인 카잉 영앵 (qaj끼m 이.n잉
축제의 손닝융 와얘 푸르는 즉흥노해안 보켓 핑앵 0'‘'yet

öleng) , 또는 수수께끼

의 i요횡장인 웅악 영앵(jumbak öleng) 풍응 포양씬다 이전 노래는 진영격으후
‘양어 혹온 3얘. .구의 n자호 딩 노햇당을 4구의 2견에 노얘엔다

3

낭생 생악 헤혜3ε킥

'1 서샤요 n지와 서융요iÎÌilll'!;)
가지흐인에제 서사요는 그등의 역사 운약 그러고 정학아 당끼있는 것이다 잔용

척으호 서사요 소리관인 지i'J4{7hyr띠는 용영한 사찌직 지와을 갖는데， 그응은 칸
oι서.n 의 7 상당자었l 인중 엌시의 지킹이 였" 에대 간의 g끼를 유지하거나 인족
정셰성융 요언야는 샤언 역양응 수앵았다 서사요는 인족용옹재의 역λh 문혀 억 전

용 그리고 λL겨우조를 의에와 인측강정 카원에서 션승하는 수한。1였다
강경의 영 g서사요인 ”사영라프 지여(batylar zhyry)는 서샤전용의 액싱융 。1
우능데 〈기요호응익(Kyorogly)>， <일와셰스{Alpamis)>， <에디계，c.이 gye)> 등

익 옥옥응 누르크어를 쓰는 오는 지역에서 년리 올리 는 얘우 유명안 노래이다
서사요 전용어서는 또한 〈요라크아 pt"](Or，띠q‘Æarnai)>， <기l라시→이 7't X ](Qarasai

Qazi)>, <쇼라바티프 (Shora ba앙，p 융의 이야기도노얘~" 이깅 노래는전션
걱인 영웅의} 그들의 엽적 세대응 거셔 비 ~Ji 에 션송의는 장영원한 가족의 족，~
륙경한 가S의 이야기 퉁은 노얘하는 것이다 이건 노예는 〈키즈지비익。'Cyz.

Zh ibyek)> , <승추샤í'r(Sulu.hash)>， <아크영키즈아1aqpa여yz)~ 응의 주인꽁 여
‘ ~ol(toi) 는 자서호스한 우즈에키스% 에옷한 중생씨써셔 "1응 얘 일영는이
? 칸 α""ι I F)'& 풍양g씨아와 용잉"'써아의 우옥경융 잉영는 대명샤아마 갱커스~융 에
표를수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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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익 이응나 <.지 .g희애슈、"1 얀 숭추.Qo7-y Qαpyesh-Bayan Sulu)>치영
인인의 야릎에서 제쩍이 용여 지기도 양.'[:}.

셔사요 연앵응 도지ν} 쩌제에 의해 고도흐 숙영원 구천진응으흐 영성인 유~'
찌찌애 의해 규정외는데t 이잉 .1t"H능 지역척 흑"을 갖는다 용악서 능력 의에

도 소이꾼옹 아밍익 힘응 갖는 깨으로 여겨신다 5:<:'1판으l 옹껴은 서사요낱 나흔
노해와구용하는득징까인 것이다 이는샤언아 시용하는 2힌의 창현악기~! 51우
즈，(qobuz)의 소혀릉 용，~앤 것이다 소리꾼의 억양은 응연용하"' 것저연 얘우
극적이다

서사요는 얘재 세 부운으」으 구성의는디ι 。1 는 도잉운인 바스타우{bast.u). 시
숙척인 안~앵으료 원

익등척 응조g 구갱되는 중심부인 우진 샤냐프 uzyn

sanar 어씬척으5'. '간 일
(qaiyrrna , 전화정

또는 ‘사*의 의이L 그리고 증견각인 가이으아

즉 노랫양의 낭송이 익이없는 한3ε생으오 대애이어 아시는

우오:)01대 용경우는 。 전 부푼의 노얘 응걱융 이 서기 휘해 느언 앵쪼호 연앵성다

한 연의 노해는 아<1의 약구 tirade)가 연정하지 않은 수의 '(갱(line)호 경양
하여 。1 루어진다 하나의 악경응 깨연석 요소의 아양한 안욕융 허용하고 즈용적
인 노래가 잇따프기 E 한디(<보예 1>).
〈보에 1< 가자호 서샤요얀 〈쿠난δ까에애Kunanbaeva)>익 다양한 안끽구

""
선동칙으호 서사요는 안드시 응브리I(dömtπ.)로 인주되었" 짧응 서승요을흔

서사요인 시으(zhyT’아 관견원 것이거 q λμ，~ .ll의 상잉요요 용려지기도 했다 이
는 헤르。"~

중1 흔가우{，이"，.

명상1 오시예트(어iyet

용계')， 나킬

소즈{naqil s。ζ 에용의 얀l 아르니옥iarnmι ‘헌정 1 카트아h이， ‘교양1 아크
타우-{rnoqtau， 갱간의 i해 1 등응 요양 trt 것이다 도잉의 ι래인 아스다우」엔
(bastau-e이온 건 셔샤요릉 푸‘i기 진에 우즈는대 이을 부틀 때에 소리~은 판
객의 호응용 유F하거나 갱중이 아는 신"서= 영기，)라고 부추긴다 또한 소려꾼

응 스스료를 소개하는 i 래인 아스다우」앤(bast.u-en) 이나 안τ:p서t~nd"tu)'릉 우

E연서 갱증꺼꺼 그의 영갱난 에에토띠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를 션찌하제
한다

') 노래시''''용j
용유사 인인 아인 (aqy끼은 선흉칙.로 노해 경연대외인 o)아티쇠 litys)에 잉여

하t 전운용악가였다 지라우와 o}찬가2 효 。}킨은 선비 ，운 경영 응 웅해 재능융
부여앙 n고 풍에서 노얘응 가g 겨주는 파기의 유영한아건응"호선""성긴다

아9 티스(아씬적으호 ‘양" 이야기하다 는 의 01)는 을 흥은 그 이상의 응유"'인
간의 응악각 대화를 웅한 경영아다 。1 얀 갱얀은 축재 잔지 웅융 ~앙한 각종 사
회직 앵사에서 흥처졌는예 종용 지F정을 녕기도즉 계용되었다 판승적으로 경연
에서 얘한 자는 요든 아이티스응 앙기해야 었아

아。1디스는 아양하게 영여졌는이 소디와 소년 강에 영이는 기즈 앤 지기 li ，，~
이티씨(밍 "

ben zhi이 aityssy). 종교정 경연얀 ~! Q~ 이씨 din aityssy) , 수수

께끼 갱영인 증아크 아@ 티써 (2hurnbak aiηssy)， 아건 간의 경영인 아킨 q으 아
이티ν끼aqyndar

aityssy)

이 00) 제르 융엔(zher

풍응 능 수 잉냐 아긴다으 아야티셔는 다우 응인(tau

olen) 수 용쟁 '00 이00) 용 특정한 지역에 엉힌 지식을 과

시하기나 경흔식에서의 즉흥 경영인 카잉 융헨αaim oIen 에 。1르기까지 다앙정
응악척 끼양을 꾀시하는 장아 었다 정연의 강7t지는 지푼척 기승 외에도 세 가지
증요한 조건응 갖F’야 했다 첫’l 같옹 부측이나 부져이X쩌호 여건원 양가자

아는 정연하지 않는다 울에 모든 갱f가"는 자션의 용 ?용 싼양하고 상대망 푸
촉을 이안}얘야 했다 셋쩌 형상사에는 윤여칙으g 허용"자 않는 용설도 경연에
샤는히용되었다

시써 대화는 또싼 이영요인 아턱 φa여씨이내 용요에서도 샤용되었는에
을어 영소a

앙의 는생응 능 수 았다

얘용

ι“" 이 잉ι

"'"' 00

카자흐스안

'"

3) 서정요
서갱요낱 부르ε 션g 스이~-~ 안쉬(잉잉hl)， ‘t.(sal). 또는 시예리 (sy"이라고

히R근에 이등。1 부르는 서정요는 "

기 후안우리 2띠세기 초안에 생쟁했다

사야5'1Is"ηι” 양긍 초원1 지역융 중껴으오 한 가자t스당 중부는 특히 서
정요호 유영 영다(AmiTOV.， 199이

아으킨 유따의 가장 유명한 소리얻으깅는 아

칸 시예킥에 E강사능i!l(Akham Sycrye Koram ‘ inuly , 1843-1913)‘ 이프강격
코자을듀 ~l (ßitjan-Sa1 K야gululy. 1831-189에"셔우 우사 비셔자능iO](Zhaya

k

ιa

Bnizhanuly.

1835-192끼，

이브라이

1860-19.잉). 우히으 미예라려 응걷 )vI uhlt

산다 ~tol웅i!l (lbrai

Sandybaiu\y

Mycra \i uly. 1841• 1918)‘ 이껴 바이용

"(Mι이 Bapiuly, 188C셔921)， 아사에드 나이영바이융허 (A"}"'t Naimanbay

uly , 1867_1922)

예스악이 이예프기 예바이 융리(Yest띠

Byerkyenbay_uly,

187-ι

'"야 등'. 응 수 있 q 이으에 "'샤우비이 융~(Amer Kashau 씨Ly-uly， 188용
1934) 는 카자흐스탄운안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깨우 유영용는대， 그는 ''''년
짜리와 1927\'! 프양크우프E어1'1 개최윈 세에장이에숭션ν')어H 생 ~zl 얀 우대
릉 ，)컸다 m세기의 유영한 소리 f 。 자 작곡가호는 아냐르.)예크 역으자‘ 프

(Manarbyek Ycrzhan(>v. 1901-1966) , 주수비얘크 영리에비예:il.~늬Zhusubvck
Yelyebyckov , 19C14-197끼 자니비애크 가E마예노프(Zhanihyek Karm yenov
1949-1(9 2) 응융 등 수 있다
서갱요는보용길깨 맨는고응역의 도앙부호시직h히어 δ}강영아나흥에 (arc) 영
흐료 진앵하는 선용이 특징객이다 노랫일 없이 용엉꺼려는 후입우는 소여꾼의

노얘 실력 응 보여준다 노얘 구조는 악정(선장우와 후깅 리의 대척 J부훈의 마양
생과 용궁등싸자 그러고 응악져 영주 내에서의 노얘 선융의 용업j아효 규갱딩다

전웅소"1 ，，，"응 여 ι{ 가지 냉영으료 i 얘의 셔각컨응 강조하디} 에릉 틀어 노해에
특정한 세옥응 응이거나 1 갱에 샤，)익 아응응 추르거나 노애의 서곡에 이영게

노래가 양작되었는지흩 우흐，)>e 한마 이런 자선자인 도잉구을 부g그L 노해는

소년

연인

고향 얀생 등파의 아영이나 노얘의 예승성이나 아용다웅응 "l시하

는 주에 응익 다강한 주제융 포괄한다
서칭요는 용브라 안주흐 우 S아 그러나 서사요 소려환의 동브랴나 ，)악응악의

연주자얀 가우이 (kyui)J} 연주하는 용브아와는 당러 시정요릉 안주하는 등브라
는 각응 웅영웅4개 H개의 프옛응 갖는 씩은 옥응 갖고 웅웅 뜬는4.

m

4

악가와응악
과거~4'-터 갱숭원 않은 악기 중에 서 산코쭈즈

:sha n-

야buz， 구긍 U 싼'))， 시 "1즈기(‘ybyzgy 세호포 푸는 완악

71),

쿄우즈(qobuι 2현 창현악기)， :;;;.브에dömbr이얀。1

2얘 기 초에도 Z었다

Saribayev,

197에 산."우즈는 얘부

훈 역성。1 연주었고， 산영화미 IJfHE) 증기냐 나우응 양각
얀든 Ó<H&m 갱도 길이외 λ 비즈기는 냥성 유쩍"아나
양지기을이 수호 연주영대〈도안 2>).
코부즈는 Z현 강현악기효서 λl언이 영주었고 서사..R 션
〈토안 "

서우 응을

。써 시"1 깅1를연주
히는키지흐인

흥꾀 관련:U-q. .'il.부즈 연주지이자 객암가쇼 가장 주l깅양
안얻 이가 이굉각스 듀케눌려O'qyιs Ðü )æ nuly , 1843

'"야인데， 그의 작용응 근rH:i!부즈 연주j뜸의 기용석얀
에어도혀가와었다

동프려운 긍예 가자프인늘이 가상 광엄 위하꺼 사용하는 。f기아" 이 의기가

가자흐인 ε의 상갱석인 악기가 원 것응 서운 용을에 있는 카자.얀의 ;v에 옹
브라 이이푸 g 융 ξ각한 것3호오 알 수 았다j<도안 e>). 옹브라에는 우 종류가

있다 서운 카자.~스탄의 응브라는 배[섯〕 요양의 응흥과 12~147~ 의 프헛응 용인
걸고 잉F응 욕융 갖는다 냥부

중부

등우 가자흐스안의 응브려는 사다이풍 g양

의 납작엔 ，통인 샤나리'shan얘 9.7-9개의 프셋융 용인 g고 잉은 욕얀 오아

안1mαyo)용 갖는다
프햇응 의 "1하기도 하고 프셋은 갱어서 나는 소리용 의이

셔기도 하는 헤흐네(peme) 는 지역파 연주자마다 τ}양성 이
릉융 갖는다 그라고 악기표 연주하능 악곡의 재 E에 따아
이응용 갖는

킹우도

았는에

투르키엔

헤흐네 (turkirnen

"'"，)와 사랴카 쩌르네 λl(saryaka peTne 히)와 갇은 경우이
다 자거에 。't71 의 응인 셰크얘럭'shek!e.시는 영소나 양익 ?융
자호 안틀었지안 현재는 나영혼증아냐 쇠줄을 얹는다 과거

〈도핀 "

서우 용

공에 쩌치연 ?써혹
인

요소의

어ξ 원

동브걱

에는 써미연랴연 지역의 악기 저겹 3헨 또는 4현의 응브라도

있었다 현개의 동브.눈 두 욕타브의 응역

”

갖는나

옹브라는 노래의 안주약기흐 쓰이거나 기악곡얀 키우이

M 아 C 01 Si1 k R∞d (1)

카자흐스탄

1η

(kyuj)를 연주한다 카우이는 아원걱으로t ‘건강상태?나 강정 을 의미하는에

표써 척 인 주끼를 갖는 기악시“strumenlal p∞m)이다 키우아 의 제쪽응 보용
기악4 서슬의 내용을 의이한다 그러나 응악의 주제는 진중적으g 연주가인 키
우。l쉬

“ uishi)7]-

연주를 시작r하기 전에 ~여준c) 익야의 주제는 키우야의 가왼

파 판정 8 천성。1 나 성화인

정우카 생냐

이언

전.응

우전성화인 안기에

〔ωgime)의 다양성웅 보여주는 것이I새‘ αhmrmbetova， 1985).
카자흐스안에는 두 종홉의 키우이가 견해지나 서우 가자호스안에는 요응←으

효 중융 와아애호 치능예 이를 희크어 töl‘ P' 이원걱으호는 깨진 또는 ‘끊잉없
이 쏟아정 익 의 01)‘다고 힌나 씩크헤는 지 f저응을 제공하는 옹악적 영/씨흥 안
등다 모R써다프 와용 g다으，세미용라딘스三ζ 등부카자흐스양 가각강도께즈
가찌간? 갱켄트 용지에서는 슨가역"뜨~ 융응 뜯는떼 。1 릉 셰르트세shertpe 이

앤석으호는 등는다

명긴다/중응안진냐는의이)아고한다 세g트에를정애

시아지응 없이 가라음 안을어낸다

야그다윷예으 아아노프쩌agdaul이 Amanov‘ 1944-1976)능 인속용어= 연구했
는애 카우아의 기옹구조? 오압푸인 아스 구인φ‘.s bu}ι ‘어악 장까
인 오g아 우인 (orta

L

증싱쭈

buyn) , 그띠고 소종지푸인 키쉬 사기4‘o. 잉g')와 대용지

우인 융캔 사7kiilken sag야료 이루이 신 두 개의 용지우긍 구성안나고 양혔아

(<보에 b

’

〈보해 b

키야의 응9얘 구조 ~ukhambeto，‘ ”잉)

~~‘0_ _

“ ..... '""""""" ..

ι-‘ .m，

~

타g티스 키우에씨.rtysιy씨는 서부 카까호스당의 안기스니우 지역에서 응악
킹연인 。}이티스키우일에 -"{aiηs-kyuiler)에서 연앵 i 는 등브라 기악응익이아

(Utegδliye， ι '"끼 타으티즈4이 경우에는 힘의 강도릉 측정안다 는 의"1)에는
애 가시 유형이 있는미 연앵 τ 혁을 즉정히f 것 즉흥과 관련전 창작능켠응 시

갱하는 것 그히고 장작능력과 앙，)응력융 과시하는 것이다 아지악의 갱우에 연
주자는 새호운 키우이를 한 언 등고 그깃응 앙기얘서 연주안 수 있어야안 양다

",‘
(Mukhambe∞ V잉

1985)

되크i에0“ κ) 첸흥에서 유명성 키우이쉬료는 쿠르얀각지 샤기흐야애프，"""
m얘:hazy Saghy꺼baev， 1818-1889), q.웅에트케찌이

쉬7에픽O~"…kerei

Shigaev, 182ι'""η 카잔가프 당에프에르게능여띠，=，φap Tj싸pbergcnuly，
1834-192:기 에스j써 양3듀스각융꾀(F.spai Balus야 1ι '" 아 1901)， 디냐 쥐르에이스
카지-，\Jiirpe‘， ι.y， 1861-1955), 세。1대크 요표앨리놓<'](Seitek or∞ψmlly

얘61-1923) 등용 를 수 있다 셰프프에 (sho 뿌"， 전흥에서 유영정 "우。1쥐호는

다딩에르 카잔시웅이 σ;;ttimb아 Qa 23ngh.puly, 18t:• 1862), 쉬기르 ~러웅입

(Sügir Äl iu!y, 1882-1%1) 통과 "이지기 li(Baizhigit) 도카(foqa)， q이라비아
(0이 rabai) 응)올 률 수 있다

5 소비에트 시대의 전종용악
카자흐 션통문i↓는 1920!j대와 1930년예에 소비에트 사장파 흥，j，L~ 인하여 유

옥생용에서 징역}생앙료의 강져석 진환아라는 엉정난 웅격응 겪있다 훈화역영이
진앵혀연서 유영용악k、특히 "
코

기 에시아 률애석용익-)01 정얘척잉 우위를 정하잉

그 정정온 교향곡파 오혜라었다 문화의 도거화와 얀구의 강쇠카자흐인의

"η" ， 강소딩L 그라고 러시아인의 카4:i2. A 탕으혹익 이주정얘으호 얀 ò，겨 구전
션용얘샤 농응 사히척 지아응 누였인 지분응악끼는 우영의 인속응악가호 선~.
다 또한유영한응악가가전용응딴전샤이g 기회용 앓게 되었응뿐년야니라그

등의 존재 지}제를 외협했다 이언 유-t;J.;청쩍응 윤잉 。‘슐응 인종얘 ‘훈장’이아는
영욕으호소개었다

이언 정책은 성공척이었고 1934\'1에는 유경파 러샤아 스타양의 갱욕으호 꺼 a
되었마 그리하여 인속악기호 구성원 국영교향악단''?! 쿠르안기경'f(Kunnangaya
。}에트 주바노프(Nunet Zhubι1Ov)가 주도양 가 성정되었다 。1 우겁에 교양악

을 연주하기 외해 대얘척안 진흥악기 개양이 성앵쨌 4'"안 전용지인 욕주응악

대신애 대규오 인}주응악이 성앵하여 기?이 기악응악에시의 즉흥융악 션용괴운
선i얘 다흔 제주-(unlson) 완승으효 이아졌니f 천홍응악의 영인이 현대삭 공연에
호갱 UJ11:지안 전응석인 융<aJ-，* 천성의 용제는 유영 :w.양악 형태의 .!f'.we~지 않

기 얘，씨 선용응악가가 도태되었다
서갱요는 오페라의 아리아 갱얘오 재얘석이었고 오생 기간 동안 카A-흐식의

Music of Silk Ro ad

씨

카까호스연

'"

엔안토 장영응 오든 카자흐 문화응 대요하는 것이 되었다 。1 영게 새 g운 스나영
호 노애하는 서갱요는 미야혀으로 우수한 것으흐 여껴졌고 전용 응익 ;r~의 R

등 장흐용 단씬 것~냐 뎌 않아 연주되었마
''"''년예아 1970 년대능 ;>};<J호의 인증칭에성의 급걱한 연화" 앗응허 ~，씨에
드 카자흐스탄 음악문화의 전연기가 의었다

역사

이 기간 등안 카자흐 고유의 R와

욕득앙에 대한 새호훈 싼잉이 일어녔다 아는 구진전동응악에 예한 깊이

잉는 연구약 종화국 내에서 인족응약학자의 장영딩1 힌 힌지죠샤의 가능갱으표 이
어졌아 그 경파호 인속악기~ 구성원 두 언얘 @주단인

오트나르 사지 (αrar

"..zy) 가 1잇잉 냥대에 경성되었t;J-. (1981년우더 옹악강옥은 직r~7}이지 응브라 연
주자인 주으기사 영얀다얘프(Nurgisa Tclcndiyev)였다.).

01

합즈?단은 양응 수익

비서구 인즉악기등흐 구갱되었는데 시비즈가아 사Zo_수르나이 (saz.suαm.y 흙
으로 안는 용악이) 퉁응 포앙안다 。1 영 대규오 합주는 당응 아가추어 합주당의
E영이 외었아
199C 년대에 S온 정응 옹악가틀이 악한융 얀능었는데

이는 각응악

땅f악

스타잉과 에크닉응 카자흐 전용응악싸 혼양산 유진응악이 τ} 에릉 든어 ‘늑소나
키 α ksonaky) 그응옹 아시이 다 F사

국제축전에서 1등상은 양았나

.대책인 인옥응악은 m"년얘에 시삭"었다 앙핵산드프 카타예

지 (Aleksar띠r

Zatayevid\ 1869-1936)의 응안용은 아칙도 중요하게 여겨낀다 그는 카자흐 낀
속잉악응 윈해 2.3C 여 극융 각곡었는꺼이공화국에 거주하는 디연 인쪽응 위한 응

약으 재외야고노) 그 중 '''''곡응 생전에 우 견으요 융용었대Zatayevich， 1925
1931). <>}에 g(.야lIllct， 1906-1968) 쿠다이에프제 (Kudaiberg에 1899-1938), 주
야노프 Zhubanov) 영재 보려스 에프써요바지(Boris Erzakovich , 1908-199끼
。 사야 바。 가스키니KAsiya Baigaskina, 1928-1999), 용라브 시.~아예프"이야
Sar"lbaycv , 192

8

’ '98' 는

가자호 민족응역깅}의 보애를 썽았다

오쩨*， .ii!:항종 실내악
1917년의 '" 영역영 아후 기자1 스당은 소비에트 국가 운화정액옹 지키기 히하

여 1 내용적E...st는 사이주의껴이고 형이걱으로는 인즉직 인 6써의 웅악푼칙을 영
션시켜야 었ε} 이언 부.~l의 토대는'"에기 초에 형성딩 이시아제국주의 운화에

운힐하는 유영끽 하Q나 세계아 장프었다

인족까 요소틀 융시하는 것이 의우

'"
에}띄었지얀 아는 근옹척으표 의행직이고 장즈 작 아고 이국걱인 것으오 해석외었

아
유링식 옹악에승 정식응 안등기 외얘 전문칙인 연주가와 작옥가 양성이 핑요
었다 전동척'i'l 카자흐 옵악가아 소리문이 유영석 연주안앵을 "히는 작업은 수

않은 아아추어 응악안파 극안에 의해 이이f어졌다 1영2년에 응악파 극융 외한 에
ξ이 션운대학이 안아야티셔 성렵 >1었다 이곳에 사 각곡가인 카}완 우신κa야n
M"잉 in)파 쿠투스 쿠장야로프_(Kuddus

딩 mιat Abdullin) , 우슬힘

Kuzham’yarov) 성악가안 g 샤트 양?

앙읍에。이uslim Abdullin) , 샤당 ~H4 코바

(Shabal Baysd 。‘"a) 지 S 자인 가지i 두가써프 Ga?,i’ Du gashev) , 그띠고 응악
익자인 가우카르 증앙로~l{Gaukhar Chumbalova) 능이 교유응 얻았다

이이서 우융스크에 응악악교가 성겹되었다 학생들은 고아원파 시~' ~냥에서
선양혀있다 카자t 융악가등은 ~곳에 설엽왼 강칭언에서 서양 오션악보를 애"
는예

。l 런양장단은요트샤크ιV. Kot，α，).아드수드신 φ :nitry MμM성이카

"1 다 ιatïf Khamidι 코을'"요프(0. Kovalyov) , 펴샤렌코(Z. Pisarenko) , ~스
~렌코(A.

Moskalenko) 요릉으프(B. Orolo‘ 4 용의 진푼응익4가 주도g써 성

겹원 것。 다 ""년 가윷애 국정극장 우성의 응악스뉴디오가 운응 영어 용악가
들응 옥보엉

당은

계영장업

작곡가들이

깅응 풍의 훈연응 밑c“다

카자흐스e에

초잉되었는이

브루간호으스g αevgeny

Griogot'yevich Dru에@야0/). 엉이카l프(Vasily Velikanov) 이야노으〉소콜스
키 αmφ히 I Ivanov-So ko l' sky) 퉁의 에닌그라드 용악인과 오스크아 응악씬 중엉
쟁이 ••양되었다 초기의 중요한 요i에라 앙애 교향곡 용의 작흉아 그들에 의해

작 1이었나 카4ε

단에서 양창옥， 기악극t 교양곡 흥아 전설척인 영용의 이릉

융 딴 E주실호프스키의 조기 카자호 오헤아인

키즈 지찍 1ζ“ Zibek) 이냐 ‘예

E 약으긴(Er-Targïn) 릉에 영강융 양았다 ""년과 1937\1애 초연원 이을 작

용응 갱흉작안 노애아 카우이'"는 기악응약을 석극척으호 와용엄 옥틀。1 "-1-. 5'."애
다는 ’1니등가와 오에라에시 역양응 안은 진흥옹악가의 강오끼인 공용 4엽 의 정파

었나 。1 작용 5응 전흥적안 카자흐 응악f운화의 내재석 1극성 (thcatri‘띠ity)'과

성악 양성엽의 토대가 잉 진운척인 카자흐 노애의 。{슬성 응 안영한 깃이다 연옥
과 관현악영응 얘우 경에적이었고 성악부는 거의 재장으료 노얘의고 기공씩 2성
부로 왼 것이다 이번 가자흐 오에랴의 (안생’은 카자흐 갱중에끼 유영응약 장프
야 영씌 ，셰 스트킥f. 안장당 그혀고 양에응 소꺼한 것이었다

카사흐스딴에서 오헤라 안천에 증요한 역활용 한 것은 카자호 객M7}헤 악한

Music 01 si• k Road (1)

카자흐스안

2η

오에아의 출힌이었다 카자흐 시인。1 ， 교욕가‘ 자 갱짜가었언 아마이 쿠난아예

프 (Abaî K…，anb3yev)의 얀생 ' " 주년융 기녕하기 외얘 작곡가인 주아노프

(Ah met Zhuban씨 와 '1이 다 (Lafi‘ Khamldi)는 요에라 。}야。l(Abay) 를 작용
녔냐 카자흐 오써야가 응악강으표서 확깅원 것응 을에 "1얘프(Mukhtan Tulebayev,

1913-1960}71 작곡얘서 '"“년에 초영원 바흐잔야 사랴"…d\an i S3ra) 에 의
해서었다 오에라의 중요 애역응 전딩척인 응유시인인 아건이 한았아 비르잔은

"씨가에 전푼직인 노래 스타잉응 확링안 。l~효 성갱 >1었고 그의 인생파 애융껴
.영은 오에악의 대용이 되었다 화. . 다정응악 교향곡 핵스자의 사용은 카자호

의 소비에트 응악에서 얘우 여아녔다 '950년예에 브우설호프스키는 오쩌라 ‘우

다혀。[Dudamy， 1953) 융 칙녁혔" 쿠갱야'""프αb얘 ~Kι""'"’y띠:Ov. 1919.
1994~ 는 위구료 요에라인 나주궁'(N."ιgum， 1956) 융 작옥었마 우장야도프는
또한 힐빼

인 티 무료(Olirt TImu끼 '"이 와 요에약 상디료 용엠S이 dir P피~ι

'"끼오직틱었다
'''，앤대에 작극원 두 연의 요애라얀 수바노_ll}(Ga7.iza Zh ubanova) 작옥의
엔여드ι깨넥，이Uιk아，"φ깅)’과 라흐마다애프 (Eckegali Rachmadîyev) 작
옥의 1 일의이 슈 (Al pa my' 、 1973) 도 카자， 싸μ1시에셔 영강응 앙응 저으호서

얘우 인기가 잉었다 아우에죠Eαωkhtor Auyezov) 의 극융 아앙으료 지R많
엔리크，케쩍 에서 꺼파 악의 대링온 응악껴으료 전용저인 소리써계아 연대 *인
소리세계의 대경으표 표혐의었다 서사아 야기인 ‘얄아마슈 는 투E크어융 쓰는

인즉에게는 녕" 앙여진 것으ξ서 이 오찌라는 옹유사인인 지라우가 연앵하는
프용료그와 에영로그효 구생회있니} 그에으오 오에라는 전성파 역사직 시강의 공
촌으g 구정원 것。1다

가자호스안에서 "양곡옹 요P에라보다 영씬 늦게 망죄의었다 조기 교양옥응

"예년예에야 안을어졌다 브주살흐프스카까 작곡한 "양iε곡인 사이 아료가
βaii Ar ko , 19떼 는 러시 "1 를해석 교향곡 스회잉 잔웅파 카';<}M] 전용척인

주"노얘 그여고카우이를양진 것。 a다 ''''''년에 언리가노프 "이싸，m，aoov)
가 칙F극한 카자흐 교양옥"(Ka7.""ι""째hony)'o] 양요되었는예 이는 서정척
인 서사 교향곡 스악인의 잔동용 안영한 것이었다 영여카노프는 전통 노얘와

'1

?에을 다생응익I~ 용힐했C}. 교향시는 가자흐 작욕까응。1 얘우 선~~I'는 장흐가

여었는시1 ， 쿠장야표프익

"즈얀긍-(Riz'‘ angul. 1950)' , ~.신 (Kapan MusÌl이의

‘르자잉라우다이 ID ψaylauday‘ "뼈)’ 용해바예프의 '5'l자호스당(Kazakhstan
1951) 풍응 을 수 었다

m
주아노아가 작곡한 지제르σ감uget， 1971) 교향곡은 기Þ+흐인의 청학직

직 요소응 가미하여 현대 카자흐 응약에서 서경석

성"

개념적으오 선구적인 작용이

다 이 교양곡은 "께기 작곡가인 다우에트케에이 (Dauletkeη，，'의 여섯 키우이
응 쪼합힌다

'''''년대 가자흐

탕의 예요칙인 교향곡은 쿠쌍야표표 무하애드자

노프떠'dïk M야 hamedzhanov)， ，，~야크노프"'，'이r Bayaklmov) 동의 교형곡으

<<R 효되'" 교향샤와 교양극유 주아니야노프 Bazar;띠y D7，~ιrnaniyanov)，

111

지코프(Anatoly Bïchkov) 사가토프“‘m ‘sur Sagatov) 등의 싹흥으호 대표원다

인쑤융악난 오타르사XltOtar saιy)의 랴버았던 티연디애E.(Nt얘isa 1ïyendiye 의

교양곡얀

아약 흘가우이 (A!a t이8’껴

코슈 얘루영σ i누kCTIlcn)'

인사우

(Ansau) 는 ~향곡척인 키우아 진흥응 제승하고 。t전시킨 것이다 쿠이스에코프
，K@ιMε，k Kumísbckovνi 이 장으의 안션에 공헌응 었다
전응척인 키우。l 와 유영 흔은 이시。} 을해삭 6악의 한언악걱 애앙은 카자흐
스탄의 끼}르안가지 야 극겁인속교양일 단악 주요 에l!l."-여가 되었다 이 악안응

193 년대얘 인속응약안으호 양족쟁지안 。 재는알아아타의 국여응악웬 층신듀호
채워져 았다 공화~에 질링잉 f，영한 고퉁응악~옥기완은 '"ι년에 성염잉 얄
ψ「아타 1 겹융악웬。1 10}. 5 여 년 응안 。1 응익써은 약 0.000 여 영의 풍영생융 배

출했으며 그응은 국혀당장연 국경판현악단‘ 。}야。1 카자흐 극링 연극 오에라앙
에 아카cßu]

굿잉판악!안

국영실내악!안， 국엉정응악단

션용얻악단 등과 고용착교

아니 g관현악단

앤헤비

대야피응 포항‘h는 오은 응악교육기관~서 중주적

억양응앙고있다
함강용입은 τ}흔 유링 옹악장E와 "1강-J}.지~ 공산혁영 이후에 까자흐스딴써

소 ’되었마 지익이교향곡)응악은션용기악응악

타양융적극얘으오영}영영지안

영장응약은 전용에승의 X써 응 거의 찾융 수 없냐 듀갱한 의셔(경흔식파 장에식)
에서 세강으료 노래하는 것융 에외얘언 앙장응 존재에 시 않았었τ} 역영 이후의

조기애 국익교용기환애 합창아 의우적으효 쿄용외었다 이언 엉창"악의 주원 에

i 토혀τ 역영가R아 전용각인 노얘었다
''''년에 국링힐강단이 영정S 었고， 초기의 지휘자는 아추친 ρπψry νfatsutsin)

파 e 에데E{Boris Le아d，，'었다 카이다(I.af“Kamidi) 와 "1이카나오프.(Bakhï17.han

Baykadamov)/I 성악응악애 끼친 용표는 얘우 겼다 '1이가마오프의 작용옹 굿
링암잉단의 주요 혜이토리었"- 그는 가야 키우"'등 도예 g 항양곡응 쓴 최초의

작옥가이"도했다
카자1>;스안에셔 칸나타와 오라토랴오는 쩨"

세계대전 이쭈새 시작되었다

‘'"'ι oι Silk Road (1)

카자흐스단

，~

경타타까 오다토역오는 ι~b'서거’인 사껴칙

정치씩 노선융 따었다 써초의 칸타

다 2악용응 브~싱호프스ill (Brusi!ovsky)가

w영

역영 잉주년윤 기녕해 작곡한

‘소딩1에트 카자ε즈L덩!-(Sovetskiy Kazakh, lan) 아었다 칸타약의 대효각의 하나
오 듣에야에흩{Tu\cbayev) 작극의 ‘공산주의의 새에(Zarya ι。mmunizma) 융
을 수 있다 주요한 얘익은 아킨(소리꾼)파인증이 양았" 작유의 용싱우는 。}킨

의 옥장으호 이루셔졌다 우하에드자노프 (Sidïk M u kharmx:\7.han 씨의 오랴도'1
오인 ‘세기의 소리 (Co!os vekov , 1960) 논 응악언어익 얀순륭에도 용구하고 오

라토"오 역싸”서 증요안 장응 영었C\. 이 와에 주야노야의 ‘용복벤의 세꺼

(Zary a "ad .• tepyι '"이 와 아당 。1 야기 (ATal'skay‘“1， 1978)‘ R 주옥@ 안
하다 안티타약 오라토리요 역사에 셔

기강 개억 척이고 예승적으g 가시을 갖는

것으오 주아노프의 가e은 응 수 있다

강화국이서 용악아교와 응악대짝이 성굉되고 "속척 헤어토"릉 쿄유에 영용
안 용요성에 의해 피아노와

n

이흩련을 외얻 작유。1 쓰여졌τl

1950년대에 예 ，J↓f비시 (B. Yerzakovich) , 샤영스"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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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에 'sky). 스코증스

키 α‘ Skorul'sky) 등야 3증주 4증주 S충주 작용용 작곡엉다 쩌?자 애제대진
이후에는 성대악과 기악응악이 활성화딩 었다 1970\1대와 198C년대에 다스비 S
프(Zh. Dastenoι 노U] 5!프 (V. N。씨k。이， 에으께바애 ~(A Scrkcbayξ\')， 사가

토프α"δtgatov) 웅이 실내악

교양곡 7]<>터응 작곡혔다

가자호 소비에브운회""서 협주곡옹 얘우 두드러친다 이 강으익 칫 작용옹 주
아노아의 바이을린 영주곡 '"끼。1었다 쿠정 O}.5'.프의 드링엣파 Æ양곡응 허만

합주 '}(1973)도 애우 인기가 있다 피아i 힘주곡으호는 엔다강며에프(Nagim
Mendigaliycv) , 카즈강리에프(TI~ '"ν:hgaliyeη， 예 s검에 코핀Serik Yerki찌，，，，，。이

등으1 작용이 유영하다 ‘인쪽문화약 가까우언서도 Ml 연주곡 ‘8ι'l siJ 특깅응
강저한 카자t 작곡가을의 연주곡은 즉흥직 스다잉 연주기교 그리고 용기찬 응
얘。1 득갱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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