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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유목민이었던 몽골민족은 기록문화보다는 구술문화가 더 발전했
기에 철학, 역사, 문학, 종교, 예술, 음악 등등 다방면의 연구 분야에서 문헌학
적 연구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몽골음악학에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몽골 불교음악을 기록한 고악보(古樂譜)를 소개하며 주목되는 연구
서를 보기로 한다.

I. 불교잠언가(佛敎箴言歌) ‘구르 도’
몽골의 불교 노래 ‘구르 도(гүр дуу, gur duu)’는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은 활
불(хутагт, 活佛) 혹은 고승(даа лам, 高僧)에 의해 창작된 불교음악의 하나이다.
해서 ‘구르 도’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내용의 불교 노래라는 의미에서 불교잠
언가(佛敎箴言歌)로 번역하였다. 몽골의 불교 노래인 ‘구르 도’는 대부분 작자
미상이며, 음악적으로 보편적인 몽골의 불교 성악곡과 마찬가지로 몽골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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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르팅 도(уртын дуу, 長調)와 보긴 도(богино дуу, 短調)로 구분되며, 다수가
전하는 몽골민요의 곡조를 이용하여 가사만 개사한 것이 많다.
다음은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 중 1곡의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
이다.
<호링 만라이(хуурын манлай)>

바다의 중심에서
수미산과 바다, 해와 달을 어찌 이리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부처로 화신하여
경전의 후르드(хүрд: 티베트불교에서 소원을 빌며 돌리는 원통)를 돌리고
만물(萬物)을 이끌며 만복(萬福)이 있는 나라에 부처가 있다.
팔만세에는 극락의 미륵으로 다시 태어나 경전의 후르드를 돌린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이를 인도하여 경전을 들고 이 세계를 이끕시다.
하늘 같은 이들이여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 노랫말의 내용은 주로 유익한 처세 경험과
몽골 민족의 전통 미덕을 강조하고 있어, 교육적 혹은 교훈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구르 도’는 과거 몽골 선조들의 지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몽골 불교는
물론이며 불교철학과 몽골 사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II. 불교 경전(經典)의 고악보(古樂譜)
몽골 불교의 경전(經典) 중에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불교 성악
곡 중 ‘화청(和請)’ 또는 ‘회심곡(悔心曲)’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골의 불
교잠언가인 ‘구르 도’는 몽골 전통 발현악기인 야탁(ятга, yatag, 雅托噶, 蒙古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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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찰현악기인 야트갈릭(ятгалиг, yatgalig, 押琴, 亚琴, 軋箏)과 같은 롱-지터
(long-zither)류의 현악기로 반주하며 노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세기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를 기록한 고악보 뺷구르 도올링(Гүр

дуулын)뺸은 환생한 불교계 성자(聖子)에 대한 칭호인 ‘칭 수젝트 노몬 한(Чин
Сүзэгт номун хан)’이라고 불리는 승려 롭상노롭셰랍(Лувсанноровшэйрав,
1701~1768년)이 불교음악과 문학에 몽골 민족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초로 몽골어로 된 가사와 선율을 작사 작곡하여 편찬한 고악보
이다.
활불이자 고승인 롭상노롭셰랍은 몽골 현재의 지명인 아르항가이 아이막
(Архангай аймаг)에서 탄생했으며, 대중에게 ‘칭 수젝트 노몬 한’이라는 칭호

로서 추앙받았고,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를 창작하여 당시 몽골 문화와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종교 지도자이자 학자로도 유명하다.
칭 수젝트 노몬 한 롭상노롭셰랍은 6번이나 환생하여 ‘구르 도’를 작사 작곡
하여 연창하였고, 10현의 몽골 전통 찰현악기인 야트갈릭의 악보와 가사 악보
를 필사본으로 편찬하였다.

▲ 롭상노롭셰랍의 고악보 뺷구르 도올링뺸 표지/ 몽골 중앙도서관 소장

‘칭 수젝트 노몬 한’으로 환생한 승려가 ‘구르 도’의 선율을 10현야트갈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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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 음계 선율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도록 악보로서 기록하여 편찬한 것은 몽

골음악사에서 매우 독창적인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칭 수
젝트 노몬 한 롭상노롭셰랍이 지은 ‘구르 도’ 고악보의 필사본은 몽골 중앙도
서관에 2점, 바양헝거르 아이막(Баянхонгор аймаг) 박물관에 1점, 개인소장 2
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작자미상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의 고악보가 약 30
종이 보고되었다.

III. 불교 경전의 ‘구르 도’ 연구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의 고악보는 일부 몽골 음악학자들에 의해
1970년부터 연구되어왔다.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에 대한 몽골 음악학자들의 대표적인 노력을
찾아보면, 쩨. 엔비쉬(Ж. Энэбиш)는 ‘구르 도’의 악조(樂調)와 내용을 소개하
였고, 일. 에르덴치멕(Л. Эрдэнэчимэг)은 불교음악과 함께 ‘구르 도’에 대해 가
장 오랫동안 연구하여 6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는 ‘구르 도’의 기보법인
양익(ян-ег; 악보) 또는 당익(дан-ег; 연음표, 소리의 억양을 사설 위에 부호로
표시한 기보법), 롤익(роль-ег; 음고기보법) 등의 규칙, 5음 음계, 60조(調) 이론
등에 관해 연구 발표하여 ‘구르 도’ 음악해독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최근에 에
스. 서런전볼드(С. Соронзонболд)가 서양음악의 기보법인 오선보로써 역보
해독하여 옛 음악 선율을 찾는 데 공헌하였다.

▲ 양익(ян-ег) 기보의 경전 고악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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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몽골음악학계에서는 불교 경전(經典)과 관련된 고악보(古樂
譜)를 크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를 보자면, 몽골의 음악학자 일. 에르덴치멕(Л. Эрдэнэчимэг)
이 몽골의 바양헝거르 아이막(Баянхонгор аймаг)에 위치한 ‘칭 수젝트 노몽
한’(Чин сүзэгт номун хан) 사원에 보관된 뺷구르 도뺸라는 전 4권의 경전을 입수
하여, 18세기에 몽골 불교 사원에서 사용했던 불교 노래의 사설과 함께 롱-지
터(long-zither)류의 몽골 전통 발현악기인 야탁의 연주법이 기록된 것을 발견
하고, 1990년에 몽골 학계에 보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3년에 그는 ｢음악의
18가지(Жөгжмийн Арван Найман Ялгал)｣란 제목의 불교음악에 관한 글을 몽

골 신문에 발표하였으며, 2001년에는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는 뺷구르 도올링뺸이란 경전에 수록된 몽골 전통악기인 야탁의 수파형(水波形;
graphic notation) 기보 체계인 롤익 기보의 고악보(古樂譜)를 해독하여 단행본

뺷몽골 ‘구르 도’의 깊은 선율의 마력(Монгол Гүр Дууны Гүн Эгшиглэнгийн Ув
дис)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서 일. 에르덴치멕은 몽골의 전통현악기 야탁이
16~18세기 사이에 불교의 신성한 종교의식 속에서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의

반주악기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였다.

▲ 고악보 뺷구르 도올링뺸 제2권 야트갈릭 도해와 롤익(роль-ег)악보/ 몽골 중앙도서관 소장

또한, 2013년 몽골에서 개최된 ‘구르 도’ 고악보 전시회에서는 약 30여 점의
고악보가 발굴 전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몽골에서는 ‘구르 도’의 고악보 선
율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발굴된 대부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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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도’ 고악보는 저자와 편찬 연대가 미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몽골 불교 경전의 고악보 연구에 있어서 기록된 음악의 실체를 이해
하기 위한 정교한 악보해독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고악보의 해독에 있어 음악
의 기본요소인 박자, 음고, 리듬형 등을 해독할 수 없다면, 그 음악의 실체는 확
인하기 어렵다. 몽골 불교 경전의 고악보 뺷구르 도뺸의 기보법은 음고(音高)기
보법이기 때문에 박자와 리듬형을 단정 지을 수 없다.

IV. 체. 바상후의 뺷몽골의 불교 노래, 음악 ‘구르도’뺸
체. 바상후(Ч. Баасанхүү; 한국 이름 박상후, 현재 영남대학교 외국인 연구교
수)의 단행본 뺷몽골의 불교 노래, 음악 구르 도(Монголын бурханы шашны ду
у, хөгжим Гүр дуу)뺸(2019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행 연구 대비 몽골 불교 경
전의 고악보에 대해 음악적 해독이 뛰어난 점에 있다. 이미 그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써 ‘구르 도’의 고악보 중 기악곡을 중심으로 음악적 해석 및 해독하
여 발표한바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에게 인정받은 바 있다.
단행본 뺷몽골의 불교 노래, 음악 구르 도뺸는 총 9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제5장까지는 ‘구르 도’의 고악보 필사본에 대한 해제와 비교연구이고, 제6장~
제9장까지는 ‘구르 도’ 고악보의 음악적 내용인 조현법, 음계, 선율 등 기보 체
계를 해독하여 서양음악의 기보법인 오선보로 역보 하는 방법으로써 해독하
였다.
필사본으로 편찬된 뺷구르 도뺸 고악보 중 1847년, 1870년, 1897년 등에 편찬
된 개인소장의 3점에 고악보와 몽골 중앙도서관과 바양홍고르 아이막 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하여 총 5점의 고악보를 비교하고, 나아가 1979년에 녹음된 음
원 자료를 입수하여, 음원 자료와 고악보의 기록을 대조하는 연구 방법으로
고악보에 기보 된 음정과 선율 이외에 박자와 리듬형을 더함으로써 18세기 이
래 ‘구르 도’의 음원을 추적하여 몽골 음악학적 성과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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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바상후의 단행본 뺷몽골의 불교 노래, 음악 구르 도뺸의 표지

제1장~제5장까지는 뺷구르 도뺸 고악보 5점의 필사본을 상세히 해제하며, 편
년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다. 다만 고악보에 찍힌 낙관(落款)을 대조하여 편
년을 추정하였지만 정확한 편년을 숙제로 남겨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총 5점
의 ‘구르 도’ 고악보의 수록곡을 대조하여 같은 악곡을 판독하였지만 약 80여
곡의 ‘구르 도’ 중 데드 조현(дээд хөг)과 차하르 조현(цахар хөг) 2가지 조현법
에 해당하는 악곡 일부만을 발췌하여 해독하고, 나머지 악조와 해당 악곡의 해
독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바상후가 고악보에 수록된 ‘구르 도’ 80여 곡을 모두 해독한다면 몽골 불교
음악의 재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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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로운 점은 제6장에서 ‘구르 도’의 5음 음계와 음양오행(陰陽五行)
을 대입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구르 도’의 5음 음계는 토(土 = c), 금
(金 = d), 목(木 = e), 화(火 = g), 수(水 = a) 등으로 대입하여 설명하는데, 다음 악

보로써 이해할 수 있다.

▲ 고악보 뺷구르 도뺸의 음양오행에 따른 음정 대입

V. 나가며
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는 불교에서 노래하는 육자진언(六字眞言)과
같은 경건하고 겸허한 불교 의식음악 혹은 명상음악의 일종이다. 몽골 중앙도
서관 소장의 뺷구르 도올링뺸 고악보에는 ‘구르 도’의 중요한 반주악기인 야탁
혹은 야트갈릭에 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주목되는 부분만 국문으로 번역
하면 다음과 같다.
연회에서 바양후는 훌륭한 연주를 하였다. 이 ‘이토고(itugu; 야트갈릭 혹
은 야탁)’ 연주를 듣고, 왕비가 마음에 들어 그 연주법을 가르쳐달라고 하
니, 바양후가 먼저 ‘이토고’를 연주하였고, 왼손으로 치면(цохих) 용의
눈과 흡사하며, 오른손으로 누르면(дарах) 가루다의 눈과 흡사하여, 이
악기는 보통 악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악기임을 보여주고 예전
요정들이 만들어 연주한, 진정한 하늘이 만든 소리임을 인식시키며 노래
를 불렀다. <몽골 중앙도서관 소장 불교 경전의 고악보 뺷구르 도올링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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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의 창작자이자 편저자인 칭 수젝트 노몬 한
롭상노롭셰랍은 작사가와 작곡가이자 야탁 또는 야트갈릭과 같은 몽골의 전
통악기 연주법을 전승하며, 불교음악과 몽골민족악기에 정통한 활불이자 고
승이었다.
몽골의 음악학자들은 롭상노롭셰랍이 창조하고 전승한 몽골 불교잠언가인
‘구르 도’가 19세기 혹은 20세기 초까지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세

기 이래로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몽골의 사회주의 시대 정치적 문화예
술 활동의 제약과 종교탄압으로 인하여 불교의 음악이자 악기였던 야트갈릭
은 지금 볼 수 없게 되었다.
인하여 몽골음악학계에서는 체. 바상후와 같은 몽골음악 학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체. 바상후 저, 뺷몽골의 불교 노래, 음악 ‘구르 도’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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