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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고악보와 음원 자료의 비교 연구이다. 1897

년에 편찬된 몽골 바양홍고르 아이막(Баянхонгор аймаг) 향토박물관 소장의 고악보

와 1979년에 녹음된 몽골과학아카데미 어문학연구소에서 소장의 음원 자료에서 같

은 곡목인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Цагаан дара эхийн залбирал)>을 오선보로 역보 

및 채보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1897년도 필사본에 수록된 구르 도는 총 64곡으로 구성되며, 

각 곡은 ‘데드(дээд)’, ‘도드(доод)’, ‘차하르(цахар)’라는 3가지 조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구르 도는 10현 야트갈릭 악기의 ‘데

드’조에 포함된다．

필사본에 나타나는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 구르 도의 음역은 낮은 옥타브 솔(g)

음부터 한 옥타브 위인 라(a)까지 9도였고, 파(F)장조에 해당한다. 반면, 녹음된 음원

에 있는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 구르 도는 도(C)장조에 해당하며, 음역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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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a) 음부터 높은 도(c) 음까지 10도였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구르 도의 고악보는 6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음된 

음원의 노래는 8소악절로 구성되어 있다. 고악보와 녹음 음원의 선율은 개방형 음절

과 폐쇄형 음절의 자유로운 구조로 부르게 되어 있다．

약 100년의 시공간적 차이가 있는 고악보와 음원 자료의 비교 연구로서, 기록과 

구전이라는 보전체계가 다른 연구자료의 음악적 분석 연구에서 조(調)의 변화는 없

지만 선율과 가사 붙임새에 차이점이 있으며, 박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빨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 연구는 기록전승과 구비전승의 단면을 고악보와 음원 자

료로서 비교해 본 것이다.

주제어

몽골불교음악, 구르 도, 몽골 고악보,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10현 야트갈릭

I. 서 론

‘구르 도(гүр дуу, gur duu)’는 불교사원의 경전의식(經典儀式)에서 불렸던 길

고 선율적인 명상의 노래로 부드럽고 차분한 음색이며, 주로 부처를 찬양한다. 

구르 도는 고대 인도에서 진언(眞言; 만트라 mantra, 다라니)의 명상 노래로 전

파되었으며 나아가 티베트의 유명한 시인이자 진언 독송자인 밀라라바(Мила

райба, 1052~1135년)와 사짜반디드 공가짤찬(Сажа бандида Гунгажалцан, 

1182~1251년), 제6대 달라이라마 찬얀짬츠(Цанъянжамц 1683~1724년) 등의 

구르 도 송가로 전승되었으며 몽골에서는 롭상노롭셰랍(Лувсанноровшэйрав 

1701~1768년)1) 에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환생한 승려들이 몽골의 불

교 풍습에 맞게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1) 롭상노롭셰랍은 현재의 몽골 아르항가이아이막(Архангай аймаг)에서 태어났으며, 대중에게 ‘친 

수젝트 노몬 한’이는 칭호로 알려져 있다. 롭상노롭셰랍은 구르 도를 창작하여 당시 몽골 문화와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몽골 구르 도를 ‘친 수젝트 노몬 한’의 제1대, 제2대, 제3대, 활불

이 창작하였다는 내용은 �구르 도의 문서(гүр дууны бичиг)� 서문 부분에 수록되어있다. 그는 종

교 지도자이자 학자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티베트어로 전술한 7권 65종류의 작품 중 종교와 풍습, 

독경, 철학을 주제로 한 <둡탑린쭌(дүвтавринжүн)>이라는 작품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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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가사는 전통적인 몽골 시(詩)에서 나타나는 4행 

형식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기도와 명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독경(讀經)이 아닌 불교의 경전(經典), 세계 창조의 기원, 만물의 영

생, 자연의 찬미 등을 담은 몽골불교의 교훈적인 노래로서 몽골의 자연 및 생

활환경, 풍습에 적합도록 몽골의 활불(活佛)이자 고승(高僧)들이 창조하여 몽

골불교 음악으로서2) 널리 전창되었으나, 현재 전승되지 않으며 다만 고악보

(古樂譜)로서 그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3) 구르 도는 몽골민족음악의 기보법이 

변화할 때도 독경의 선율 형태로 정해진 기본 특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지역

의 풍습, 구비문학, 생활 형태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세기 전반까지 전승되다가 20세기 초 사회주의 기간에4) 거의 사라졌다. 

당시 700여 곳 이상의 몽골불교 사원이 파괴되었고, 18,000여 명의 승려가 학

살되었다. 이 때문에 몽골불교 가치는 쇠미해졌으며, 불교의 경전 대부분을 불

태우고 파괴한 비극적인 역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불교 사원에서 

전하는 고악보의 기보법은 점차 잊히게 되었지만, 롭상노롭셰랍이 창작한 구

르 도의 고악보 필사본이 모두 멸실된 것은 아니며, 당시 몽골 소재의 만달(Ма

ндал)사원에 일부 승려와 지역의 일부 토박이 노민들에 의해 보존되었다.

구르 도의 고악보 필사본은 1960~80년대에 몽골의 연구원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보존하여 연구되었으며,5) 전승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 또

2) 구르 도를 부르는 일련의 의식은 상황과 노래의 내용에 따라 연행자의 의상이 달랐으며,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의식이 거행되었고, 반드시 남성만이 구르 도를 찰현악기인 야트갈

릭의 연주와 함께 병창(竝唱)방식으로 전창되었다.

3) 박소현 2012, 50.

4) 1922-1939년은 당시 몽골은 사회주의 기간으로 지식인들을 핍박하고, 투쟁하는 사회 모든 계층을 

탄압했던 시기였다. 당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일본 첩자로 몰고, 승려들을 대거 학살했던 비

극적인 역사가 있다.

5) 몽골 구르 도의 연구는 1959년부터 찾을 수 있어 몽골국내의 연구성과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Ц. Дамдинсүрэн 1959; У. Загдсүрэн 1975, 264-267; Д. Ёндон 1980; П. Хорлоо 1981; Л. Хүрэлбаатар 

1989; Д. Цэрэнсодном 1995; Д. Цэрэнсодном 1997, 366-380; Л. Эрдэнэчимэг 2001; Л. Хүрэлбаатар 

2002; Н. Нарангэрэл 2011; Мөнхтуяа･Мөнхцэцэг･Насанжаргал 2012, 4-20; Т.Булган 2013, 54; С. С

оронзонболд 2014, 60-68; Г. Төвшинтөр･Б.Соронзонболд 2014, 48-52; П. Даваапил･Т.Ганзориг 

2014, 11-22; Ж. Төгсжаргал 2014, 27-45; Л. Эрдэнэчимэг 2015; Ч, Баасанхүү 2017.

다음 한국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92   불교학연구 제72호

는 음원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음악학적 연구로서 구르 도의 조현(調絃) 혹은 조(調)에 관한 연구를 주

목하여야 하는데, 1959년 게. 롕칭삼보(Г.Ренчинсамбуу)가 처음으로 구르 도 

고악보에 기록된 총 70여 곡을 데드(дээд), 도드(доод), 차하르(цахар) 등 3가지 

조로 분류해 소개한6) 이후 학자 베.롕칭(Б.Ренчин),7) 헤. 페를레(Х.Пэрлээ),8) 

쩨.엔비쒸(Ж.Энэбиш),9) 엘. 에르덴치멕(Л.Эрдэнэчимэг),10) 에스. 윤덴바트

(С.Юндэнбат),11) 에스. 소론존볼드(С.Соронзонболд),12) 홍메이(Хун-мей)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해외 학자들도 구르 도 고악보의 기보 체계에 관하여14) 

많이 고민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고악보에 기록되어 있는 악곡 

중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Цагаан дара эхийн залбирал)>에 한정하여 고악보

의 기록과 음원 자료를 비교하여 음계, 선율, 기보법 등을 해독하고자 한다.

II. 차강 다라 에흐와 노랫말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곡목 중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Цагаан дара эх

ийн залбирал)>은 한국어로 ‘백도모의 기도(白度母의 祈禱)’라고 번역할 수 있

다. 구르 도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고악보를 분석하기 전에 몽골불교와 

한국에서는 박소현 2012; 박소현 2014; 박소현 2016; Chinbat Baasankhuu 2016.

6) Г. Ринченсамбуу 1959, 3-4. 

7) Г. Бадрах 1960. 

8) Х. Пэрлээ 1976. 

9) Ж. Энэбиш 1978.

10) Л. Эрдэнэчимэг 1991, 8-21.

11) С. Юндэнбат 2011, 56-62.

12) С. Соронзонболд 2014, 66-70.

13) Хун-мей 2011.

14) Б. Смирнов 1971; W. Kaufmann 1975, 48; Renu de Nebesky-Wojkowitz 2007, 250; Will Woodville 

Rockhill 2008,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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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전통 미술학에서의 ‘차강 다라 에흐’(Цагаан дара эх, White Tara, 白度母)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 내용에 대

하여 전개한다.

불교국가 가운데 티베트와 몽골에서만 다라(Dara)가 특히 전통문화에서 널

리 등장한다. ‘다라(Dara)’는 보편적으로 세상의 멸종되는 날까지 평화로운 영

혼을 갖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 보살이다. 고

대 백성들의 숭배범위 확대에 따라 문학 장르를 통하여 세상에 더 널리 알려졌

다고 볼 수 있다. 

다라(Dara) 혹은 타라(Tara)는 산스크리트어로 ‘별’을 의미하며, 별처럼 모

든 중생을 세상의 불행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구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강 다라 에흐’(백도모, 白度母)는 티베트어로 ‘Dulma’(T.; sGol ma), 몽골어

로(гэтэлгэгч эх, 구원자 어머니), 산스크리트어로 ‘Sita Tara’, 영어로 ‘White 

Tara’로 해석되는 보살이다. 

‘차강 다라 에흐’의 상징적인 의미는 장수와 덕이다. 그 이유는 몽골인들이 

고대부터 하얀색을 사람의 순수한 마음의 표현으로 상징해 온 것과 관련된다.

‘차강 다라 에흐’와 ‘다라’에 대한 연구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인도, 티베트, 몽골 등 3개 나라의 문학적 측면 또한 신앙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비교 분석을 한 유일한 학자는 데. 소미야(Д.Сумъяа)이다.

데. 소미야는 ‘다라’의 종류마다 나타내는 개별적 특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백도모(白度母)와 녹도모(綠度母)의 몸과 마음에 힘을 찬양하는 문학의 운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는 ‘몽골 다라’의 차별점인 문학적 찬양 운

문을 평가한다면, 불교 경전의 운문보다 훨씬 단순함에 가깝게 서민들이 이해

하기 쉽게 표현된 점을 밝히고 있다. 

 몽골의 다라는 몽골 전통문학 작품에 널리 전파되어 있을뿐더러, 전통미술 

작품에도 그의 독특한 고유한 특징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다. 회화, 자수, 

조형 등 여러 종류의 고유한 몽골적 이미지로 제작된 미술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승해 왔다. 그중에서 17세기에 제작된 자나바자르(Занабазар)15)의 조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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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19세기 자수 작품의 ‘차강 다라 에흐’는 몽골 울란바타르 소재의 미술박

물관인 ‘자나바자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실제는 아래 <사진 1>과 <사

진 2>와 같다.

<사진 1> 청동 ‘차강 다라 에흐’ <사진 2> 자수 ‘차강 다라 에흐’

‘차강 다라 에흐’의 형상은 수정처럼 청정하고, 가을 보름달처럼 하얀 몸에, 

16세의 완벽한 숫처녀의 미소를 머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하얀 연꽃 좌대에 가

부좌 좌석으로 앉아서 일곱 눈으로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주변을 살핀다. 일곱 

눈은 미간에 두 개, 이마에 한 개, 양손과 양발에 한 개씩 있다. 일곱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손바닥, 발바닥, 이마의 눈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

서 구원한다는 상징이다. 그리고, 왼손에 수련 꽃자루를 쥐고 있어 8대 위험으

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고, 뻗은 오른손바닥은 보시를 상징한다. 상기 두 개의 

사진은 몽골의 ‘차강 다라 에흐’이다.

<사진 1>에 자나바자르(Занабазар)가 제작한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만들어

15) 곰보도르지 자나바자르 (Гомбодорж Занабазар)는 17세기와 18세기에 몽골 예술의 부흥에 귀중한 

공헌을 했다. 자나바자르은 1635년 9월 25일 지금의 어워르항가이 아이막 여슨주일 솜(Өвөрханга

й аймаг Есөнзүйл сум)에서 태어났다. 그는 동양의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1686년 소욤보(Соёмб

о)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였다. 그가 만든 소욤보 문자는 지금도 몽골국 정부의 인장과 깃발에 

사용되고 있다. 조각가로서 그는 크고 작은 불교 정착지에 사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백도모(白

度母)와 녹도모(綠度母)의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등의 위대한 예술작품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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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차강 다라 에흐’ 작품의 특징은 ‘우룩 에흐16)’(өрөг эх)라 불렸던 유모의 모

습에서 영감을 얻어 ‘바다와 같은 어머니’ 즉, ‘달라이 에에찌(Далай ээж)’ 라

고 불렀던 친어머니를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상은 몽골적 

이미지를 담은 작품으로 강조되며, 본 작품은 몽골 장인들의 주된 전통 수공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몽골의 티베트 연구자인 엘. 후렐바타르(Л.Хүрэлбаатар)는 게. 자나바자르

의 ‘차강 다라 에흐’ 작품에 대해 ‘선녀를 평범한 여성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인도 타라를 몽골 타라로 내재했으며, 불교 예술을 민속 예술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고전적 미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나바자르가 전통예술에

서 큰 혁신을 창조하였다’17)라고 평가하였다. 

<사진 2>의 자수를 놓은 ‘차강 다라 에흐’ 보살은 19세기 말에 제작된 몽골 

전통 수공예품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차강 다라 에흐’의 작품 중 크기 면에서 

가장 큰 작품에 해당한다. 크기는 1090×1540cm이며, 5층 건물과 비교된다. 이 

자수 작품의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작품

은 빨간색과 노란색 실크 패턴에 가장자리를 파란색 실크로 둘러싸고 있다. 위

의 두 작품은 1995년 몽골의 국보급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차강 다라 에흐’는 몽골의 문학과 미술에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의 

불교음악에도 전승되어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례는 몽골 구르 도의 필사본

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바양홍고르 아이막 향토박물관 소장의 고악보 �구르 도

의 양익 62.5-5�에도 차강 다라 에힝에 대한 노래인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이라는 곡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칭 수젝트 노몬 한’ 칭호로 추앙받아

온 고승 롭상노롭셰랍이 창작한 구르 도 중 하나로 필사본인 �구르 도의 양익 

62.5-5�에는 노랫말과 고악보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16) 자나바자르가 태어난 후 어머니의 가슴에는 젖이 없었고, 어머니의 16세 소녀인 하녀에게서 갑자

기 젖이 나오기 시작하여, 하녀의 모유 수유로 아기를 구했다. 그 후로 그 하녀를 ‘우룩 에호’라고 

불렸다고 한다.

17) https://borolzoi.coo.mn/29606/%22cagaan-dari-eh%22-bol-mongol-ohinii-songodog-du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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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백도모의 기도, 白度母의 祈禱)> 번역문

제에~, 시방 신들의 무궁무진한 행적에

범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겨낸 에흐 다라 에흐

전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주시어

우주의 끝까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빚을 내어

수정 같은 청정 거울을 다라 에흐께 주시오서

전지전능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모든 존재를 구원해 주시오

신성한 초록색의 두르베(식물의 종류)를 다라 에흐께 주시오

부처님의 교훈을 세 개의 우주에 영원하도록 전파해주소서

어머님을 위한 보석을 다라 에흐께 선물하시오

구원자 렉제드마의 염주의 마법을

최상의 귀중한 영호르(yongkhor)를 다라 에흐께 올리겠오.

�구르 도의 양익 62.5-5�에 수록된 모든 구르 도의 노랫말에는 ‘제에’(зээ, 

zee)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 ‘제에’라는 시작 단어는 몽골의 전통 민요인 오

르팅 도(уртын дуу, urtiin duu, long song) 노랫말의 시작 단어와 보편적인 의미

로 거의 유사하다.  구르 도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에 대한 운문적 

기술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경전의 기술은 거의 없으며,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이 더 많이 묘사되어 있다. 가장 높은 만트라, 가장 높은 덕 등등 부처께 올

리는 기도의 의미를 주로 표현하고 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 총 49행의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만물의 어머니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 기도드리자

는 칭송의 의미가 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노랫말의 자음과 모음을 음

양오행(陰陽五行)의 가르침에 따라18)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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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 ‘a’- 100회, ‘e’(э)-54회, ‘an’(ан)-11회, ga’(га)-10회 ‘ha’(ха)-14회

화(火); ‘i’(и)- 34회,‘ya’(яа)-7회, ‘sha’(ша)-6회

토(土); ‘da’(да)-29회, ‘ta’(та)-20회, ‘na’(на)-7회, ‘la’(ла)-34회, ‘sa’(са)-26회

금(金); ‘ra’(ра)-41회, ‘ja’(жа)-3회, ‘cha’(ча)-6회

수(水); ‘u’(ө)-28회, ‘u’(ү)-19회, ‘ma’(ма)-18회, ‘ba’(ба)-17회, ‘pa’(па)-0 

‘va’(ва)-3회, ‘fa’(фа)-0회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에서 모음과 자음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글자는 100회 반복되는 모음 ‘아(a)’이며, 운문에 경우 오행(五行)의 목(木)에 주

로 나타난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에 대해, 데. 솜야은 “종교의식에 대한 표

현은 거의 없고, 아름다운 여인과 어머니의 모습만이 보다 평범한 방식으로 묘

사되어 있다.19)”고 하였다. 즉, 만물의 어머니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 기도드

리자는 칭송의 의미가 있다. 

이상, 몽골의 ‘차강 다라 에흐’는 장수와 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도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은 음양오행 중 

목의 기운이 강하며, 그 내용은 어머니의 치유와 같은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 

III. 고악보의 음악 검토

본 장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바양홍고르 아이막 향토박물관 소장의 고

악보인 �구르 도의 양익 62.5-5�에 기록되어 있는 10현 야트갈릭20)의  <차강 다

18) 18세기에 몰롬 란짜바 단장닥와 (Молом ранжба Данзандагва)이 저술한 �주르행 톨리팅 타일바르

(зүрхэн тольтын тайлбар)�란 책에서 몽골어 모음을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대입하여 분류하였으

며, 이를 테. 팍바 (Т.Пагба)가 1957년 현대 몽골어로 역주하였다. 

19) Д. Сумъяа 2002, 17.

20) 휴대가 용이한  10현의 현악기 2종 중 하나는 민간에 널리 퍼지고, 다른 하나는 사원에서 연주되었

다는 기록이 있다. 이 악기에 대해 박소현(2017)의 몽골의 찰현악기 야트갈릭에 대한 연구에서 구

체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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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흐의 잘비랄>의 악보의 기보법, 조현 및 악보, 음계와 선율을 검토한다.

바양홍고르 아이막 향토박물관 소장의 �구르 도의 양익 62.5-5�는 1897년에 

고승 롭상노롭쉐랍이 작사 작곡한 구르 도를 필사한 것으로 총 155쪽에  64곡

이 수록되어있다. 고악보 원본 중 일부를 보면 다음 <사진 3>과 같다.

<사진 3> 바양홍고르 아이막 향토박물관 소장 �구르 도의 양익 62.5-5� 표지와 일부

<사진 3>고 같이 바양홍고르 아이막 향토박물관 소장의 �구르 도의 양익 

62.5-5� 고악보는 표지와 첫 몇 장이 닳고 찢어져 훼손된 상태이다. 표지는 주

황색이고, 전면 가운데 현대 몽골어로 “구르 도의 양익 62.5-5”라고 표기되어 

있어,  고악보의 명칭을 �구르 도의 양익 62.5-5�을 명명한다.  고악보 �구르 도

의 양익 62.5-5�에 수록곡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노랫말과 악보는 41-43

쪽에 수록되어있다.

고악보 �구르 도의 양익 62.5-5�의 수록곡 중 10현 야트갈릭의 악보로 기록

된 <차강 다라 에흐의 잘비랄>을 선택한 이유는 10현 야트갈릭의 고악보에 관

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몽골불교 경전의 구르 도 고악보는 총 30여 점이 발견 및 보고되었

는데, 그중에서 10여 점이 10현 야트갈릭과 연관된 고악보 자료이다. 구르 도

가 기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그 선율, 운문, 표기, 기보법 등에 관한 문학과 음악

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10현 야트갈릭의 고악보인 롤익(рол ег, rol yig)

의 기보법에 관한 해독 연구가 드물다. 

롤익 기보법은 몽골 불교 경전의 고악보 기보법 중 하나로, 고악보의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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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가사보인 당익(дан ег, dang yig), 성악보인 양

익(ян ег, yang yig), 야트갈릭보인 롤익(рол ег, rol yig) 등이 있다.

       

<사진 4> 당익 고악보 <사진 5> 양익 고악보 <사진 6> 롤익 고악보

10현 야트갈릭의 기보법인 롤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사진 4>의 당익 기보와 <사진 5>의 양익 기보

는 고악보에서 가로로 표기된 반면, <사진 6>의 롤익 기보는 세로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당익과 양익 기보에 표시된 선(행)의 형태는 최소 10~50여 종류이지

만, 롤익 기보는 3~10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셋째, 롤익 기보는 10현 야트갈릭의 가장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각 악

기 중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는 양익 보다 롤익이 어느 음으로 시작해

서 어느 음에 도달해서 어느 음을 거쳐서 끝난다는 음의 진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넷째, 롤익 기보는 악곡에 따라 악절과 마디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10현 야트갈릭 악기의 ‘제에’(зээ, zee)라는 시작 단어와 구르 도 노

랫말의 ‘제에’ 라는 시작 단어 등은 몽골 오르팅 도 노랫말의 ‘제에’라는 시작 

단어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을 롤익 기보의 고악보에서 볼 수 있다.

고악보 �구르 도의 양익 62.5-5�에 롤익 기보법으로 기보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음계는 조현법 체계로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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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 야트갈릭의 각각의 현에 남 부둥(нам бүдүүн)에서 에체스 쇼랑하이(э

цэс шуранхай)까지 이름이 붙여져 10현의 음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데드(д

ээд),21) 도드(доод),22) 차하르(цахар)23) 등 3가지 기본 조(調)로 분류하고 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데드 조로 음계는 파(f)-솔(g)-라(a)-도(c)-레(d)

의 장2도-장2도-단3도-장2도의 음정 관계에 조이다. 데드 조의 10현 야트갈릭 

악기의 각각의 10현 조현 명칭과 음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데드(дээд) 조현법

현수 현 이름 조현음

1 남 부둥(нам бүдүүн) 파₁(f₁)

2 타로오 부둥(таруу бүдүүн) 솔₁(g₁)

3 털럽 부둥(төлөв бүдүүн) 라₁(a₁)

4 제에 니일레흐 부둥(зээ нийлэх бүдүүн) 도(c)

5 제엘레흐 제에니 옥(зээлэх зээний уг) 레(d)

6 제에 니일레흐 나링(зээ нийлэх нарийн) 파(f)

7 털럽 쇼랑하이(төлөв шуранхай) 솔(g)

8 남 쇼랑하이 (нам шуранхай) 라(a)

9 타로오 쇼랑하이(таруу шуранхай) 도¹(c¹)

10 에체스 쇼랑하이(эцэс шуранхай) 레¹(d¹)

 <표 1>에 따르면, 가장 낮은 음은 제1현의 낮은 옥타브 파(f₁)이고, 가장 높

은 음은 제10현의 옥타브 레(d¹)이며, 음역은 한 옥타브 장6도, 즉 14도이다. 즉, 

데드 조의 음역은 한 옥타브 이상이 6도이고 파(f)장조로 볼 수 있다. 데드  조현

은 제1현에서 제10현까지 순서대로 열거하면, 파₁(F₁) - 솔₁(g₁) - 라₁(a₁) - 도(c) - 

레(d) - 파(f) - 솔(g) -라(a) - 도¹(c¹) - 레¹(d¹) 이다.

데드 조로 기록되어 있는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고악보 �구르 도의 양

익 62.5-5�에 다음과 같이 일부를 본다.

21) 데드(дээд)조는 한국어로 상(上)조로 번역된다.

22) 도드(доод)조는 한국어로 하(下)조로 번역된다.

23) 차하르(цахар)조는 한국어로  중(中)조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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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고악보 �구르 도의 양익 62.5-5� 중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롤익 악보

 

<사진 7>의 고악보 �구르 도의 양익 62.5-5�에 수록된 <차강 다라 에힝 잘비

랄>의 롤익 기보는 4종류의 수파형 부호와 6개의 획으로 기보하고 있다. 이 획

들을 시작하기, 연속하기, 끝내기, 빠르게, 느리게 등 악곡의 리듬을 분명하게 

한 후 오선보로 해독하면, 보다  쉽게 악곡을 이해할 수 있다. 각 부호와 획을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롤익 기보법의 4가지 부호의 해독

부호 명칭[필자의 해석] 해독내용

갈고리 형 선율을 시작하는 것 외에도 선율 중에 호흡을 의미한다.

직선

음표를 연결하는 선이며, 선명하거나 흐릿한 직선이라

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선명한 직선은 음표와 큰 

소리를 나타내고, 흐릿한 선은 음표와 조용한 소리를 나

타낸다.

가는 파장선
음색에 약한 진동을 주어 비브라토(vibrato)인 농현으로 

천천히 조용히 끝나는 것을 표현한다.

굵은 파장선
가는 파장선과 유사하지만 음색을 보다 성명하게 농현

하면서 천천히 조용히 끝내는 것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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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르 도의 고악보에 나타난 롤익 기보법의 4가지 부호 중 굵은 혹은 

가는 파장선은 주로 선율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 선율을 바로 끝나기보

다 천천히 조용히 끝내는 종지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롤익 기보법의 6가지 획에 대한 해독으로 <표 3>과 같다.

<표 3> 롤익 기보법의 6가지 획의 해독

획의 형태/ 오선보 해독 해독내용

제1획 ;

   

ⓛ 제5현(d)에서 시작하여 ② 제6현(f)을 

거쳐 ③ 털럽 쇼랑하이 7현(g)으로 조용

히 마친다. 첫 번째 획의 시작은 ‘제에 

이’(zee i)라는 모음의 개방형 음절24)의 

선율로 ‘제에’의 짧은 선율이 연주한다．

제2획;

ⓛ 제4현(c)에서 시작해서 ② 제5현(d)을 

거쳐 ③ 제6현(f)으로 이어서 ④ 털럽 쇼

랑하이 7현(g)으로 가서 ⑤ 제거기서 남 

쇼랑하이 8현(a)까지 가서 조용히 마친

다. 두 번째 획은 ‘아르반 죽궁 보르하드

도’(ar ban züg gün bur had du’라는 자음의 

폐쇄형 음절25)의 선율로 연주한다.

제3획;

ⓛ 제4현(c)에서 시작해서 ② 제5현(d)을 

거쳐 ③ 제6현(f)으로 도달했다가 ④ 성

하며 ⑤ 제5현(d)으로 가서 ⑥ 다시 추성

하며 ⑦ 제6현(f)으로 가서 ⑧ 다시 퇴성

하며 ⑨ 제5현(d) ⑩ 제4현(c)을 거쳐서 

⑪ 3현(a₁)으로 도달했다가 ⑫ 추성하며 

⑬ 제4현(c)에서 조용히 마친다. 세 번째 

획은 ‘햐즈가아르이라쉬우게이 우일레

스’(hyaz gaar u la shi üg ei üy les)라는 개

방형 음절의 선율로 연주한다.

24) 몽골 장가(오르팅 도, urtiin duu, long song)에서는 시작하는 노랫말 단어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면 

개방형 음절이 된다. 개방형 음절은 오르팅 도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자유 선율 구조이며, 특히 

오르팅 도의 고음 장식인 쇼랑하이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이다.

25) 몽골 오르팅 도에는 시작하는 노랫말의 단어 끝이 자음으로 끝나면 폐쇄형 음절이 된다. 폐쇄



몽골불교 노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고악보 연구   103

제4획;

ⓛ 제2현(g₁)에서 시작해서 ② 3현(a₁) ③ 

제4현(c)을 거쳐서 ④ 제5현(d)에 도달해

서 ⑤ 제6현(f)까지 가서 조용히 마친다. 

네 번째 획은 ‘데겐 호라아조’(ne gen hu 

raa ju)라는 폐쇄형 음절의 선율로 연주

된다.

제5획; 

ⓛ 제4현(c)에서 시작해서 ② 제5현(d)으

로 가서 ③ 추성하며 ④ 제4현(c)에 도착

해서 ⑤ 다시 퇴성하며 ⑥ 제3현(a₁)을 거

쳐서 ⑦ 제2현(g₁)에 도달해서 마친다. 다

섯 번째 획은 ‘얄고오사딘 에흐’(yal guu 

sadin ekh)이라는 폐쇄형 음절의 선율로 

연주한다.

제6획;

ⓛ 제2현(g₁)에서 시작해서 ② 3현(a₁) ③ 

제4현(c)을 거쳐서 ④ 제5현(d)에 도달

해서 ⑤ 제6현(f)까지 가서 조용히 마친

다. 여섯 번째 획은 ‘다라 헤이’(dara he i)

라는 개방형 음절의 선율로 연주되며 

끝난다

위에 해독한 각 획의 시작되는 첫 음을 다시 살펴보면, 제1획은 ‘제엘레흐 제

니 옥(d)’에서, 제2획･제3획･제5획은 제4현인 ‘제에 니일레흐 부둥(c)’에서, 제

４획･제6획은 2현인 ‘타로오 부둥(G₁)’(таруу бүдүүн)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롤익의 기보법으로 기보된 �구르 도의 양익 62.5-5�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고악보에서 4가지 부호와 6가지 획을 해독하였다. 이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고악보 전체를 오선보로 역보하면 다음 <악보 1>과 같다.

형 음절은 오르팅 도의 시작 행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장모음으로 계속되는 자유로운 선율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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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구르 도의 양익 62.5-5�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오선보 악보 

<악보 1>은 솔(g)음을 기준으로 한 솔(g₁)-라(a₁)-도(c)-레(d)-파(f)-솔(g)-라(a)

로 5음 음계로 출현음과 선율진행을 정리해 보면 다음 <악보 2>와 같다.

<악보 2>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출현음과 선율 진행

 

이상 <악보 2> �구르 도의 양익 62.5-5�와 같이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파(f)음을 중심으로 하는 5음 음계의 데드 조로 장2도 – 장2도 – 단3도 – 장2도 

등의 선법 구조이다. 또한 고악보를 보면 노랫말의 자음과 모음의 선율이 개방

형 음절과 폐쇄형 음절의 자유로운 구조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음원 자료와 비교 

몽골과학 아카데미 어문학연구소 소장의 음원 자료 중에 1979년에 승려 오. 

겡뎅(О.Гэндэн)이 녹음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이26) 있다. 이 음원자료는 

26) 몽골과학 아카데미 어문학연구소 소장 오. 겡뎅(О.Гэндэн)이 녹음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구르 도 561-1-11�로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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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악보�구르 도의 양익 62.5-5�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고악보 �구르 도의 양익 62.5-5�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4획 6소악절

로 기보되어 있지만, 음원 자료에는 8행을 8소악절로 녹음되어 있다. 또한, 선

율 진행도 서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고악에는 “제에(зээ, zee)~ 시방의 신들(arvan zügiin burhdiin)”이

라는 노랫말로 시작하지만, 음원 자료에서는 바로 “예에예에 에 예에에 예에

예에 에(yeye e ye e e yeye e)”라는 구음(口音)으로 시작한 후 “신들”이라는 노랫

말이 나오는 등 고악보와 음원자료의 노랫말만 비교해보아도 차이점이 있다.

오.겡뎅이 부른 음원 자료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를 오선보로 채보하

여 총 8소악절을 악절별로 제시하며 고악보의 음악적 내용과 비교한다.

음원자료의 8소악절에 대한 채보로 <표 4>와 같다.

<표 4> 음원자료의 8소악절의 채보

음원자료／ 오선보 채보 분석내용

제1소악절 ;

제1소악절은 한 마디로 선율의 전(全) 부분을 

‘제에’(zee)라는 한 단어로 길게 끌며 한 호흡으

로 노래한다. 이렇게 부를 때 ‘제에’ 단어 이후에 

“예에예에 에 예에에 에 예에예에 에”라는 개방

형 음절의 자유로운 선율이 이어진다. ‘제에’는 

구르 도에서 선율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지만, 

몽골의 오르팅 도에서는 노래의 시작뿐만 아니

라 마지막 종지에서도 나타나면서 확장하는 자

유로운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2소악절 ; 제2소악절의 시작은 제1소악절에 이어 ‘예에예

에 에’(yeeyee e)라는 개방형 음절이 계속되며 선

율의 끝 부분에서 폐쇄형 음절의 단어 ‘보르하

드’(burhad)가 나온다. 그 후, 장모음으로 구성된 모

음 ‘오오 오오 에에 아아’(oo uu ee aa)가 이어진다.

제3소악절 ;
제3소악절은 선율이 ２행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행에 ‘햐즈가아에에에에예에예에가아르라

시구이’(hyaz ga ee ee yeeyee gaar lash güi)라는 한 

단어 안에서 ‘아아’(aa), ‘에에’(ee), ‘이’(i)라는 모

음으로 끌다가 다음 자모음으로 연결되고, 두 번

째 행에 ‘얼지이게’(ülziige)로 시작하는 개방형 음

절의 선율은 ‘얼지이게 아아 오오 아아’(ül zii ge aa 

oo aa)라는 자유로운 구성으로 선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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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소악질 ;

제4소악절의 선율 역시 2행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행은 ‘네겐 도오오오르 호랄조 에에 에

에 에에 아아’(ne gen do oo or hural ju ee ee ee aa)

라는 폐쇄형 음절로 시작하며, 한 행 안에서 ‘오

오’(oo), ‘에에’(ee), ‘아아’(aa)라는 장모음으로 선

율이 계속된다. 두 번째 행에는 ‘얄고사아아오

오온 이흐 에에 아아 아아’(yal gu sa aa oo n ih ee 

aa aa)라는 폐쇄형 음절의 선율이 연속된다

제5소악절 ;
앞의 제4소악절의 ‘이흐’라는 폐쇄형 음절을 뒤

따르는 ‘에에’(ee), ‘아아’(aa) 모음이 제5소악절

에 계속해서 ‘우이 에에 아아 아아 르’(üi ee aa aa 

r)라는 자모음의 선율이 자유롭게 늘어지면서 

노래한다.

제6소악절 ;

                                            

제6소악절의 선율은 2행이다. 첫 번째 행은 ‘니

굴레쉬구이 에에 에에 타아알라즈 우우 에에’ 

(niguleshgui ee ee taalaj uu ee)라는 개방형 음절의 

선율로 시작하고, 단어 사이는 모음 ‘에에’(ee), 

‘우우’(üü)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행에서는 

‘게게에 에에 돌민 얼미이 오오 바타트가 오이 

아아’(ge gee ee dulmin ülmii oo batatga ui aa'와 같

은 개방형 음절 선율로 시작하며, 이 한 행 안에

서 ‘에에’(ee), ‘오오’(oo), ‘아아’(aa)라는 장모음으

로 선율이 자유롭게 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 소악절 ;

 

 

제7소악절에 ‘산사르 에츠세에 에에 에에 사고

노 에에 아아 오츠 오오 에에 오오 오르 메트 우

우 에에 아아’(sansar etssee ee ee sagunu ee aa och 

oo ee oo or met üü ee aa)라는 폐쇄형 음절의 선율

로 시작하여, 이 한 행 안에서 ‘에에’(ee), ‘아

아’(aa), ‘오오’(oo), ‘우우’(üü)라는 장모음으로 

이어지며 연주된다.

제8 소악절 ;

 

제8소악절에서 ‘바타트와이’((batatvai)라는 단 

한 단어로 개방형 음절의 선율이 시작하고, 이

어서 모음 ‘아아 에에 아아 예에 아아 아아’(aa ee 

aa yee aa aa)로 끝난다. 

오.겡뎅이 부른 음원 자료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노래는 개방형과 폐

쇄형 음절의 선율이 혼재되어 있다. 각 소악절에 있는 노랫말의 자수는 다르

다. 즉, 제 1소악절, 제２소악절, 제 8소악절 등에는 각각 단 한 단어로 선율의 

한 소악절을 한 호홉으로 부르고 있다. 제 3소악절에 2개, 제 4소악절에 4개, 제 

6소악절에 6개, 제 7소악절에 5개의 단어가 각각 붙는다. 이를 통해 구르 도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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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의 원리와는 약간 다른 자유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음원자료 전체를 오선보로 채보하면 다음 <악보 

3>과 같다.

<악보 3> 오. 겡뎅이 부른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오선보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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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겡뎅이 부른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은 각 소악절의 선율이 장2도, 장3

도, 완전4도, 완전5도 등에 따라서 상행 또는 하행의 음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

다. <악보 3>은 라(a₁)음을 기준으로 라(a₁)-도(c)-레(d)-미(e)-솔(g)-라(a)-도(c¹)

의 음역 5음 음계로 출현음과 선율진행을 정리해 보면 다음 <악보 4>와 같다．

<악보 4>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음계와 선율 진행

이상 <악보4>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도(c)음을 중심으로 하는 5음 음

계의 데드 조로 장2도 – 장2도 – 단3도 – 장2도 등의 선법 구조이다. 또한 음원 

자료 악보를 보면 노랫말의 자음과 모음의 선율이 개방형 음절과 폐쇄형 음절

의 자유로운 구조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고악보와 음원 자료를 모두 오선보로 역보 및 

채보하여 음계와 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표 4> 고악보와 음원 자료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음계와 조 

구분 음계와 음조직 조(調)

고악보
파(f)-솔(g)-라(a)-도(c)-레(d)

데드(дээд)조
장2도-장2도-단3도-장2도

음원자료
도(c)-레(d)-미(e)-솔(g)-라(a)

장2도-장2도-단3도-장2도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고악보와 음원 자료의 음조직과 악보는 같은 데

드 조이지만 서로 음역의 차이가 있다. 선율 진행은  주로 장2도, 완전4도, 장6

도로 도약하며, 출현음의 음역대는 고악보 9도, 음원 자료는 10도로 몽골의 오

르팅 도 보다 좁다. 오르팅 도의 음역은 일반적으로 16도를 초과하는 넓은 음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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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르 도의 시작 노랫말인 ‘제에’는 1897년도 필사된 고악보 기보보다, 

1979년에 녹음된 음원 자료가 상당히 길게 끌어주는 선율진행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지부분은 고악의 끝부분에 부호를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음 음으로 천천

히 조용히 이행하면서 마친다는 점에서 원래 단음으로 마치는 음원 자료와 차

이가 있다. 고악보에 기보된 악곡의 선율은 4분음표와 2분음표로 구성되는 반

면, 음원자료의 선율은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진행되는 점도 다르다. 

이렇게 1897년에 필사된 고악보의 기록과 1979년에 녹음된 음원 자료의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음악적으로 다르다. 즉 기록과 구전으로 전승될 

때 구르 도의 선율은 변화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1897년에 필사된 고악보와 1979년에 녹음된 음원 자료를 중심으

로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곡목 중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을 선택하여 

음악적으로 비교해보았다.

구르 도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은 고악보와 음원 자료에서 악곡 명과 조

(調)는 같지만, 선율의 꾸밈음과 노랫말의 붙임새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따

라서 각 선율을 오선보에 역보 및 채보하여 해독해 보면,  모두 데드 조에 해당

하지만 중심음은 고악보는 솔(g), 음원자료는 도(c)로 음고의 차이가 있다.

고악보와 음원자료 모두 ‘제에(зээ, zee)~’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점에서, 몽

골 오르팅 도(уртын дуу, urtiin duu, long song)의 시작하는 노랫말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슷하다. 몽골 오르팅 도의 가수는 마두금의 선율에 맞춰서 연주하

는 작은 형식의 선율을 ‘제에 니일레흐’(зээ нийлэх)라고 부른다. 이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수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겠다’라는 신호이자 곡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선율이다. 고악보에 기보를 보면 예로부터 구르 도에서는 ‘제에 니

일레흐’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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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 도의 고악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노래가 데드 조 해당되는데,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 역시 마찬가지이다. 데드 조로 기보된 노래의 선율

구조가 장2도, 장3도, 완전4도, 완전5도 음정에 해당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음절 선율의 경우 모음과 자음의 폐쇄형 음절과 개방형 음절은 장모음

으로 음정을 길게 끌고, 박자와 리듬형은 규칙적인 악절이 아닌 자유로운 구조

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롤익 고악보에서 오선보로 해독한 <차강 다라 에힝 잘비랄>의 선율은 2분

음표, 4분음표로 천천히 상･하행으로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음원자료에

서는 주로 8분음표, 16분음표로 진행되면서 상･하행으로 노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몽골불교 노래인 구르 도의 내용, 선율 등은 형식과 시대 흐름

에 따라 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르 도는 현대로 전승되면서 박자가 빨

라진 듯하지만, 아직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잔잔한 선율과 느리면서

도 굵고 낮은 음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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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n Ancient Music Score of Mongolian Buddhist 

Song, “Tsagaan dara ehiin zalbiral”

PARK, Sanghu
Research Professor

Music Department,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ncient music score and sound source 

of Mongolian Buddhist song, Gur duu.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used 

the ancient music score from 1897 owned by Aimag Folk Museum at Bayankhongor, 

Mongolia and transcribed it into staff notation by using the sound source recorded 

in 1979 with the same titl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owned by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

The manuscript from 1897 includes total of 64 Gur duu pieces, and each piece is 

divided into 3 keys: upper, lower, and tsakhar. The Gur duu piec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analyzed in this paper falls under the upper key of the 10-string 

yatgalig.

The register for th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Gur duu in the manuscript 

ranges from the low octave sol (G) to the higher octave la (A) in fa (F) major. 

Meanwhil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in the recorded sound source is in do (C) 

major, and its register extends from the low la (A) note to high do (C) with 10 

intervals. 　

In the ancient music score of th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Gur duu, the 

ancient music score was composed of six lines, while the recorded sound source 

included eight phrases. Each song was sung in both closed and open sets. 

In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ncient music score and sound sourc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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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preserved in the form of a written record and oral tradition with about a 

100-year gap, the ancient music score and sound source showed the same key but 

presented differences in melody and lyrics. It is assumed that the beat got faster over 

time.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comparing the written tradition 

and oral tradition by using an ancient music score and sound source.

Keywords 

Mongolian Buddhist Music, Gur duu, Mongolian Ancient Music Score, Tsagaan dara ehiin 

zalbiral, 10-string yatga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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