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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래 辛卯年 元旦칼럼>..."<산토끼 童謠>는 누가 만들었나...???"

[

<이일래(李一來 :본명:무근 -1903-1979)>
-한 한국의 동요(童謠)작가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이 일래 선생은 마산에서 태워나서 마산창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延禧전문 수물과에 입학하여 1927 년 3 년중퇴하고
낙향하여 마산창신학교 교사직에서부터 1928 년 창녕군 이방면 이방공립보통학교
훈도교사 재직중 <산토끼>,<단풍>등을 작사 작곡하였다.
1936 년 마산제비산에 있는 호주선교원 어학교사로 있다가
일본대학 예술원음악과에 1 년 수학한바 있다.
1938 년 제비산 호주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을 출간하게 된다.
처음 출간시에는 1,000 부를 찍었으나 출판사측에서 모두 회수해 갔다.
1939 년 다시 1,00 부를 찍어 700 부가량은 호주등 세계각지로 배부되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梨花여전 학장이였던 아펜젤라 박사의 영역가사까지 붙여
외국에도 우리동요음악을 소개하였다.
이일래의 스승인 김영환은 일찍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서양음악가라 할만한 이였다.
1925 년 김영환이 출강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래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던 그는 홍난파가 First Violinist,
이 일래가 Second Violinist,
김영환이 Piano를 맡아 YMCA에서 트리오로 연주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1936-1945 년간 마산문창교회 당시 朱基撤목사<1931-1936>가
시무하다가평양산정현교회로 떠나심송창근목사의 신학논쟁으로 그만 두신 후임으로) 의 성가대 지휘도 맡았다고 한다.

1939 년에 초판된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에는 <산토끼> <봄노래>등
이일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동요 13 편과 이원 , 최순애, 이은상, 이광래
노래말에 붙인 <불이야>, 성서에 곡을 붙인 <시편 23 편>등 모두 21 편이 실려 있다.
이일래가 내 놓은 동요 <산토끼>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멜로디에 재미있는 노랫말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가 부를수 있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산토끼>가 나라 잃은 시기에 어린이 들로 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 까지 널리 불러
졌지만
民族感情을 고무시켰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해서
정작 이일래는 작사 작곡가가 자신임을 밣히지 못하였다.

<산토끼>노래를 항일정신이 담긴 노랫말로 바꾸어 불러 곤혹을 치른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한국동란이 끝나자 <산토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이 노래는 널리 알려졌으나 작사 작곡자를 알 길이 없어 교과서 편찬위원들은
처음에는 작자미상으로 실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일래 자신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동요집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산토끼>의 작사 작곡자로서 쉽게 나설수 없었다고 한다.
<산토끼>의 작사 작곡자가 밝혀진 것은 <산토끼>가 만들어진 후 반세기만인
1975 년이 었다.
그의 고향 친구가 1939 년에 발간된 <이일래 조선 동요작곡집>을 소장하고 있어
影印本을 발간하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산토끼>
산 토끼 토끼야 너 어디로 가나

깡충깡충 뛰어서 너 어디로 가나
산고개 고개를 나 넘어서
토실토실 밤송이 주우려 간단다.

<다람쥐>
알밤꿀밤 땍때굴
다람쥐가 쪼르르
가랑 잎이 팔랑
다람쥐 눈이 똥글
가을바람 우수수
밤한톨 물고서
다람쥐가 나무위로 쪼르르.

<산토끼>는 철 모르게 뛰어 노는 토끼의 처진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동요역시 "깡충깡충"이라는 擬態語와 동작이 큰 "뛴다"라는 동사가
토끼의 움직임을 더욱 더 재미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땍때굴" 밤이 굴러가면 다람쥐도 그것을 따라 쪼르르 움직인다.
그 사이 가랑잎이 바람에 "팔랑"거리면 다람쥐의 놀란 눈이 "똥글"해진다는
이야기를 지닌 詩가 <다람쥐>이다.
擬態語의 사용과 잽싸게 움직이는 다람쥐를 통해 다람쥐의 귀여움을
한 눈에 읽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래동요의 문학적 특성은 3 음보와 4 음보의 기본율격을 사용했으며
곡을 붙이기 위해 詩語를 늘리는등 변형형태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특유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의성(擬聲), 擬態語와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울러 동요는 어린이 생활을 어린어들의 언어로 아주 친근하고 순수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동요는 마치 동심의 세계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1975 년 影印本의 서문에
"" 나의 젊음의 정열은 오직 어린이를 위하여 무엇을 봉사할 것이냐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루워 진것이 없이 나는 이미 황혼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원컨대 이 노래속에 남아 있는 <산토끼>를 귀엽고 예쁘게 이
江山에
널리 펴 나가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입니다""
또 영인본 책머리에 露山 李 殷相은
""나라 잃은 시기 이책이 나오자 각처에서 작곡집에 실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만큼 그의 동요가 끼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李 一來는 나의 동향인이요, 동갑이요, 동창생인데다가 집안에서는
나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요-----""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일래는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1978 년 제 2 회 아동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1978 년 12 월에는 그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
창녕군 이방초동학교에 <산토끼노래비>를 건립하였다.

경남 창녕군에 따르면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8 년 가을
창녕군 이방면 안리에 있는 이방보통학교(현 이방초등학교)에 재직하던
고(故) 이일래(1903~1979) 선생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