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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우엘라(Vihuela) : 16세기 스페인 궁정을 중심으로 사용된 일종의 기타. 6쌍의 복현(復鉉)을 

매었으며, 조현은 밑에서부터 <G-C-F-A-D-G>로, 4도 조현법을 취했다. 표준적인 음높이는 

현재 사용되는 기타(E음)보다 단3도 높은(G음)것으로 생각된다. 몸통의 뒷판은 평평하며, 비교

적 짧은 네크와 뒤쪽으로 구부러진 줄감개집이 있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

용한 기타(기타라 Guitara)는 4현 밖에 없었으나, 비우엘라는 그것에 2현을 더 추가한 형태이

다. ‘비우엘라’, 『음악용어사전』. 현대음악출판사, 2001, 297쪽.     

2) 루이스 데 나르바에스(Luis de Narvaez) : (1500년경 그라나다 출생-1555년 이후 불명) 독자

적인 스페인의 비우엘라 악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1538년 밀란이 만든 역사상 최초의 

비우엘라곡집 ‘엘 마에스트로(El Maestro)에 버금가는 2권의 비우엘라 곡집을 바야돌리드에서 

출판. 내용은 고도의 티엔토, 디페렌시아스(변주곡), 등을 포함, 특히 후자는 대부분이 역사상 

가장 오랜 변주곡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기악적 발상이 두드러지게 풍부하다.  

   ‘루이스데나르바에스’, 『음악인명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7, 505쪽.  

3) 기보법은 ‘음고 기보’(Toneschrift)와 ‘손가락 기보’(Griffschrift)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

다. ‘음고 기보’는 음고와 음가가 부호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표기법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손가락 기보’는 연주자의 손가락 위치를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여 표 형식으로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며, 타블라춰를 말한다.

   박을미, “16세기 류트 타블라춰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11(1), 200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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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영민, 『서양음악사 르네상스 음악』. 음악세계, 2071, 228쪽.  

5) 『음악용어사전』. 현대음악출판사, 2001, 416쪽.

6)  Harold Gleason and Warren Becker, Music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p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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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538.(Tab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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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호들은 ‘Canción del Emperador’ 타블라춰에 표기 된 것으로, 

각 작품의 타블라춰마다 그 곡에 맞는 기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둔다.

9) Frank Koonce, Renaissance Vihuela & Guitar In Sixteenth Century Spain, pp.8.

10) ‘Canción del Emperador’는 루이스 데 나르바에스가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ez, 

1440-1521)’의 ‘Mille Regres’(Mille Regretz)를 변주곡으로 만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뒤

의 작품 배경(III-1)에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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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현철, 『르네상스 음악으로의 초대』. 음악세계, 2007, 200쪽.

12) “스페인 기타 음악사”, 『클래식 기타』, (2003,여름호,Vol32).

13)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ez, 1440-1521) : 르네상스 시대 전 기간을 통해 가장 위대

한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 조스캥은 모든 시대를 통 털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회화에서 미켈란젤로가 한 일을 음악에서 했다고 평가되는 위대한 작곡가이다.

   김현철, 『르네상스 음악으로의 초대』. 음악세계, 2007,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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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 『그라웉의 서양음악사』, 민은기 

외 5명 역,. 이앤비플러스, 2009, 301쪽. 

15) Carlos V: Mille Regretz - La Canción Del Emperador, By JORDI SAVALL, Audio CD, 

Paris: ALIA VOX, 2004.  

16) Spain, Madrid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na)Home Page,

<http://conquest.imslp.info/files/imglnks/usimg/a/ad/IMSLP247474-PMLP323156-primo_libro.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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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7)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538.(Tablature)

18) 타블라춰를 보면 6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는 비우엘라의 각 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에

서부터 차례로 6-1번줄로 부른다.

19) Middle C음을 본 논문에서는 전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포기법인 C4음으로 표기를 하고, 옥

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각 음이름 옆의 숫자에 1씩 더하고 옥타브가 내려갈 때마다 음이름 옆

의 숫자에서 1씩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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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록 1.(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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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David Nadal : 뉴욕출생, 

    Manhattan School of Music(맨하튼 음대), Yale School of Music(예일 음대) 졸업,

    Classical Guitar Favorites with Tablature,

    Lute Songs of John Dowland: Books 1&2,

    Easy Classics For Guitar등 편곡 악보집 출판 Dover Publications에서 발행.

    * Graciano Tarragó(1892-1973) : 살라망카 출생,

    바르셀로나에서 Miguel Llobet 에게 기타 배움.

    Quartet Tarrago로 유럽등지에서 활동 

    * Karl Scheit(1909-1993) : 쉔브룬 출생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교수역임, 명예교수 역임.

    오스트리아 명예 십자훈장, 오스트리아 국가를 위한 명예의 황금메달, 

    비엔나의 명예훈장 등 수상,

    CD-Masterpieces of the Classical Guitar Volum1,2,3,

    Spotlight on Guitar,

    Baroque Concertos for Mandolin, Lute&Guitar,

    Haydn and Handel with Guitar, 

    Biber, Vivaldi, Giuliani, Boccherini 등 수십 장의 CD발매.



- 15 -

    * Tadashi Sasaki : 도쿄 출생

    파리콩쿨, NHK 콩쿨 우승

    아헨 음대 교수

    J.S.Bach, Franz Schubert, Minyo등 CD발매.

22)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ienna,Londond,New York : Universal 

Edition, 2007.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New York: Dover, 1994.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Tokyo: Zen-On Music, 1980.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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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F#,

Capo Ⅲ

23) 16세기 비우엘라를 위해 작곡된 타블라춰 곡들을 클래식 기타로 연주할 때는, 3번 줄을 F#음

으로 조율하고, 3번째 프랫에 카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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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표시

타블라춰를 

5선보로 변환한 

악보

 David Nadal

Graciano 

Tarragó

Karl Scheit

Tadashi Sasaki

24)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538.(Tab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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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Nadal’의 박자 해석

Graciano Tarragó’의 박자 해석

25) 단위박은 박자를 계산하는 기본 음표로서, 4/4박자의 단위박은 4분음표이고, 2/2박자의 단위

박은 2분음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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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의 박자 해석

    d. ‘Tadashi Sasaki’의 박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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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각 연주가의 박자 해석에 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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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음의 길이를 타블라춰와 

달리 해석한 경우

구성음의 길이를 타블라춰와 

같게 해석한 경우

연주가 Graciano Tarragó’,

Karl Scheit’

Tadashi Sasaki’

효과 타블라춰와 다른 박의 강세 타블라춰와 같은 박의 강세

전체 마디수가 타블라춰와 

같은 경우

전체 마디수가 타블라춰와 

같지 않은 경우

연주가
Graciano Tarragó’,

Tadashi Sasaki’

David Nadal’, 

Karl Scheit’

효과

타블라춰와 같은 마디 수,

타블라춰와 같은 

프레이즈의 길이

타블라춰보다 ½배 적은 마디 

수,

타블라춰보다 긴

프레이즈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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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iano Tarrag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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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Karl Scheit’

Karl Sc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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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shi Sasaki’

Tadashi Sasaki’

Tadashi Sasaki’



- 28 -

(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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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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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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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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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주선율)

(주선율)

Karl 

Scheit’

(주선율)

Tadashi 

Sasaki’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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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7마디 첫 음에서 전 마디의 B4

음과 붙임줄로 연결해주어 주선율의 길이를 다른 연주가들보다 길게 해

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우는 <표 7, 12>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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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New York: Dov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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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New York: Dov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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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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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Karl Scheit’이



- 42 -

Karl Scheit’

29)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ienna,London,New York : Universal 

Edi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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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shi Sasaki’의 대선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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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shi Sasaki’

30)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Tokyo: Zen-On Music,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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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 연주가들이 해석한 악보는 앞서 제시한 <악보 11-14>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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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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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Tadashi 

S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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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Tadashi 

Sasaki’

Karl 

Scheit’

Tadashi 

S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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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Tadashi 

Sasaki’

Karl 

Scheit’

Tadashi 

S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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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Tadashi 

Sasaki’

Karl 

Sc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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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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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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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2)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538.(Tab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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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6 47 48 49 50 51 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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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37271

74 75 76 77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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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New York: Dov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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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alladolid: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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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cheit’

35)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Vienna,Londond,New York : Universal 

Edi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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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shi Sasaki’

36) Luis de Narváez, Canción del Emperador, Tokyo: Zen-On Music,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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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97~2000 스위스 바젤대학교 대학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바예 데 데구에스 국제기타콩쿠르 심사위원, 루이스밀란 국제기타콩쿠르 심사위원,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훌리안 아르카스 국제콩쿠르, 루이스 밀란 국제콩쿠르 등 20여개국 

국제 콩쿠르 입상, 

   로드리고 서거 10주년 추모 음악회 초청 연주,

   Song of the Guitar/Impression of Spain/Azahar음반발표,  

   KBS 1TV <글로벌 성공시대> 출연. 

38) 2013년 11월 1일 직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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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르헨티나 출신 기타리스트, Radio France/Villa-Lobos/Geneva/Munich 콩쿠르 우승, 

   작곡가 Luciano Berio/GyÖrgy Kurtág/Mauricio Kagel 콜라보레이션 음악활동, 

   Ibérica/Luis de Narváez-Música del Delphin/Luca Francesconi/

Corazonando-Música de Salta, Argentina/Piazzolla-histoire du Tango/

   Juegos del Viento/Pablo Márquez 음반발표, 

   ECM New Series, Kairos, Naïve에서 발매된 CD–Grand Prix du Disque Charles Cros, 

   The Amadeus Prize, the RTL Classique d’Or 수상,

   Narváez CD – the Best Classical Recording of the Year by Readings(Australia) 수상,

   현, 스위스 바젤(Basel) 음악대학교 교수 재직

40) 2013년 11월 5일 E-Mail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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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졸업.

  페르난도 소르,  망고레 국제기타콩쿠르 우승.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음악학 박사 수료.

  기타 학술지 La  Roseta 발간, Opera Tres 기타 음반  해설위원.

  현, 스페인 기타협회 예술 감독,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교수.

42) 2013년 11월 10일 E-Mail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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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nderstanding Tablature and Comparing Notations 

in  Luis de Narvae’s  Cancion Del Emperador

 

  Luis de Narvaez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vihuelist and 

composer when Spanish music was in its heyday - the 16th 

century. Narvaez's six-volume collection of music for vihuela, 'Six 

works dedicated to dolphins(Los seys libros del  Delphin de 

Musica)', is considered to be the oldest example of the work in 

the form of variations, throughout the western history of music. 

These works came into light among current musical world,  

especially by classical guitarists who perform them frequently and 

worldwide.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 named ‘Canción del 

Emperador’ which is listed in volume Ⅲ of the above-mentioned 

collection. The piece is also one of the most beloved vihuela 

pieces among classical guitarists. 

  The collection ‘Los seys libros del Delphin de Musica’ was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and printed in tablature which is 

appropriate for vihuela. In order to play this piece with the 

classical guitar, it is necessary for a player to pay attention to 

transcribing the tablatures into modern notation.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at many guitarists are apt to play the pieces 

transcribed by others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original tablature. Careful observations on the original tablatur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precedence in order to 

comprehend Narvaez's compositional intentions throughly. 

  This study presents musical backgrounds of 'Canción del 

Emperador' and methods on how to read tablatures. In addition, 

by comparing translations done by four eminent guitarists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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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l, Graciano Tarragó, Karl Scheit, Tadashi Sasaki), it offer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ablature and modern notation. 

Ultimately, this study may be helpful and useful to classical 

guitarists, researchers, and even to the audiences. Furthermore, 

hopefully this study would be the stepping stone and pave the 

way for more thorough and exploratory study on the tablature and 

its tran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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