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영약@생 1197-η↑‘ 1…a 

조선후기 당약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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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빼_'3，기능 g응 960_\↑" 의 궁§응열 ↑\.l.iI71 우，，.각적g 도잉". 

q 셔악잉 O믿얀4 시약을고허얘서는영익이잉을ξq 조선 ξ궁*얘도딩익은그 

대호 죠션으g 염되잉 죠선 초 g익온 쐐 기용 익끼 양피Q써 동쩌 구를되 

잉디 하X잉죠산*'10아 g익은앙은인전을검잉q 정8잉는익즉익.가잉O ↑ g 

없요든익곡의잉여이 g 익 g 외억여 01 'fMHt약 즉 g웃에시행영o.국응 

익의 특정을 갖는 g열 한 강해인 고@ 익의 껑잎 이g기X 잉디 

이글을， 어건이 씨 2씨잉응융잉경디 ，.，잃'"엔보허X씨에i아행되잉 

디는 앙을 히는제 에 니엠쩍 이뺑는 그런 일응 6 지 잉는-)f. (2 효히X 외 앓 양식적 

특원갖는 이인쐐 애해서 ‘g 행회되m디능 •• 히지 'i\lE'f. (3 악써 조핸ψ「 

i!l~ '3익을 니운 2폐영수썽 이런얻댄 애한 g을구，~다 

죠썽페오은궁옳잉은갱이띠라、경g 일댁잉식퍼역얘삭얻 8뀌잉 호 

혀X 외 닉앙중응."일 잉식이 g링응 00 치 오투영잉@되잉여0 "，다 즉잉식파게g 

이염잉g원여 。염러〔앤약。，.에고에뼈인이역시닝은잉0 의 g약이1 

죠생기두/씨잉삭열 앵외었응을잉앵 용료 조생’"‘ •• 의조을때져 
와잉생 초§써 ‘었는예 이 죠융써 역시 응액 짧우깅g을 앙뼈 

죠선전기에는 용§이 두 기지 디츠 껴용의 융떼 잉앙고 이를8 악기외 양삭이 구영 

이 되~q-. ~f~ 잉 ￡영?삐ξ g작 조성흐?며 g융응맨1 잉염 빽 빽 오 

:날 호혀지 융을 기리치 g얀이g 부료언 어전히 익기와 잉식이 디를 어잉 용악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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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용잊~" 

오써 우허가 잉이 긍이 구링뼈 일tf:ï!.이회 경우 그 게용인응 여지 딩약지역고 추 

르는 ~Ol 티g& 다 

l주제어l 딩익 조선주1띔익 영융일각~. 연대잉악 영익 g익찌 영익야 호δ 지 

닝g흥 

1 머리말 

죠션 숫양내의 ~악δ응크게 。1'4 딩악 양악_0 ';l q'누었고당야온4oèl- 이앙이 

연주오었다 이중’ 꺼 현껴 Jι허，f. 낙양춘안전호!-"~， 이증보ε，.，에 대애셔 τ 향악 

화 "있다는 알S 하치안" 낙양준에 애해서는그언 응을 히시 U'는대 그잉아연 "‘ 

영춘은 여션히 딩악의 웅약끽 득징용 유시하고 있아는 졌 시 의g이다 

조션 초여인악은 고꺼익 。1었t:~. 이에}악λ운 연쩍아 " !li.ft' ιr εliHi;lli:엉은 ,;1i 

이子 aδ1子 .大.. 의 m'<l:, ßj‘직"의 @'T-, Ril'I' +-EIlr '1' ]lt!i!4 7f'ε융 @한 

λ R의 1'> .. lHli영:;''l-~강다 젖영예 이와감옹 !~li!lI.\의 !iJ'H\1I:는 ... 의 •• 

•• • 외 하*"고 •• 의 것으료 생각한다 고 하였4.2l "JJ.다 악λt 현앵 여 

인팍에 대애 ‘념응제와 겉응 얀상응 수고 앙으나 여인야응 앵조에 속-i!H:: 응 

익이라고 @수 .'거f. ";)고하영다 l영조는향악익 용이안에 내융j 에인악응 양 

악칙 되었다 는 일용 하끼 않았다 여인악에 대해서는 양악화 의었이R는 안융 힐 수 

없는지 아 또한의훈이다 

이해구 악λR는 앙외 인용분에 。 어 조션 초의 여인픽t얀 이 당익(이라는 근거호 

다응파 강이 앙E아 잊. 잉조.~ <I!!l<i\Il에 (‘"겨 내허용 앤올 6히$에서는 •• 이 

라고 하고 그 짖a 11101:은 다응와강디1-...•... !&1IiI용 ι.\li: y. '.f 1lf*，'iI~에 .i'õTAA 

의 .’‘~이 1εffi되:i'， !E tl!익 *ιi 'fr;l!j5õ 딴 ••• 의 그것과갇이 "，고 .윷의 

:;lt!il l'f~ c'S7} 。ν」다 시 시대가죠성흐에서 연대g 강71기 펴었는 ;j]， 억영은이 

" 깅꺼 「ι"'+lIil!<" 'l!llt=l'"써야t쐐 1<;(6), ~， 
잉 i빙 ’~ltl<" '!l:l!l ill/1ll!'l야 극쨌희 J'>S7J. 113"'. 
‘) 깅꺼 진~'1!'tI. '굿으"“% 안극국악아껴 197\), B7똥 
이야띤앙의으 11A. 



조잉에 "의 연잉 • 0" 

서승융 영해 "'"에 대한 인 ι1의 일단융 엇 용 수 있다 즉 요응 용약 증 당이리응 

사용승t 읍악 또는 양옹。， <얀 응악ξ 당~I이킥R드 인식1 014. 딩에비를 λ%’운 

，':-악중어는.，껑곡파정용''l.'''T이 있다 유용옥옹고려옥요풍잉웅을 갱용.~ 

서"'영옥응 깨삭한욕이다 "긴}서 이튿응 게웅으」료 보아 ~-f<'J대 당이g 응 "" 

얘운에 영'"。 라코 얘야 "는샤 이 또，~ :i푼이다 

。 긍응 。1써정 소신호기 。1후 현재까시익 당익애 대한 S'..&:.;강생4응 경~&::.l 

'~K;각께 이^o]는 것용 욕적으로힌나 조언 초당"t~ ~에 대녀써 제등 익)-71. 양 

식 응에서 용영히 구영외었다 이허한 영악의 웅약샤 득갱이 조선후기 。l후 혀끼끼} 

까도 유JL한지 간응 .익r<! 보에 、4st >oJ->.};} 퉁이 씬얘 진혀 >=J.ß 요슈응 갖는 이 

유가우엇인지 연얘 악기약조용서세계가양당악의 용영에 기준이 영수있는지 웅올 

상에요자얀Il 

~9-의 입승「응위해 야금에서는 λ녕의 선이융죠서 진 의 경우 r아"'"빙 j아 

I시1~1!륙각보」 r세[ξ설흑의t.t'.J ， ，.응강자깅-J， r，디여후효"'ζ5ι선후7 의 〉영우 r춘 

ιR흥고J와 잊잊 의궤 잊 익약왼효니오 재한한'1 

2 조선전기의 당악 

1l 당악의 개녕과 영주 

1451년(문중1닝에 안정" '고려λb~’ '9l지 j에서 는 i려띄 응의꺼용 。""， 딩악 

、약약으， 내F고 ~~l' 갱어1 7'용， 디옥과 야옥의 t샤릉 수혹하었4.4흑 。M}']

는"곡의 영익극”이 연주되1~cJ-. "1을온 4션 건옥 후 :t-성으cè 숭개의는세 1193년 

(성용ι년)에 잉경원 r악예깨영J예사τ 덩".의 응악을 아아， 당악 양，?-!-E-.iò. 나누」ι 

거~.f정얘 앙에 '"층익 당악정찌를 f흑하었는<t 딩익f갱재 안에서는 "사끽 ‘8악 

듀이 연주되었다 헌신i용 얘g 듣'.1. 천년ec샤엔자야 i안션영X 는 웅‘즉도포장) 

의 안주응악으~ζ 긍간시얀응깐익 ‘t.1'í-응C"..J-.으로또t노얘중 서 "t:고얀응 "'주간으 

g 또는 ~해안으'" 헌천수~응 연주아 노얘를 ?써L 이런 식으호 니。~ 영사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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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또는 3ι얘되었다 이함에깨에하이 영헤퉁의 의식에셔 '"각이상의 당익암 

이 연주의었4 이정도가 죠션 초 "'"의 규R하고 얻 수 있다 

잎1에 서 w곡 이 상이，"는 δ 9 안 1f.~셔융 ^J-.g-"ilt었아 약간의 정중~I 에lfL~ .;;'아 

의식?↑애 포앙}써 았기 때운씬대 。l능용 여얀야안싸 여벤야영이다 여인야안까 영 

응 이'1잉의 인용운에샤 "늦이 고써9에 속한다 r셰충실 ~J 133권의 셔우에 갱 

대.，&얘영 양상 흥해의는 고위씩파 향악에 근거해시 얀~4 능 설영이 었는 

에 이 에 곡 중에 ~양인 여얀리t 션얀~f， 후인자 정대업 종의 욕영 보.영 충의 

제우 얀상 n곡중「강~?}용제한9극.a1 장1쟁이 같고~(r.세조씨혹'J 48.현。1 친 

간 용안지악ιι 이등싸장-:i(형이 강1대 아들이 대17\ ‘7，~' 응께여서 't익이 야니 ι'l-'1! 

용극 고쉬익녕 수팀써] 었기 얘운이다 이처] 고_;;1~1'의 정거이 웅얘기} 원다 

고취약이 ι꺼t 영앙 양악P파 q년히놓이는 5εE써의 강잉 얀까 아니언셋증 

8 나와'"함 한잉에 있r지을 따져용 영ß~l 았>1. ,) 이 운져「꺼 겁근아기 외얘셔τ 

〉씨등격안 영잉 사용영용 이해안 연요 } 있아 한 시옹:.01 여려 가시 성질을 가경 얘 

에 전용격으호 액익에 "i<l, 또는보는사4에 4라그증가장걱딩〈안하니릉 예해 
1영갱으표시유영다 영갱싸용의 영잔성보다는 λ냉각 t앤잉을중시영것이다 다 

응 인용운응 용i얘 한 약아이 당--l:r파 코써'1이a 는 운유명융 용시에 갖는다는 것응 

씩수있나 

，앙，~$)~ 때의 l어익"’~밍에에는 승해@’)양 얘1 냉익"'.， 상?--';'-갱~$\’i 

응 '<1..주찌> 이허 신에등이 얘에 ""악 예에 영악 얘'lI'ðJJ.: '1'-'1')응 *주져~.1양'"' 얘에 

r씌 i셔Þ-K!!>J5t子)은 연주뺑~아이 

정수우-7J- {;，이 당?ξ 되고 고언IÇt:sõ 、녁디밑 것。 다 그건떼 딩악μ}약 이 고위악 

” 싱대응 , ~!lj.I[여 tll':4 IAAl:lIl，(안강정신썩구원 안쩌에얘 꺼i씨에"""'. 19)';). 131쪽 

I뻐 m써여야“”얘1 !'I OX.껴 M에여얻 jiOX!l!~.S'. "'.인 R‘!l!1101'ε 이 :ijm)~ "'4 
7꽉。오 .,‘ •• 우뚜 ’,", 죠잉‘'"‘찌 찌 iIiPt. i1i~-1'f 'ji2;ll1'뼈아 “R엿 
9잔 8κjV， "-!".ι었야 아생 고춰야 앙4의 이"" l!.j성。，.!;'. !째 영자i 이 경iε 여S 

" ‘ 연잔써연야죠건없…llok ， I"""，>"， go.kc) i' 4% t:I써" ，언우앤 71'-1 



조산*기 업의 연진 ,"' 

으호 2스었다코 해서 경이 고취。μ으<~스얀 이인 ,"' 공 녕익{사익! 인 것은 아니다 

여인악응 샤악까 이숫'''~시안 또 U연 양이서 득갱응 갖기 예R아q ，이 훈j 는 껴 

에서 다풍다) 하시안시의에 고위악의 양식으g 션연의기 도 었고” 고혀익샌 수>. 

유 수영영，납칭’에 λ}악의 양식으요천용되기도었나는정응고려양얘이씨 양늬 

의 유새영.E-.."'- 인해 여인싹도 g응 의아의 영익에 포앙시경 수 있태는 생ζ서이다 

즉고려 때에 용냐각애서 인r。닫~ 사약융딩<'i이라고혔웃이 ;국에서 힐。딩즐였 

고 중걱영악의늑싱응치닌음악응 양야으c< 용 수있다는것이다 。강께 조션 

호 궁중ι 서 의 4까 갱재에 사용인 ""옹 나응 갱에꺼 성펴'"딩록 하겠다 

2) 익F앙파 악보 

생중조 얘러 재? 와 하에 연해에서 λ냉원 rN끽윤 〈요 "파 같다” 

〈표 "악학해벌~'"의 9κ~ 샤용원 ε딱펙 

>Pr 언주이얘 lal ’| R 고 

인정4 ’l-HI웅 

녁상* 
I "샌}떼 

" 혜 얘혜 
"영획 우호 。

종，잉냉전 소헨 등가 랴으L 흉쏠갱궁명조 
보태져Þ'‘"이 

예 연 주기 (계우’ 언가악 

하 혜 환당 천갱악전후. 
딩쩍져영 

。l 연 갱"싹 언야% 

하 혜 환k‘ 진갱악선후악 

어연략영 
찬정척정 경쩍 ‘"-"l-"-t 。

*’ 작 향"W>f 여‘9 。

예 연 진채 l작 헌"약갱생i l 。

，썩?빼딩뺑4언↑구 1W~1 i씨음노예얀것이 I써야인<171 '" " 써"익R 
에매， '?!l 성용굿이 써 찢 연잉익h 

야 에띤 I공<>1" ，.썩"서g 싹 이써앤야 1974), 3‘,>: 
” 생잉연긴싸쇄 ’찌 P응 갱어두 %"J;써4 용씬 .，써응 끼외에 

]이 f째」 앙 ι!써이 ，째 계’.:!-"요아 것。 I "U'엠얘 ，，-영써 기1써 



M 동앙응악 셰"전 

하 에 용장 진후악선챙악 

，갱Z앵정 용때λ} 인” 。

숭연;생때 。

어인익야 
환에차 。

얘 연 갱찬얀갱반얀 

때선1소생 갱상악 

정，업옥경m 종Xζ 양녕전 'ë종헨 ‘ι.， 。 。 흉녕송갱‘""연조 

응잉지야 종. 영녕전 진장 ，νr 。 짱용갱궁i명5ξ 

공산악 예 연 칭쩨I싹 언’「익~/~-l 。

성수우킹인 하 혜 종용 건후악잉정약 

쥬명응，잉 , 영 전땅 §ν，>ξf상얻1 

억껴소인상 

''""' 옛 연 정. ""야 
히샌1킨 1 예 연 건앙 언'"ν갱상아 

""ë 하 에 환궁 갱생악전후약 

.낀직 운.~'i!l' -'ι잉 정씹 I 0 I 용용’a 

성종조의 제에 하에 얘영에서 "곡의 정악곡이 사용외었다 영주익씨는응도υ익 

응-;:1아 언가 운소전 용아 전εf1:r"'~ 천정~r， ~ι역의 진생악깨션1(.~t， 에연의 헌기의f 

파 써상의이다 하에아 예연U껴 셔 전갱악파 전후악 한가악파 션안에 찍‘S 이우는 

데 에 연의 헌가악}은 r약이써영J애셔 사.l}Bp，근 냐릉 용여호 갱갱엔가익 응애인 것 

간l 에연의 강상약은 ~대의 동"'익헤 해당"，，1'는대 r익여뻐영j에는 이에 혜양"3"};三 

@맨이 제시야이있지 않다 이융이 하계익 잔후약온 Z!:}:고취(잉lliil:l');)의 、약익앤 

것 강고아에의 션상악은 성갱션 /r'와전정고’1의 응-1을 양응 이 잉한것 얀다 。""

는 의식의 긍애 냐<1 정애지는에 예를 응연 갱조야헤(또영"" 용치해애(+3:J:jg) 

등얘서는 선갱허가를 낀션-õl고 이보다 긍껴 잊응 조강K~*) 등셔μi는 지정고취응 

강성영<1 01에 대얘서는 τf..~. 정에서 λ-}"l보겠다 

의식에사내원 "욕중.써 정하는것응 gε "의 잇응L옹에 있는 7 극이다 

11) r~d.흑색li!.J'ii 갱얘의 끼g얀 '"옹 l'l%>'ljl !;'.얘경 @이 기덩용 깨앤소호 뺏 깃이 
’뺑￡얘 ’q빼J의 욕경。셔 



조성;;'1 1'1악의 연‘ 20, 
다용 r악.깨영j의 딩야정재 중애 샤용되는 영약흑은 내응파 강이 연주양식에 

대한션명은 갱획F얀다 

역얘 9 자 오운끼ν1조얀4 전인~， 웅성이긴7}， ~'，1안세얀자 이1!，"~ 가 ，.인사 / 긍깐 

’ </-".J:, '，;'양자초N.λ↑f고이h 서가오껴자 ><-I<ì:l ~lR-'i'.'ll-， 헌션수Yr，언111.수‘’ f! \7:정익F깅 긍닝 

영 !이혀지경 ... 지Iif"l".소E구+1l，웅강녕 중징긍야 씩지영 H럭령 tl-'&ξ영 /’써f1'. 

써노교 수용응앤t 션화상1‘ 정명상 쳐*여자/씬얀 에".허~， ~ε 에이중E 영악 

j은 

픽에의 써언이δ}까시강하연~.우"곡안에 이중연껴 보i 지안정정마 음전악 

영 강허자갱7 수용옹ιJ상 성W'，}대는 앙의 의/ 악으료도 λ땅 sl 9i다 의식에 시f% 

-l'! "J<?팩 "곡파 갱깨에 λ%원 딩*39-'응유 힐하언 %곡。 그l 양쪽에 겁지는 곡 

응 애연 %옥인이 。1중 악보에 수혹원 죠션 천기의 딩인딛은 디응과 강q 

증요애야웅기영 흑경 응써 셰웅싣역보(썩은 세조얀 。냐L 새쇼실특익f 

보 얘oj---t'!I.. "씌잉이l '/l l 

씨인’} γ안ιl 세웅성">"1". 

여잉략 서증강흑9ιι 긍힘싸'" 속악인호“센 

내싼"^뺀4권) 

.<히4 디F임금아p 

3) 악기와악기엄 

r고이사， '약지 j의 ‘S악기을 원운의 순λ때!;l '3j~ 'à 다쉰야 좌1이 

앙"*1.!iI6) 웅에9에 칙에μ 여개a이 α 펴써 。찌，. , μ) 갱l 교.Wi\ 

익{61'<\， 이상 '"'‘h냐 @양응 앙에 우코 안 정 "익 숫이다 



'"응앙응악，~，잉 

f악"t수 영 J의 당푸악기릉 역사 원용의 순써대표 객으언 C냥P!- 같디t 

덩 "ilü!~-，6) 익‘，*-1 ， 1l'l!-.:i!, ~영%ι 장ι딩에익k이!!J， 'IliK2ID , t1I찌찌。"" 

‘;ι 당써 7ι 시중이 잉g 이. 강히 당~ltl(Sl이용소“m 얘영선제) 이상"종이" 

영양응 앙에 1고 " 연 ‘}의 순이마 원긍파 강"'-~t 혀죄었마 

악 땅고 당에 여} 이갱은 *씩씨도 경용외에 웰긍 해응응 양악에안 쓰인아고 었 

c,. 태풍'"씌 융영응 영에"의 좌다괴 댔다 1I)i!'써 영긍 해긍 "깅소흠 예년 r악 

학"' ‘"，의 당주악기"'- 1I} 종E-"- ’고려 b '~;지」의 ‘염{기"-~ 1!1다 

r익~f'에 .，에서는재예 "긴ι 연에에 λ.j-.!l-i;H:: 악연융 오. 。 의 것파} 싱종조의 

것으오 나허서 끼 하고 있다 。 증 오계의의 것은 아앙" 아상걱이고 규냉격앙 것 

이기 이 ε 에 이 긍에서는 다루.;:<1 ?l겠다 연싣걱으표 존껴잉년 성용i의 악연” 중 

R하 .. ，，1-'는 생걱""대 C~lõcl세영 j의 욕악 신성 오，.에서 성*"ε의 악연으호 다유의 

"종융예시하고 있다 

에짜증R 영 e전웅7 웅R 영녕션언7끼t 눈~션 앤앵 션'"‘악 운스전깐앵 씬싱""1， '"쇼 

천성앵 전끼"'" 엉응정 ~J'!I 정상에 g소건성생 정정악K 연댄경친잉 천 8에 얻은정성생 

션생악{ 쇼경선 경상에 연혀 11'] ‘걱정애=썩 ι정。h 

히해 연에 주 천영야 션갱고와 션띤취 / ‘연감취 후추고취 / 예생전 

제해 꺼 시 중n 영녕전의 악기수'7!- 7\"장 밍고 스경전의 악기수샤 ,,,, 꺼c， 하 

헤 연 에에서는 진정언가의 악기수가 가장 양고 잔후1응 애 악기수까 7↑장 2억나 

뒤호 갈수증 악714-7!- 축소의는". 아 ;.용 우 겁으연 앙으효 강수증 악'1수가 정정 

.{j-，!의 간다E 영 F 있다 우슨양。~7l-하연 가강안숱한익얘융흥해 그유악의 

영주에 R 영요씬 악기 익 종류를 앙 수 있고 이융에 외죄의 급이 농^，컨 얘애 정가 

되는 ’끼융 연여 확대의 논리톨 잉응 수 "c연 것이다 

한연 "증'.!>l 악연응 iι연 영 앙 이의기 등 〈써 Z는 망식파 자g 애λ〕 앙삭에 



시도 잉성한 ε깅，，' 엿보인다 二에 써으호 냐ε 수 있다 

" 앙각기 웅신 여 에 。1ο}71， '1<'.•" 갱'*μ껴 확대 

에 딩의기 "억" 명강 징후 ￥히 ,,. 꽁리 

". 딩악기 양 가 이-'!f7I 혹시~， "K- t 칭 

흐선증가 S잇익 5잉 '" 

이언 샤각써서 악영의 흐응육 잉으연 j 려~， ..;;tιl 연해에서 증싱I~r;기는 9악기였 

언것으#보인다 

이제 "종의 。'"응 앙의 새 가지 앙식의 용유애 여-i't， ÓE. 각각응 얀순한 것에서 

용갱얀 것의 순으호 갱"애.~마 써애한 성영응 생약씬~q-이 

가1 영악기중싱1 

(il 2) 원잉영진썽(쩌=생연잉상악 

"1--'1 비l 

영악기 g혀l1， 강모， 교‘ 리앙고1， 1， tR생， 으많J 요회씌g 당 
1 용소1 혜 

@야 ] ""ξ 
아"" 
가야 노씨’ 

'" 사시애 썰 그온 것은 양 .，~ 씨 쓰이는 녕’ "이:i\. (얻Jl)~ 누S 것은 잉쩌안 
쓰이는씨?씨 



m‘ 용ξ 응익 •• ιg 

α 。익기추가 

(E 3) 응잉생 ε/원gε~ = I'!은5 전!'lì'.l~ 

''''응잉 i인 t쌍'''''" 

@。익기 잉익끼추샤 

(.ff 5‘성용g g9잉등기엠 

악가 

영~}71 갚l 영찌) i 당E여 t얘 gl 안i 에 보의횡 〈연긍 
1). (해궁1). 'it"'i l. *",1. ~l -'ll 

양악.， 현균1 항펴야1 ， 7!oN‘'. 태iι2 

특종'. 특쩡'. 염$‘'. 연경. 쩡고. 측'. 어’， 회 
ιr꺼기 '. 후'. 갱. 시1 

까" "'16 

양한 

.. 곡 

각우"， 

"1-'-' 

'"여1 응기잉 



?ι g익끼 종상2 

(요.상증증쐐(엠 

。 기 

딩삭기 , .. 앙~， >J-.llS, 딩에1"1-2 ， '<1-'억 3 웅~. 써젠 

”각기 1 얘‘” 
@ 끽끼 1 
? 다 1 

죠야기 g익익연성 ., 

애끄 

g어져Z 써야깅녕 여연0; 

ι W역 ι @긍악 

" η ~<g 전루꾀 "잉 = 후부~151~ 

9씨 이n 

딩아" 
뾰소ii3， 방향， 경곤2， :2땅고， 앓셈띄". ‘a석， 용 

셰 "1" ， 
.으，，' .，없 

야악" 

?다 따는 λ}함6 댄송영 

니， .ψI'~I 영캉 앤훈리 

〈요 8) l1ê징 야영 잉양 (생 : 스깅1111영 

아" 

흉}7! I '!!:!.흉하효펴깊ι 
‘얘기 ，-긍l 잉이아 ... 셰'. ，앤 ι 잉여이1 

이써끼 

7)F-/ 

’악비 
잉약4 

d야기 

노예i 

강끈 m고' •• 역 1 ， %"", 이갱 

"1" 

‘f양 ’1, ~아셔 연주 "' 
(잇 앙.， 션디” 

애 " , 서셔 인주 ,. 



<08 1<ml잉 ~132<: 

〈으 써 운씌 잉엉 :’죄 ~= 잉~ 잉영 ε썽 

qμ 

잉여기 딴1， ，~양1 결프으， 교땅고" 앓걷l핑1， (쩍금" 

앙아가 현i‘" 양"I'}' ， >1<'샘" 대금~， 향S예 011 

이F찌 

기ιf 노… 
잉여기 

앵향l 죠펀， 교，'~，고" 융회'" 당적" 용소" 
피혜1 

P악가 

아악" 진] 

(요 '"' 운생 연"잉악 빽 

υ2 당익기 @익'" 영잉 쩍우응" 

〈효↑".응죠징징 이연 ，~~ 

악기 

영삭기 EEU 영양l ) g (@ lh ‘장L잉염 옹뽀상 얘@ 얀 
〈월‘잉 ，"려4 

양악 •• 결프~， 띤、n 향비파2， 71<'냄~， 대금" 

0}0/7) 

끼니 때요" ;:193 

이] 

낙양용 

앞， 앉.~ 였주 〈향〉 

(짝1 앙향， 교땅고는 성." 

‘4'>hc 
해 셔셔 연주 (‘양) 

‘생 

잊 ~써 연주 '9. 
C"-l-, wll:'il'는션ψ 

‘6층 
1ι 서애 연주 ... 

R 고 

" 
ι! 



흐야'"익의 언낸 m 

다 g에';>1. ~악기 또늘 g약기 용의키 012/;기 혼M 

" ↑".증ξ 진õj:il쳐 '"잉 

익ν↑ 에고 

딩F끼 앞2〉l <병해헛공검" 화효 녕영썩 당업1짜， 때쟁1 앙쭉!. (월남 
i 흉깃01， ~l려6 

vι" 현뮤Z 향"1>>12. ，."잃" 혜금? 영추있곡용윤 " 천F징때헨쩍" 간조 
강잉*. ~l-9-<11'’ 

。""'
"타 얘" 

‘11. 13) 1!I용 ξgι꺼"'" 

" •" 상용 등R'~ e171 끼야 

아기 이1 

잉녁시 김(얘L긍 영‘)* 잉걱 g4 i 섣 ..，，~ 에o.이ι 엎 (애뾰잉상 (〉잉긍" 
*아기 현균1 향바파1 ， 7)<>땀" 얘금， 중음" 소끔2 정엠I쩌앙 욕 좌갱우， 꽁안지아 

면용， 명정"훌 노"고 221,2 }1도 완22， 진고1 축1 액I 생 ’3ξ 여써 
。싸기 

• 찍1. _~"， 

기야 노" 

씨양식 

성중조에 연주i서><! ‘â<'''}곡 중 현지 전$B는 익극파 아을윤 수륙안 ~Ilè-'는 다응까} 

4같다 고추악 ‘극 사악fε9이다 



2 。 응잉응익@잉 

응"".악 옹 기영 ;측" 풍안끼악 ι P옹영특끽~5'-(증상끼1악응 λ 조악영 。얘) 세조성，악 

iιd 후t 약앤힌1권) 

여잉악 싸응원익효 긍앙자'!I.， ‘L익앤엄샌) 

녁P~ 속익、댐생 

k히4 얘아용t 당안~l--" 

이를 악곡의 응익} 양식용 외의 5웅의 아호응 용얘 앙 수 있고 또한 그 정흔응 

이를 익보 얀어써안 유호하다 。 을 '1보을 용애 알 수 있는 내용이 g든 고취떠} 

ιι든 A}~버 꺼용용 수는 없응 것이다 

의의 5풍의 익보τ1앵 "정간 또는 1챙 "갱간의 정간보증사용한다 그연”에 현 

깨 01 갱간보의 띠등해석에 대해 양전히 잉당「영야한 정、」융갖고 ‘지 옷한것이 
헌신이 다 따익서 。1 악보륙 통해 씨의 약옹에 내해 양 수 있는 것도 안꺼1가 었다{ 

。꿔응 우w， 양 수 았는 것 E 허’J-öl.Jl， 대상응악의 비에서 판에 즉 고쥐악 대 

사악 딩악얘양야익비씨”‘ 5깨얀응 일영수있다 특히사익에이에서는너그정 

다 t속야원，~ ，권의 낙양춘 악ι에는기사가 없'1 (그 J)A}t- r고Cν" '악시j에 

있냐) ，대악후보」의 보셔，e에는가사가 잉X 안 그 7}<]-è- ~익대딩 것으호 정형의 가 

시능아냐다 그언데 r디악후보j 보어자의 ，"'의 얘자 앙식응 ’속'1원호" ，킹의 

낙양춘이1 윈용영 연구71-~ 이 1기 그나아사익의 양껴써 특 잉윤 링영 수 Ð다 고어악 

과 샤악의 양시응 효호 경려하언 니응꾀 강냐 ,., 

m 아 1구 't'l~ ‘’‘l!<" '+.I!I>r!lm':ot..에. 서ε，<11'1-;';> ~'*'I-. 1m). 75-1~， 
，.，。셔'i"， 'J'!K'IW， ι'~l!IfrællfJ1'，('↑* 국%얘우껴꺼]따@옥 이*" '호~"" 

잉썼 'I$"!!l iL\!"4If1é, (서3 굿~l{l연구외 1957), '"2')--151).'\'; 아i ’얘옹깅앤-1H!'i-， '" 
(서& 세종얘t기잉사영여 ”이 영 r1.li:iilY." '+>!!l /\'~~J(시응 셔응얘야 응잉약 

'9'751 , 75-124잉 。1'1구 ''L'I\!j,:1'" r"'lll/tæ:r.-Ji';，써응 세뺏ι 198)). 1’7-17~. 



조상후" 앙아의 연언 … 
<li 15) 고썩씨의 특징 

I 허 악 (여인작e_7생) 

au‘〉에셔 1건애대’ 1응이약는얘얘한요현응썼다]앵에예7~ l，~이쓰얀 

다는뜻안에 λ냉ξ 그영지 앙4.2-은 3은인 정우도않으며"응도쓰~!나 그." 

응의 ‘，!!，ç:응 "~Ii얘 보앙다 현얘 선g는 6곡의 앙의 16~; 얀용 대상으~，쟁의 냉균 

응수를구엉q 그 건파등요연 1생에 .균 2유 대의이다 특야 보허l자는원퉁혀 응 

이 냥cf. 

〈표 16) 'i，~팎~ 을의 잎도 

극영 용수 냉노 폭 " ;수 띤오 

기명에정 " 2 ι， 여인럭t셰-~.) ι6 '.75 

톡정에3잉 3ι 2.25 ‘'l"R<'c악” • U'; 

짱안.，악{셰객.， " :“ 요혀져 •• ，아} m t 셔 

3 조선후기 당악의 연천 

응약사익 서슐에서 조션의 사얘융 나속 늠 양식응 인구시아다 :납쩍 다흐다 이 

에우 악λ운 잉진안응 경제호 조선전기 와 조션후기호 내Q디f.'’ 정샤， 약시는 전 

이 i삐 1용악ι ’당써。。빼 e걱사!인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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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S기 및:7L~ '-lli는이거운고스현영의 떤갱 응 7 준으호 전기아증기를대f 

고(풍기는 션조영잉 제연조의 연건옹 기준으요 충기와 왕"응 ~llic)(양기능 갱 

죠 이p … 송잉송 인A연 견기와 후기호 나누는예 후기에 -õ1I"Jß"l-는 "세" 이후 
등 은대g의전안7↑ 각，~，~하1l.q， 'η 영지는 1ζ서응악λ얻 기ε의용직앙 

에 의얘 다응과 같이 누 시대-~ 니누고 이기에 근거해서 조선후기의 믿엠}의 연써음 

샅나보겠나 

해"쨌후기 

상"'c ÕKιf 잉써 생f 히PJ >8"1 '*승 

15<:: 1& 170 1& 19< 21X 21c 

" 익h￥파 악보 

조션후기 연"에 λ냉g 녕임암융 17，4년(영"'"년 의 r;!~ma.를 흥해 상어보 

떤 다용파강아'" 

l下뼈 m!l;!I1,t:! 

,llml 씨ζ 4얘 !‘j,m... ’t"~~생.lt~fI! 

",-";111 

iôil'lAA 

Ati\m l. =. tε 

… 
없
 쨌 씨 '""~. 'il'갱이iγj써응 정응"1， 19"/6) 

1η *'양 r.,.;o. .r'<"'응악헤"셔응 인쩌 @ 

'") r"""，，~ω ;lõi!t’O \'j('I'-T-l, 샌C 각교 i잉<)， Vl'!l y. t‘'ffi. 깅영 양 •• , “”애 l뼈 
l<i:여‘rιs ιε， ιm‘，{!- <1'ι-"-"-, (-'I*<lI이잉이R애식λ*I~. 19')2), 1찌 
셔쩌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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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흥기 g익의 연깅 씨 

*값이"I~l ~)쨌~;，) 

’‘1Rl!l{< 

iMil ... ，εa子용 .영1\':，，1‘앓유 ’'"윷 @싸:<:~)， TL'싸iJj， T얘~， m* 

• 렌씨~i!li 둥이 λμ}5' 었음응 양 수 았냐 인채 천하끼 않는 몇몇 ~J<?P-i-도 이션에 

?*1F되었다 하λ 간 이언 *양은 공 궁연바개 잉q 이 운제를 깊이 있 씨 "1* 잉기f 

경파흩 다씨 잉용에ß!4"이 

정。써호서우외었언죠에셰갱iIJl， 'l'-'FJil;taZEIIi, ili4'z!l!, 'þξ14， ìM&i! 응 .. 이 

야 시?뺀 ii댔어앙) ’써씨안。J 샤’'1 flW.o다 ’，.꺼 ilill\t;', :r;:~rAl~ 

쩌ξ 세에잔lI!!f.iIl이 t써 연주이이진예느찾융수잉" 

'" ‘~'\l'l- 앙의 긍 '&-Im, 



낀‘ g잉잊 ι"잉 

"세기 초 "J'?b옥이 급격히 사각지는 이융기} 우엇안지 외우격 요안""우겨 요 

인으요 니눠 딩웅 찾。}이~ 렌에 앞으호의 고4개호 낭킨다 

견국 " 가 이후 딩갇g은 증요재헤악 안의 3욕파 여인씌 "'상춘 R허샤안 전 

얘자는.L~， 이들이 수록원 9니보뉴 디임아 갇다 

-5'W!에。r 증 기영 욕경 응?얘 옥Q鋼 

이민야 속익twι6 ι.T/D 

‘m 속9앤보뼈 

}쩌자 ξ{왜인1께 

') 악?와 악기연성 

푼연요응얘조서3후7벼 영익þ)의 변천응양수%는 유일한예는갱향이B. r，으m>"세 

냉싸온연재 잉TI'션양파 칭해딴。]션b운에Z이 “여써]수욕연영양 ω왼의 응고가다쇼 

"'1'>17)- 있다 임씨녕양과정해얀 r익h이 엉 J 의 @양용 R 교')연 L 념피}흰4 

ê " 
。，→ J，:E] RLκκ t:1i

”진져ff. Wι It {I;> .m ，~ l!dU'!dl t\; #에*" 

쥐이 y R ’‘ *α .. 

악기느 정저히 영주하는 응악융 아영정다 잉친선양파 장해안각 앙엉‘) 0)언 을 

영 구성응 기컨 얘어 는 그얻얀한 。 유，) 았용 것。1다 엔서 잉까션잉이 사용되던 조 

션션，)의 대조[i어인 ~~을" 쩍쩌 션융 구성웅을 산혀보겠다 

언저 연주기피가 기장 잉았던 여인씩(세종일육아i 의 션융 구용응응 다응과 강 

zα) ’에구 악역악야써U싸인‘야싸인껴 ，~껴우혹4 영쨌 r익뼈아 잉써”고 ""' ’‘쨌Jγ-，("i% 정용Jγ 1976)이 꾸어 ~'1! r뺑j이 상에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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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 영정으" 인주7t 7당었다 다안 여용 어영개 연주생을지 약R이다 

역낀밍(갱영'7，'1 ;.;; * j~ “ II!!!:\ ~갱 • 써 “’ 
(인!정앙 윷 ι ." ’~，tml!P!;!\:iι ;J:!;iII' k õll: JII) 

。1깨 빙양에시 냥는응용 “ ’:t, $, m, ;k, !>l. 엿의 ?옹아다 어연 ;ι에서 。 을 

{;，이 영jι었융시 안f아보자 

써느，져영 중유경(세종잉흑약보j파，.얘명 ; 계유니애흥상욕악호)…서 영요하 

나 우 곡의 신용 구성?온 다'"싸 짙다'" 

욕갱 '" 윷 ιkδ κ@ " 
겨’-?， (κifi 1!1;) 애太“ "" 

(인영징 * #i }.: .!I;f$’qt jfi !!ut ;. ι 8ι. λ 짖 갯) 

’@약 .응 ? 상{세E응설흑악의)에λ1 영요히c， 제2곡인 승우를 예도 등겠다Z잉 

숫우 이‘ Ill!) t: I꺼 :jt ~때 ! 

(잉상션양 .，ι .!/i:{.i' M l+ ifi ll1i~~ ι u λ .. , 
*는 고션궁 여인익에서 영R하다 고인궁 이낸서의 서융 구성흩응 다융다 같 

다，，' 

l1) <11*성응4써 iι아닛온”응‘i응급에v내써 ., 싹‘*호 。k’ “*1 3"에 예 
'""}(~ 응4 니R 안꺼 ’이↑ 

ι”‘;~J 11푹.:;- "i~， 순우 정여 강ι 용영욕잉찌이l 갱우 영& 써 잉쥬 7얘 M응?융 
용거 에4 뽑계인 정F 위의 앙 외에 ;과 ”이 추기씬 

깅j 씌써잉찌 호샌i성;。이"“Llokhi<<<ry I!P_ι) 중 'H~ 년 6앤 앤 것 인에 끼샤 



". 응잉g익@잉 

여엔 ~ (1i';lfiI'l$: 大 @영 t!' i!i I! 

(잉진언안 .ι.!/! jIl> :!,:p, ifj 1'\ m ;l il< illl iíI' * ~ ;L!) 

.응 갱영종강으효 고친 서 조 얘의 경대앙에사 필요히다 옥경(써조 설농.çtJ연)의 

서윷 구성응응 디용객 강다 

'é깅 J/i:~{$，t ’‘ I힘 6ι 

(잉얀뺑 X ;klí\jIþ j응，~ Iti "'" .1!; i‘ u 얘1 ;1，; 커 으) 

잉깅션강의 양엉에1서 제n옹으호 *1;;(응 *에 얘'1 사는 용써등 잦끼 옹었다 

]ιS의 냉써을 갖수'1 외한것인 '1도오는다 r익!-~}I~'성j 의 대긍 제냉에 의하역 1 

지률에ζ 을안 下三이 짖써이라었다 어언 용E가 :기는있었응 것 ν다 (강고 

효 당하던 양양옹 조션 천후기의 아。r익 이언 。]현에E 앤정으지 tm다) 

지긍까지 살펴용 잉진전안의 강잉" 팡해안써서 이영깨 연한다 

잉진전양 'I/i; l: 1<ε jIl>>!!:jj; m ‘l! ii‘ u 싸*'* 

장";\'f. % ’9 
， ι .. 

제3유앙 찌아 제H응인 써이 <>각 ’‘파 @으호 O댄 것은 정대양옴 생zlB~연 경 

재 이히가 간다 η가더 이상원"야시 않았아는것응 g써서 깅애용 닝껴궁의 정 

대영과 임용궁의 보다링 냥허궁익 앙상 ~.성궁의 여잉'"을 더 이상 연주하기 않았 

다는 것윤 쨌 응역 강 영요댔언 싸이 추가원 것ε 역샤 냥듀<1 원다 

이 지정에사 갱기는 의운응 。l'에는 더 이상 연요하지 잉윤 것 강은 *, i!:!, ~-등 

칭해파앙'~J<>l 여전에유지하1 있cp，는것이다씨작낭득이 외시 g는셔1 앞으~의 

싸애호냥깅다 

꺼) 정~8'1!- 'lt'li$] t';;가 3 캔이 얘건빠 '\li'."-애‘} 응증 .lV]t씨 써얘 "안인)응 λ영써 잉았 

기 얘앤 人응 어연 이용에서 {;I;<<\ 요가li<f;i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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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션후기의 야기연성응 ↓m년(갱 ε"넨에 유의양이 지옹 r운양퉁.'"릉 동해 양 

~， 내"' 앙시 상펴응 잉종ε의 약악진성 도‘r의 익엔와비.:ll!i쩌 보겠다 악기의 

종류는 거의 그대호 유지야나 인원수νr 엉이 중었용용 악 H 대 전갱앤7 와 선정 
고취 둥에서 j 띠와대긍의 생'.석 비증아 농。댄 업이 특야 눈에 원다 

<li끼영 정호응lì'~ 등끼 

, ‘1。 정? 

잉악기 띤〈빠l ”g@ 〈쩌 갚등길， 쩌 앙걱ζ1 용 약i회l 야 뾰에원 t앙l적 앙잉1 ] 쉰 이l어 .,., 없싹l 
'. 용소 1 

잉각기 생곰， 짱.，파，1. 7!'>t끔1 쩌급Z 현당'. 형"1'1\. 져야공'. 대금2 

。써기 
쥬종1 유경1 현종， 연갱， 정21 ， 측'. 어 

원중t 원갱i 정."1 약1 어1 훈I‘ 쟁'. '. 화'. 훈'. 생" ~]t 

7]" 노'" 노@ 

깨 ln! ι} 긴 

(E. 18) 1>'* 징조;ljR. \!M인선기 C'" 

상용 g조 

딩야기 와2，앙향2‘ 양장보칙엉'. 교땅고1 s,q 요얻l!월 〈웠금 갚l 뺑생 쌀프，해긍， 장찍'. 
]), {혜음". 똥쇼02. ,qi!l6. (태3명소" 여려， ，태형"'1) 

’약.， 한음， 향.，약!， l\<.념1 쩌끔4. i'‘퓨2 소급a 11l,,'t, 깃"，'， 

이-'lt7] 엔종13 강} 연1 정3 노i입 노". 전"" , 작'. 에'. ，종'. 연컸'. 노21 ， ~노도] 선"'-1 
쟁 우ι 흔". ~12 안2 육1 어'. 쟁 1 ， ;N 

기타 노'" 、?

깨 "인 잉인 

2,1 -if'J각 λ뼈 ~32-\("'- "l-극 2앙”용%'I!6O，，!"] '1m셔 야8년에 g요‘'"와용가 

71, 5o'll에 애에타 신정WI. 써경 객끼 "샌 안정견 인연 ';õJ1. m씨애 동가 전뼈E써 

수s‘I"]~'‘k 



", 홍명S잉 '"" 

(요“l){<응 정죠 ξ@잉기 

‘ι!’ 갱조 

잉악기 R(뻐l 당Vι (찌 ￡긍표δ 양 펴식ιE %L 얘갱 피1$ 뾰l 넘앙1작， "J낭양1， l 짚，모 혜옥이 ξ셀lm.. ('1급， 
" 용소 6 

@익기 엠금" 향비화"， 7}야금Z 얘금" 여긍6 

δP↑기 원종" 띤킹" 건" 사，''' 용，][1 쭉1 어l 잉1 총 어Z1， 안경， 건고" 샤고" 용고， 쭉 
생2 

ψ‘ 에슨 

" ~ 11 (}j) 

〈효@앓 g조 ξ인1임 

이고 

앙아기 요〈앤l긍 잉i양 〈에 효양펀 % 없뾰 g 얘? 에1e 뼈κl i〈U얘긍 ‘”@@ 당a 윌Z 용Zi ιj앙 i고)’7% 외원 

잉야J 현ill‘ 향비파2‘ *Þio~， 대'" 얘~ 

이，~， 

>'1<1 "고 이!손"'， 세~12 

제 " 41 {2η 

'''"' 싫 잉흐징영l쥐 = 후루고예 

각시 6 고 

g익기 브양U시ι ‘@ g@ a 찌고j*i 교@고1 안j객 프션，앙 장져욕， 교앙고， 리 영，걷Mf. (얘급 
"" 용소" 찍 

양야기 얘긍6 "등g 

a써끼 

7)F-/ 에상 λ}링" 얘손8 혀손H， 셔기2 

제 51 (371 " ‘징) 



조잉흥기앙의연잉 % 

3l 양식 

조선후7깨 연주원 영"'*곡 증 현찌 꺼하는 익R파 이응이 수흑원 악보는 디R용파 

강다 

아언이찬.>'0 <l;-"-li!!tð링) 

여잉야 현" 속익인요"킨) 

’썩생속애""싼 

&$}i'!ι4얘아썽 

‘t어써증 4명 융@ 싼지에 아악뺏) 

(켜인력)앙 속~t，얀호 권) 

'"양&: ~，끽견'"'" 

(앤g얘속Q뼈킨) 

영씨속에~，킨) 

속~l윈보 1런응 이 악보가 연싼연 "서기 영얘의 응악을 냥고 있고 약약윈보 " 

1':!~그유씨중보원깃으오"세기의 응악응수용한킷~추정원대 t악영쩨영 j 

응의 운언에 보이는 어민악영 보야자캉 대신 44"-\'!-1연약 연보오 잉아의는데 

영 파 장ι "보의 깅꺼는。}걱 아어지지 앙~t;~. 속'<<lι7 깅에 오연 여'ë!"t.은 

아시 영의이등윤갖는애 이 영옹속악인보 5권의 여인악션'-을잇는응‘"'아 

는견해야 5쉰의 여앤즉강요끽 여얀 "1 연보흥융영한재3으1 에잔용잇는음익에 

이는 두 의정이 겨μU익어 있t;~.~잉 여인약， 낙양순， 보허사의 분야야 션숭융 그렁으 

호 나대” 언 다옹짜 경다3끼 

써이m구 !’R~1<，. '1t1!Ht쩌잉("l% ’연&얘주겨"꺼 "영 Y.<<， '생"용응악 
영용 1_1 -얘8찌 "씨 영싱-~VJ:깨얻@영씩’\~~예여j 져 17.써융서융 

때.요 없Q엔구소 199;), 92-9>":' 

’)오~-'씬"'"갱양1 애li"'I" 'tJ.국.fr~7-， ;>j에시 .. 빽이∞어이m‘옥 



2'0 ~'.!ffi익 m'잉 

'"', I잉증1 '"이사영) 

;f평L j 때l 
‘~"" ‘;’‘ 

;t 4'.1~ 증 

(패 ι 앨얘잉9 (빼낙핸 i쩌I떼진g 

r속야원잉 6,7'1:! Aπ~_'ò. 갱어등여 냐다냐= 양4상의 웅요한 연션응 ιι든 응의 

시가가균풍i껴지τ 영응일i벼F 엔상이나 6권의 기영 특정t 흥~};지약파 :ι4 낙양 

준 ?권의 영파 보허자가 오두 이언 영상용 보역둔다 이 'fI-i 릉 디H홍 선앵영구가 

있어 디소 견지안 객. 인용하i흑 칙쟁"t. 21<) 

여\'!?/"J-，’*영웅。↑잉음익약익응?싼빼"i'VM <11;;얘 0"'1*κ"flo)'~'었아는 

경끼가 찌샤‘이 있다m 즉 ’~'I' .iI:k정"'으-'" iit;~찌는 융3 잉r.에잉자 영응 일용 

얀κ、료연추야 S얘파강용 샤「ι爛호i쩌갔["rL-것이아 생의 건과안 

놓E빽 빽에셔도"~야아 그에H 염 영씩언잉의 얘 대얀 i씨싹]예 

그잉잉에 얘씬강εe여션에냥는I↓ 잉응잉끼찌의 g인용우엇앤샤 아융?γ@ 강 잉 

」애호 으는응"' 윤원으오 뼈었연 깃뻔 。] 잉ξ 영 1 오 킹고 % 이등 ~l~까 

a오양 1염 7생영생흔"←여인↑."，.~，싸때 잉~:<l .... >II싼중암ζ r인깅응 
익ηj 꺼씨생응 셔윤얘꺼 ι 종양용〈싼소 1m) ’<--1~_ 

ι” 이R ’생 씩 r센"ι겐세%0 "1'시잉엄써.<1， '9야) 씬적 ‘”직 



챙기 g애인션 '" 

당하짜P능컷이얘 잉원‘>m\l-영 리응 의이씌 상징융의이딴것얘 ]강셰 。 인 

영이 이인 정피Ki- ~l':>:었는4 그것응 아g 시강이-， 새간의 흐g여) 여즌 의에예여 의 연g가 

이언킹악용초 악 4깅에 엉엉、.H이라생삭양↓ 국7 의 g요성으식 이언갱우"는이언 

약’& 영주얘야 힌셔는 것은 정애 정영의 자상 1써’ • 또 그 q녁{ γ~t↑께 선에이 f 

익t.l<'이수용띄어 g 다 "안 영재응-"10이 전승응구언애 S앤<'1ι 았:il， "1'인 5 에애는션? 

녕용-Oþ익 의"' 얘적을흘가능씨껴) 인다 이예양f 았는신여웅의 iι4가음의 '1영삭 연 였 

연 것 ,. 영응-11π쩌딩익R응、ι‘「재이~， ~에약강응긋"의삭애 시용에덩 응에 잉 

이 영4히 얘샤은 j 내 ~ 거용응 야에 우슨 .. 한 용킹F적 。끼νH 영요”’‘는까 다" 

그지i 쩌 잊제 λ]공'"앨윤색한기'õ~이연잉엄을것이마 이 。F에 갖? 잉연야료이 

?놓아 영응영끽펴꺼 또 S 나외 동인。μ'l- ';} -ì'-았다 견각 끼능이 양삭융 경갱씬 5이아 

이영웃 의식에 샤공원 응익은 영응일익벼""는 새.s".，'t- 존?애땅이융 쩍i써 조서후기 

에 자71 역잉윤 하게 'at1. ~f명에 연예에 λL용S 응ξt，g. .!E 다른 생존영식용 애한 

다 당시 "5"응에서 기강년킥 쓰서던장션파정안하는앙식이었'1 그상!연옹지급 

도 영''l:교주 퉁예 쓰야는 w약 앙'ftol었다 여얀약야 iι에자는 r~~원회 5견얘 

기보원 6훈융그대호유i 하여 1O~j-장g 유1에 대 "'응을얘지하는밍식으로새 

g운 응악으포 익씨 얘어나꺼 되었다 그 뒤 이 용악응 시얘조유애 0)<1 대연히 느 
잉 음악으호 언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이 

조선후7까지 션히서 당악R의 양석온 다R쉐 견이 응오 L댄나 일응잉끽양식파 

아"양사이다m 명악깨 익탁도 같이 갱리하겠다'" 

JIj) _9 __ ~， '운요끼얘이익 야 연”아 그 예쩌 니MH 1l-il-" ，국여"，연"， 깨연 애1;;:(_웅용 싼곡 
즉야R용인?써 잉이씨 1Ol~t23~ 

'"여썩 i써의 긴* '1!-'r녕써 g애떼""，，，)'장용껴응‘ι칙적!'_"'. "I%'ll 1l.@， J'"α@ι1 
a、에었아 11., bol l>1io" <f '>flmll, k fmm tbo Filkenih c<ntuty ro ,00 I'r=t lhy., '!f<I~ 

”“찌'l'~~ 1t!f-l't lll‘.，씨*'~얘애 ，~ 잉".‘응w。、os-àyna<ty。‘t 
nι"'" 1"""'"냉 '" """",', .，~，*，nd TmdkKm-=~""…ιjο- ，씨에" P"=n l<Xi /0 

L,!JFfflX 1'I<f=1, ül찌iιJge' Cmφ"'" '찌 =1)' Press, 1었 
’,) :>A~，시 용썩언 앙산~V." 영 상영{!격 익γ셈 훈유써 영g ‘유찌써 



m 웅영잊 m，잉 

(R 22) 앤잉한:잉 용증응악 

영융영U냐양석 .얘양식 

딩여깨 'R ν，.， 욕갱1 총잉.，악 여년학‘ 혜영 
여연닥만， 본핑， 냉양3‘ "혀자， 녕‘혀λ} 

@악세 9니펙 
보태1엉생σl명융 '"-'"욕〉 
쟁대 (특정용 뺀 l<>'l-) 끼 .. ，퉁운 
휴양공 〉생동앵악 

앙의 3조릉보껴딩악져 。F용tε 두가지 。암1윤갖"양익예 익턱도두 가지 양삭 

융갖는다 증 양식파 져용응우싼영응 알수있냐 

4) 조션후기 당악익 향악화 

조션후기 궁중유악 중 .악옥이 일응영약양애파 아대양삭의 두 가개 양늬융 갖 

게 피I s:l. t::J-_버%다 잉의 〈표 ι깅을보며조선후기 .. 악곡의 양식 언신에 니쩌 생각 

해보겠다 

ι선초보허자 낙앙윤용은온'*'1 용악}석 의"1 또는그것애 가까운익이을 갖 

고 초용g 었다 예응 을연 얘와 앙파 g 가 있는 상아있는 유기씨1었디는 것이나 그 

건에 n세기푸터 "깨?’}지 ;00년 또 ”셰"￥터 "에?μ，시 3ω녕L 이영제 긴 

시간융 보내는 웅안 tl4 " 는 올딩이 되고 에얀 냥개 되었다는 깃이익 사대기} 아 
쩌여 온얘떼 의"1을 g 고 당 얀 냥은 성이다 .. 킹이 。1영 찌에 각각옹 자기 기 

응에 띠내} 대웅윤 하재 견나 그디써 "삭익}은 인F」깅악양식으ξ 연애악응 아얘양 

식ζ，-j;l 다‘〕 얘어나개 1깅'1 

여인학파보허가의 경우 온얘의 앙앙응버g고 씨5'，운장얻용영고 역기에조선 

후기의 판용걱얀 션융냉응 앙。을여(다응 〈보예n 장죠} 써5야It-&익으3 다샤 얘 

ι 나께 딩다 용얘익 씨에 새호웅 상파 띠를 얻야 이유용 엣 이릉이지안 내용은 져 

혀 다응 응악으효 친화1낀 것아마 디h'H보헤n응 용얘 이전 λ냉응 업계 " 쥬 잉 

다‘J 

.，})에.，상의앙뺑 여인앙아얘 a에앞썩이기’적으오언@앤%검여i아 이 



즈인S기 ε띤연잉 '" 

〈액 1)<>V<J악피g때숙뺑5경산"'" .야a 

;‘ ’ ” 
(7)-: 익 얘응용응 ι에 대안 잉시U우능용이나"' 

(니)의 .太 즙은 앙의 j약 뒤익 얘 시이를 i‘R는 응이다 

(다)의 1'1',:t. í!/>-tJ:은 이해의료응 아1는인웅적 i빠는응이다 

(래의 .옹 은응 야에 애정 잉시R는 흥이다 

(세는 (아야 짙이 이째의g 증.。 여 애-1-1근 응이다 

ω”는 ’”능응。 q 

(새으1 ’t은 온응 ”에 예한 잉써우4는 응이나 

(o~Fc '~ß’는응。 다 

1‘ 

이시영 씨로운 장1당 위에 용애 었던 응칸 때치한 후 잉이진 ξ파 음 ，~ 의 ，간 

올 앙세우는응 채우는유 등으호선융꺼인수식용히껴온얘익틴조효옹진앵에 

λ녘성용 부얘다 

의식익의 캉우 일응일악"'식으"ιυ" 었나 즉 껴안냥았는데 이 혀앙양한증깅 

염이 연 f'-'l!l디{ 아지얀 이 얘도 오애 A 간 안세작거 al t:↓ι나 이171 "11 손예가 흥세 ε1 

었다 보깨영 중것온인 영J 여-l;';익 잉우{ç융 에포등어 이윈 'H응상1셔보겠다 

S써 〈호애 "용 외에 져%당을 ‘격@냐 

” 오.-ll-"c. '명 71;<;%악 잉징용 ”밴아계 i씨셰 엉ι개. 익R융 중성잉， ’인측용 
’얘j 깨]재서* 서쩨 ξJ짧ζ 1m). 9'~ 야하 강i 



'" 등잉용약 '1~2g 

〈웅에 잉 영f링의잊징의""늑슷앙 의 닝o업 

‘정 

，용 

R연용의 션융온 대안히 잇잇하다 아지얀 악장은 여기에 잉F 손이응 g힌다 

9fJ의 t는 "으효 7~기 의얘 ‘도 아얘에서 널뛰듯이 구으는 응인애 응경 디를 

강조하다ι냐 양꾸앙응의 강세가 용었4 

(내의 ”응 용용 太에 대정 양세우는 、。r인데 이형 에 여극쩌으호 션융에 긍즉음 

R셔서 션용싱용 농잉다 

(다예 정용 "에서 太료 간 예에 외호 치? 는 추성。1다 

(아)의 여에는 #온 사깅λH 응R 나 

'"ι)의 야응 공웅 혀얘으ζ 가영개 흔얀다 

어f)의 %도 온응 "얘 대한 앙세우는 응앙에 앙애 용응 샤강새응 용이고 뛰을 

혼연t;~. 

이주 영용 에이지안 연잇했언 일응영익κr‘U의 션융이 칙소진끽 성융성을 획득하 

는 것응 용 수었다 이러한션을수걱파 λ 깅재는장의f원 악안을의 8즉에 살。m'던 

것이있l↓ 이것이지-@，스영깨 옛용익써우여원것 ']'l 이경식으호영응영익의 옹 

악도 장객F잉 악언을 동해 살아있는 암각으호 되λfr>~l나R 것이니 야중 이것응 ."각 

~ri"}~려도 힘 것 갇1이 

보어F가 .，악화 "었다연 강은 밍의f인 여인악파 낙양준f 역시 향9예 ; 었다 

고 영 수 있다 cf얀 1i':iij;사와 낙양용응 향악화익 잉"'l'야 안았C 앤이 다 >>," 자가 

의fQ양”으"악화 되었다언 니f잉충은 인응영끽앙식으호 양~} ".었다고 양 

수 있"1 。 녕풋 조선후기의 오든 딩악옥응 영'"회} 되았다"' 나안 꺼~-t게 응익의 

'" 앙악;뜨 양얀. 애‘3걱으，-，，- ιι인 1씨"1. o}4으iιi아더 ψι '""겨 딩악요구연앙 수 •• 



흐잉흥기 g인의 연잉 ‘" 

갱+~나 씨 *이 앵장”‘~ \:J<>l있어 그껏아 석 전에 녕악 냈응올 원해준다 

5) 조선후기의 조융체계 

조션후기 "승응çj-'익 익연융 앙에시 살였다 그중 주옥해이영 악기는 연옹 연 g 
~l 잉얘~Iι{ 。 등융 충성으표 정조대의 악힘을 디자 요~ 정히하연 다，'1-'파 같나 

〈표 2앙정찍악영중판릎 련정 영형 

연종 명정 ‘’‘’ 
종" 영녕전 웅~I 。 。

종R 영녕천 헌" 。 。

진정현가 。 。

정정고추1 × 。

, 예」부，취 ‘ 
X 

연용 연경파 양양응 응-.>Ul- 연하지 잉는 익j-71이다 조션 ε 이등 익"1까 제작딩 

。 후 현재까지 그 유'.J!.~ {앤거꺼으링 연하지 양았옹 것으 ζL 온다 즉 우여가 장 

。R는 생중 C의 죠'.셰깨를 유 ”하셔대크 것이다 

양이 표윷 .'연 '1현에 띠라 연종 언경파 앙영에 오두연성되는 정우 냉빵! 연 

성되는경.t， "1을 셰 ~-t717} 영상되지 않는 정우g 니아 융 수 있ct 영종 원경 ~l 

앙양。1 연생용 경우 슨융계깨는 <>1;11에 때이지 ，응 수 없다 앙양 퉁이 연성에는 

엔 오는 약샤샤 앵종ι의 죠융에1 를 얘흔디는 것。 다 

영영 인간애서는 그건 우속드~~부너 지유-.k" 같 것으로 보인다 。 '1우터 히는 

논으는 잉t딩~.~i얘 mJ이 어영지안 정양융 상야 간 흐콩응 ’'J~J>l얘 보겠다 

현쩌 양종 c의형종 d혀 우조윤‘져가 있다 핑총 c의 조응셔계가 궁중옹서써] 

λ]-%，，1던 것ι. 앙에서 양쟁다 다흔 ?아나 즉 용" εb의 쪼&에계는 인간에ι1 년 

‘n:에이안 양도 생써 안앤 R픽 조언후껴 궁중옹써 ”었H。이 용썩 찌앤낀 
지끼에“‘~ '(!o] ，억쟁 이연야얘은생킹써 영렛상으 §γ+ 



"" 응잉응익 m>~ 

이 응g외연 저으효용다 디응!’ 강연한추흔응용얘그련시-N% 획인항수있다 

조션낀'1의 껴연죠는 횡종궁인 경우 ; 옛 f~ ft IJ\;;L응깨를 구생한C 조선후기 

에을야 계연조의연강 파정융시지에갱대엉응에ζ 을연그응g옹은["" !k f~ 

tf;!#;호 δ댄다 궁중에서느 영종 c끽 즈윤i 계등 사용하시 때용에 서양 l~'냉르è，.'iò. 

"H'띤 Bb chfg 세T이 원다 이 응에응응 횡종 @의 조용셔제른샤명*능 민간의 

악기E 연주착언 ”“ E 太 .H!;이 연냐 ’이동격으호 우이 악기의 연주""’ 갱의 이 

용응 μ 유‘"애호기능~:고득히 4도의 이웅이써일 인언했다 그얘λ1 앙의 j#:;lt;J.; 

""응 4도요이연 ~ f1Hlo i>i i;아 의L‘’ 이증 씨은응고"얘? 에인히여 는간 

이 잉았던 용으호 보는 시킥에 며녁 r#~ 다소 낮e g호 인‘ >1이도 하었4 영국 

jlil'r tt '" ，’은 i 얘"↓ * ι이 히니 이것이 인긴의 영사희상의 유? 이 다 건국 
아언 추온융 통얘 횡종 c의 조응에계는 당중에서 영5웅 d，의 a융씨게， 인간써셔 

'.-:1."-1 쓰인 것잉@ 앙수 였t;~. 지긍까지 농의전내용~융 If.'" 정2j"t1연 t않꾀}겉r:1 

'"뺑앤WE!I죠옹에 

갓션전가 제연:ε i ‘ 111. 1<)0 

，먼L의 ‘%견 • ,‘ W !!- !!!. 

서양윤영 !lb "b f , ~ 

인간융명 • ，太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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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표릉 통안 주흔이 타양씨-cl-i:드 근거는 현깨 연주의는 갱"잉파 영산의상의 

g써 이 다 그 설에의 인L성을 응해 궁중까 인간에 우 기}가 디흔 조을체껴가 있었R 

그줄이 씨까꺼。오서호 소웅늬였다는 λνg응 역인영 수 있다 

힌언L 장악원의 익ν 1. '--Iom_~워영의 이λ 운 당연히 연간에에도 연，-~'t-i응 하 

였음깃이디t 애아서그들ε 연간의 조윤껴셰에 의한약7] 그중에서E 앙λ'1 ' 걱 i 

였듯이 조서후가애 를아 비중이 커진 션을옹 주도에연 악기인 (연간으” 펴러야 대 

긍애 도 놓숙j 었응 것이다 아아도 이 니잉약 찌「긍옹 현씨 λ냉하는 정찌이'11갱 



즈，<，;:기 g잉의 연{，! 0'27 

익f때금이있응 것으， ι인다 。1 얘gξ 악혀깨영 앙시 궁층에서 샤8하던 대강"'1 

디쓴 인간에 서 인ζ닝i이헤 R에 갱싸딩 대긍이있응 것이아 장야원 악λF응ξ 인간 

에서 샤용에연 피여아 예긍을 자연스전 세 궁증어써도 갱칙여 사g갱@ 것으호 ”인 

다 c. 조융시여)에 악는 펴*' 대긍4웅중에서 샤@안 얘에는 그에 %느 연주엉이 
재딩 익었응 것이" 에등 을연 민간에λ1 여인야옥 연수영 얘k 는 양웅이 d 사안 

궁증에사 인주@ 얘에능쟁~，‘1 션1니 연간의 올영에져에 "으연 이 응、ι 냥이 (c)71 

딩다 그얘서 4션 앙기 -"'_-\'1영 악사능 그형제 연수?이암 여ιe각응 뱃가악 여언 

하 이약E 용\:l.1J 깃갇1다" 현재 앙종 c의 조융제계틀샤용S 는음.~융 연주양 

얘에 이려는 당쩌혀를 샤용하고 있시안 에긍ξ 여져야 얘션익 인간 대긍응 /시L용 하 

여 0 가"1-' 주영으:';L 영주하고 았c，. 

"끼 낀이논 4션의 N-옹익똥 푸 까지 ←~-;;에게에 의해 정a 。 인 [녕아 강냐 

(ll 2(;) t.t<! 잉t 죠선 ~ 

짱종~ ，ε응계제 영종-d> ，ε용쩌" 

딩악깨 F 여 "언연낙g양γ gJ슨 S ‘ 옹@허얀자 a까a용악 여민학 얘혀사 

보l찌영((역"녕경.g- 'I! "익) 
향악. 아야 갱때엉 융쩌홍 !명’악 '"놔} 갱용δ，，， 동동 

H욕，잉 

아셔영녕의때 약은.~두가애조윤새제에 익해 연수하고 형악계 약Rι투 가시 

죠육에제에 의해 연주안다 즉 조응에찌약 게웅은 우판하다 

., 인R '+''-써 이!I.o!!!" .’‘;셋의 IJ!il'J(^I%' 서용이X아익연구야 @미 l:&"i-. 
37) 19경영 늑웅하고]씨애""'안， 4Il!lllJlllñItJ야야서(뼈 'Iililg~+~끼셔융 ", c 

” ‘~iNlI.，\iHI W>'li< tllf, 1933써 여댄 없당여이 % 에긍 ζ갱 g잉 씩아 
고k연주뼈아.a~‘어이호연수야잇>M 'll용이 t 운다 



m 용잉8익~" 

4 맺음알 

고려(918-1392)는 용송"'"→ 1127)의 궁중응악응 H써이우때 용격끽으오 도압하 

였다 사약파 야걱"'이 사익}응 고져에서는 당약이라g었다 ε션 건 ; 후애도 당 

약은 」대호 소신으호 숭셰되었다 i선 초 당악은 양악과 제웅 약}기 양걱에서 운 

영히 구영"었>=1-. 사시안조S후기이후덩씩응양응연천응경었다 산승오는 익R 

의 수가 녕이 중었] 오든 이커의 양식이 "'iÞ~바 "었℃ 이 정옹 당에 즉 중곡에 

사 양이응영 E 증욱유야의 특갱올"는딩야의 얀길f애인 고띠야의 영우도아상가 

x 었\.:]-， 

이 극융시각벼여 세가지 칭문올민냈다 m강응영f'，J보허 써 대얘서는 양 

약화되었디R는잉윤，，~느씨 왜 、「τ5는이] 디해 녁는그인 일응야지 않는7 α보혀 

자샤 갇ξ 양샤꺼 특징올 갖는 이인녁써 대얘서 왜 헝걷b여1- .'>]5였다는 ~t.응 하지 잉는 

가 (5) <<)-:기의죠융켜꺼가향악파영익냉냐누는?준아 원 f 있는개이건융P까 

"한당을구하였다 

조선후기의 모든궁영응약은 기농에 띠벼 일응잊"1양끽과 찍대양식으호 δ쩌 

%고 보혀샤i 닉양운은 연천의 앙4이 당갔응 %이지 오두 양'êp↓ 외냈다고 댔다 

즉 양식>'1 기용이 우연-11* I'l:냈다 。1&러 여민럭이 용얘 고까악f이었지" 이 역사 

입-f'c 9:γ1익 영악이1흐션'f.71 두가시 "석으흐양'<)j양 외었응융 잉생다 올으호 

i선후기에 앙중의 조융해계아 인간의 조융혜제가 ~ISJ.는데 이 ε융얘계 역사 용악 

의 제등-"1-는 무원장응 ‘~~.다 

흐，-!i갱~"세는 궁;에 두 가지 "" 껴 5의 용익이 ? 었고 이ε은 악기약 양사이 

구연아 뇌뼈다 하지안조서후기δ 는 오야 조선후기의 'iI"-"6-낙응악써 잉었응!’이다 

그예셔오는날보셔.， 퉁융가g겨 'N아야부으연여전히악기약양삭이 다등 

어언 응악으호 오t개원 우E 가 있cf. 긍이 구영애시 양하1자양 경우 그 까둥안융 따 

져 딩악’이 라고 우르는 것이 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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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nnations m Late-Choson Tangak 

Oh, Yong Nok' 

During [he Kory~ Dynasty (1$1!l!, 913-1392) court music from the NDrthem 

Song Dyna. .. y (-ll:;::t:, 960-1127) """' introoucc'd in earnest beginning in [he 11th 

centl''Y, Onginally the imported music _, lal:clcd boIh SthW ("1m) and a<1k 

(f,t$) but in the Koryii F<-TIOO sa-ak "'<JS ",-'"gned the "pp'Uotion mllpk (Ilr*> 

and ,1-,.k "",intained ie, original designation, Th"", de.'ignaLions continued into 

[he founding of the Chos~n Dynasty (1392-1910). /It the bc'b~nning of me 

Coo,on F<-TIOO, the s)"Iem of categorization dearly <hstinguished t::Jntpk anJ 

hy;lngak (;nJigcllOl>S music. mm) instruments ond musical styles. 'Iimgak 

became a term to dc:.ignalC any kind of m,"';, not definitivdy of Korean otij:;ifls. 

BLlt beginning ;n the [al<; Chos6n period, piece< laoclcd ranp/k slMeted ""'fiY 

vicissitudes. 'Ihe numher of uansmined pieee> ""'". greatly r,-"duc~-J, and most of 

the musical sryIe> experienced Koreanwuion and, therefore. were abwrbeci into 

the categmy of iJPtfPk lhat is to "'Y. while lnl>Sic received from Chi"" \Vd!> 

ooMidered to he t::Jng!lk, such as (lie t~.e branch of lilngdk-laheled mtlSic known 

as kodl'wi-ak (wmd and F<-'K";.;iOIl music, ~<?:*). the definitiun for /!lIJgak 

lx::came quite "ndea,. 'jhe kim!; of music we MW con'lider to l:c ',,,,,,,d:' l""e 

not always been ;ncluded ;n trnl "'''''gory, and, I;k"",,,,, the critc"Iia for 

designation have .lso dlaflged. 

At the beginning of lhis at"t1c!e, t po"ed three '1lK">lions: (1) willie the p;ece 

""Poh6ja" develope<.l along die bIles of hpngak, why is it lI~n "Naky.",cm'un-

• S=ul Kill,,,,," Uru""'"'Y 



tiki ncr? (2) sOO, while .• YiJmiJklk" has similar ch .... cteristics of "13010ja;' why 

is il lilln Ihe .""re pLece is nO! c-onsidcred '0 be hyangaff! (3) 1> i, possible for 

<Uvisions be,ween the in"rumcn' ""ling s)'S,ems of mngak anti flya,waJ; to be 

smndardized? It L< Ih""" t1m:e qucsuons d,at I foclls on wi<hin the pages of thls 

During 'he late Clios6n period all "')'".tl COurt music was labeled a"'.<>rding '0 

<he 'pedfic fW'lClion al colln;:ond c,"eb~>rizc:d as cj,her '(one note per beat) form' 

or 'cxpanded form; and wi<h the many changes that look place during uris 

fX'riod ·'Polloj.'" .nd "/lWcyangch'un" ho:."arne " part of the hyangak ,,,,,'ern, 

Still. thi, ill"J no bearing on ~1e styles and 'y,tem. At (he same time, whHe 

"Yi'fnllffoJ!' was miHinally considered 10 be" pan of klXh'wi-#k (i!l:ox!l1l, which 

became designated os t;lngak, at !he end of 'he ChcOOn. penoo, piece:; witlrin 'he 

suite carriOO cj,her die de;,gnatLOn l3ngak or the designation hpngak. ~,mIly, in 

the late OlosOn period, COllrt "}'Stem and civil system,; dominated. and the 

act,,"l mu>ic ",stems lmd little bearing on categori>a'ion. 

Ounng !he OlcOOn. D)'n"sty there tIe\'eloped tW{) disuJlCI '<millS of rnIL,ic 

inSlnlrnenl< .nd musical "yk-s al COUrt. This """ only "i!hin C"<Jurt music, and 

"'<IS ge""",lIy u.'led to de.,igrn'e the origins of a musical form. Therefore. toda)" 

wh." people teach ,rout "PohiJi,"' moong other pieces ~1ey tend to c",ll j, 

'{!Ilt{p1K because of its origin>, "iud, sets forth a foundation for 

misllnde"mnding. It make,; more .',en"" to [Ok a more nuanced a[lpIoach, and 

lL'" the term "18nguk ",·stem" 10 G'ltegori?e piL-=- lib:: "PohiJi?," which have 

been mfluenced by adnpmtioIlS in tuning .nd style m'er time. 

Key WO'~S: lan{lak. la'e Gh05~n musIc. one nole pe, be.' form. &'P'lndcd lerm. 
hyan{lsk, langal< 3ystem. Ko'aaMlza'ion. PoMia, Nakyang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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