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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 

n this article, I attempt to examine the vibrato employed in the 

northwest folksong 'Sushjmga: There are generally three main types 

of vibrato employed in northwestern folksong: moving above and below 

the main note, rising from below the main note, and coming from above 

the main note. The characteristic vibrato style in 'Sushimga' is that of the 

second type described above, rising from below the main note. If you bke 

the series of notes in the line 'Sug-im', you can see that from above the 

fundamental tone of the melody the notes then dip beneath this tone to 

create the vibrato: gb' - cb' - bb - abo A raise in the central melodic series 

by two degrees is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ab' - f' - c' - bb. 

Namely, you can see from the description above the typical melodic series 

in the ujo mode family. 

While the article delves closely into an examination of the vibrato 

techniques used specifically in 'Su~hjmga: I al80 explore the difficulty of 

both descnbing and prescribing perfonnance techniques using conventional 

notation methods. I contend that the vibrato techniques employed in a 

performance of 'Silshimga' can best be described with the collaborative usc 



'" 
of standard notation and rumputer graphs. illewise, similar use of notation 

and graphs can communicate proper performance techniques 10 tho.>e 

learning the folksong via notation. Such an examination of the vibrato in 

'Sushimga' can communicate the centrality of vibrato to the performance of 

this northwestern folksong. 



슈싱까의 요성 

오용증(서을대 f악과 교수) 

I 어리알 

。l 늘의 옥격응 시도인요 수싱가의 요성에 때한 외부 간양융 수앵히운 것이 

l 다 누구냐 구휠 수 있는 응연용 컨유너 프호그생용 샤용δ써 운4 영 뒤 

이 자료를 세 사앙의 악보와 바교히여 ~싱가의 요성융 상펴보겠마 대재는 아아 

암려진 λ녕의 확인아 되§ 지 안 。1를 영해 몇 개재 중요한 문제를 찌기영 수 았 

다 

요성에 대한 야우 판작은 발 그때g 았는 그얘，의 현상에 대야 싼용응 "얀 

다 완창응 용해 헨상용 껴안껴으도 이얘안 쭈 이어서 。1 내용융 전숭자의 션승 

정보와 경힐「하\'1， 즉 진승자와 공동연구틀 수앵하연 이 노애의 용실에 한 견용 

더 나7닝t 수 잊응 깃으료 용q 이때 서도인요에 내재원 용체깨 。1에 예엔 전승 

자 또는 4 용자의 인사애제 같옹 깃이 증요한 판싱사영이 외는데 이 금은 그전 
연구에 대강 션앵연구의 성격음 갖τ" 
전승자 Æ는 수용자의 인식예제는 。1εεl 채보와 기보응 동애 어느 정도 약악 

항 수 았τ{ 그러나 기보등 흥해 나타냐는 인식에게가 쯤 내쩌원 체꺼는 아니다 

현실직2-~양자사이에τ 일정영 간격。1 존깨한다 앙으5ε 。1 강걱 g 용이기 위 

정 노려。1 영요한예 。l 긍응 그연 논의응 와안 안셔틀 재강만디는 의 01도 갓는 

다 

수신가에 대한용륭한션쟁연우가 있어 언저 이 긍응 용해 수싱가의 구조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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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영융 개안히겠다 1 다융， 용연아 가칭자 용인의 악보야 。1 응〕씬에 애정 오션 

악~(액대웅 얘보)7~ 있는 깅정연의 수성?닫 응석대상으R 예하얘 음향용석 프 

호그쟁 praa!5'. 푼석하졌다Z 아 운석 경와를 찍대웅의 .<선혹 우j왜얀의 그경약 

& 김정연의 그링악보와 비교하역 수싱가익 요정융 상피갱다 

2 수싱가의구죠 

{.쩌인응 수성가 '"곡유 웅석，)어 수싱가의 구조를 다응아 갇。l 파악.다 

앓쉰4; 

1 우예 0.1. '911가 연구’ 한국ι잉때약'ji'. 얘야견 걷샤’이위논운 ~， 우해언은 때거에 저 

수하는 서오영잉 찍~71 종(1923- )~ 깨 서오앤요흔 5연 이상 얘우고 이 농운응 각성하었다 

’ !’려깅응이우 e도소킥“서웅 인국프혀얘니거 찍;'1. 19M)의 영앙도 쇼려 
ψ.512018)잉에 수응g 수싱가흩 응인4호 ''*'여F 이융야 에11정 g 족의 시정"'1 62 응의 
핵얘옹이 애셔한 악보를 인용었다 

깅갱연~ 1913녕 명양에샤 에어나 " ’ 우영얘 갱갱생0 게 서도소g 응 .. 고 .m닝에 
숭，우영응아재 제29!t 서룬소외 에능3ι유자가 의었다 "양이 잉던 1’æ"얘 이 수잉 }를 녹 
응힘 1뺑애 삭고였다 써ζ 「짧소혀없(서웅 경앤각챙 ,m 이 있는에 이 
세 m역의 샤보응 인용잇 다 

，.에는‘ 끼O ‘" Yff 5.1생 M.cOS 9 editiOIl융사용뺑 



3장 

서 6때강 

에t써 

니어 

제3애애강 

꺼?내강 

이 

융연 

수싱샤와 •• 

새’써i'J 

.'이 나 

@까요 

". 

용 

이영듯수싱가영 옥은 3상으3 나늘수 있는씨， 3'))-의 제1대대강옹 1장의 채Z 

대대강1까 3장의 "112대"강은 2장의 세Z대대깅과 선융갱。1 강다 

1상의 제1대대강과 2장의 재1얘예강 드융개 3장의 져2대예I~J 증 쳐 3띠강은 

션융이 O↑씬 수 았다 김정연응 r뿌려갚온나우 안도소<'IJ의 수싱가을 녹용영 u에 

3정까지 용없는데 1정 。νν는 숙잉‘으-ii-. 2'션 X버야 는 영 으ζ 3정 영악 

응 지릉 으::0 1장을 노얘S뼈 대효시인 선융영융 오두 소개했다 " ，생의 " , 

장응 1정의 u장과 션융이 기의 강이다 

우해인응 수싱가 1‘1옥응 용석항 예 그링악보흥 사용하였다 악보는 요두 5종 

호 와아 있는예 갯 좋은얘 융셰 웅은 & 셋째 좋은" 옛쩌 ~.t， j!(f~다섯쩌 
증응 li;:", 잉이 앙대 응정융 나티!내었q 
。l재 은칙척으료 수싱가의 요성응 상펴보도유 하겠다 

3 수싱가의요생 

'} 숙잉 1장 에1얘예강의 제1대강 

아얘 악"의 것 난윤 ‘액대응보， 동째 단은 우해인!!'， ~ 쩌 단응 프라트보 

녕 애 야온 ‘잉갱연보’이다 



= 

k샤- 야→ 아 

t 

• 사 용 쭉 뻗다가 위야얘" 띠는데， 어는 욕온 가장 을 0얘에 워효 약 '" 

cent. 아재긍 약 '" =，의 고흔 요생。1다 중간에 안앤 강는다’ 

.210 He끼Z는 .， ρ!07.65 H“rt.j에 7}'까운 응아다 

프라E딛효의 M온 Maximun、 m옹 mlnirnum의 약.f이다 

·깅갱연모의 w는 을어내는g’， 킥용 ~응'1갱표’， ，는 강는표’이다 



수싱가외 요성 ~， 

" ‘옷입 1장 제1애대강의 "，대강 

용 SR 」

• 호를 쭉 앵다가 와아얘오 어는예， 띠능 옥응 가장 등 얘에 외호 약 '"' 

αm. 아래3 약 185 CCllt의 고흔 요성이다 중간에 한언 강는'1' 

2s5 Hertz는 dbα77.18 Her!z 과. d(293.66 HeJ이"의 중간응이다 

• 용 응 쳐응 에의 335 Hertz는 285 Hertz보다 약 280 ccnt ε다 
·깅정연보의 "m은 1자주여는g 이다 



2잉 

') 숙잉 1쟁 져 2대대강 

‘’‘”…… 

앵 • 객 이연-←←←← 

, , 

• 역당성장 풍영앙용)애 의얘 앵유 를 앙년l 용여 노애한q 따라서 앵 응 일 

이증시간。1 없기 에운에 이를통해 。1 응이 용예 갖는응농이를알수잉q 

첫응 δlO H닝~는 .bβ11.13 Herlz 애 가강q 이어서 유 등 아얘g 영어 

주는에 237-324. 225-3씨o Hertz호 어는 쪽이 커낀다 약 540, 71ι cent-"-, 

양천，~서 5도의 응쪽융 갖는 。}얘호 띠는 요성이다 

싱하께 옥응 쓰는 ‘걱 1과 j이’을 거쳐 연 도 다시 아에， 떠는 요성이나 

• 깅징연보의 〈는 껴는요끼다 



수징가의 요/잉 ~ 

'l'장 재1대대강 

옳륨륙롤훌를흘 

~"" 

1대써의 션1응 용 앵는다 2대 깃 의 ‘료'f'는 영다가 휘호 이이 위아얘호 영 

다가 가성응 쓰능 현안한 욕으.5'. 0\이친다 

• 375. 366, 363 Herlz능 g，β69.99 Hertι)에 개강다 

앙에서 져주는 운 과 적’은 453. 433 Hertz"'. 이τ 각각 아용 응~，η 

""∞n에서 연3도와 정3도의 중간양 위의 응이 τ} 아지정 양 영。1리익 칫 

응징에는 대개 강세가 은다 



'" 
5) ，장 "112대이~" 

안 호우← 

• ，대강의 (아엔 생 파 2대강의 구 는 아씨 요성에 등어가가 전의 응능이 

를 &.여준다 "이 310 Hertz는 eb'(311.13 Herlz)파 가상대 이이 ‘λ.}' 91 

구’는 아래 •. 띠는 요성이다 1장 제j대대강의 。]얘.~ "1는 ，，<'에의 척지 

응농。1가 224 Hertz였던데 안해 2장 세2대얘강의 la(H1는 。쩨호 더 깊게 

엔다 

·앙에서 져주는 안과 효는 359, 362 Hert7.5C, 01는 각각 다응 응보다 약 

"α 268 cen! 효은 응이다 
-제3대강 냐의 "ι237， 195 Herlz는 eb'(311.13)， bb 잉，。얘}， ab(207.65) 

에가강다 



수신 'f의 요성 '" 
히 3양 개1얘얘강 

‘~ 'q- 1옥 허)나→ 

• 아얘호 띠는 요성이다 단， ，앙 셰Z대대강파 'f교힐 때에 요성의 혹이 영잉 

크다f ，캉의 킹 ? 응용이 가장 " 얘에 2α5，"ι Hcrlz의 nι 。‘“있는데， 3 
장익 l에서는 2()1-352, 187-342 H‘，~여서 4497-ι "'ß æ…7t !Cj어 요 
성의 욕。l 얘우 .3-"1-. 

• 313, 310 Hcrtz는 ，bη11.13 HerÞ.)'에 가깡다 



잉” 

η 3장 써 2얘대강 

냥 쳐-찍 용 야 그-여 써 어---← 

·여기에는 두 언의 요성아 있4 에’와 위 의 요성얀에， 워 즉 la(:ft)의 요 

성응 176-369 l-kItz호약 128() =t의 용쪽 아서 야호 양 3장 쩌"새대갱의 

용옥보아도더 용이 조다 

• 이 는 요껑아약기보디f 기쿄척으호 쪽융 ι는것인에 응농이를 앙-71가영 

지 않다 아대하연 아응꾀 강다 강고3ζ 469 Hertz는 b이466.16 에 ，""냐 



= 
] 

/ 
이 

lr、 1 

^r싱가의 z성 g 

욕gFj이 

‘닝’과 에 는 각각 366, 338 HerιE 이는 각각 다웅 응보cf 약 287, 15C 

。'0' 농은 융이아 

• 씨떠대강의 ”ι 230 Hertz는 eh'(311.13), bb(233，OW~ l}'{/다 까지안 m 

H.，α능 ab(2ü7.65)보디낸 g{196ρ이에 기l쉬다 이 지정에서 갱이 한용 잉어 

지는것2-;0.보인다 

우해인의 연구에 의하언 3장의 에Z예대강응 2장의 제Z대에R강아 기용영。1 강 

다고 었다 프라트보a 비교야연 다응파 갇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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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상 제3대대강 

에이 1니 닝이 니A 

Jf;폐1μ 「
펴띤펀뀐펴r펀폐」 

(l, 1 ,<1.1 h- t (.-: , i I i (. I I I I 

”여기에는두언의요성이있다 어와 까의요성안에동다바~%융영 

기 얘문에 용래의 응높이를 앙기 이영다 (떠는 응 자에가 용얘의 용영지도 

오흔아.) -s};끼얀 앞에 나온 요성응파 비iι아연 영제 갱작할 수 있다 앙의 3 

장 애얘대강의 la(f. 의 요생응 176-369 H<야ß였고~， 1장 재1대띠캉의 .，용) 

의 요성온 176-250 Hertz었아 0)아서 ‘아)와 까는각각아얘표이는 la(tt;) 

와 워아얘g 어는 l에업)잉융 당 수 있다 



수싱가의 요션 = 
잉 영 1강 제1대대강 

자 규야← 아→ 

>>.<0> ? 

•• 야용 학 힌다가 -i'l~ 센다 이어 어려운 갖융 한언 쓰고 으릉 우 아얘~ 

칙영하게 띤다 위효 잉 얘얘τ 약 '"' ∞띠익 T이 '1고 위아래i 영 얘에 

는 의f 980 cenl의 쪽이 딩다 

349 Hertz는 f(349.23 He끼ι;)r:j-

시작응 j자’는 '" ""~까지 용약가 ‘。F의 366 "'아a보다 약 '"" ιm' 늪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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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명 l장 재2얘대강 

에 δ 지 "'_T- ~I 아 아 

닝 이 지 기 g 

g ’1‘ /「1이J꽤 @Inr1G]「1jJfV j/Lμ / 1 째'vv'，f'，써 ( 

0U1 - ιi U NS1 ?」

-。‘

여기에도 요성이 두 언 냐ε다 우 9↑ ‘라의 띠는 용이 그것안대 앞에서져 

경 잠시 며우는 응이 없기 0얘응애 은래의 응을 (안약 있다연) 안끼가 이영다 

• 01건 경우에는 영샤의 인삭애 얀상척으cé 전달의는 응융 대표응으호 보기호 

하겠다 ‘우 는 302-420 Hel에‘ 사이드 떠는 요성인따 약 570 <:ent의 간격이 

고 d'(293)아 a'(44이 사。1에 았다 이증 대표용으도 등리는 응응 건안으'" 

확인@ 때에 η""잉)에 가까웅 응이마 (이 F는 양의 재1대대강에서 !얻는 

응이기도 하다) 그형다언 ‘우는 위아예흐 이는 요성이 킨다 

여}는 217갱o H낭tι 사이응 ”고 。1는 약 찌o cent의 간걷이며 •• , 
α07.65 파 d'(293.66) 사이에 있다 이증 대표응으료 등리는 용응 ,,'(261.63) 

얘 기끼운 응까나 ‘라 악사 우}이해호 여는 요성이 원다 

씨 의 꾸잉 다융의 잉9 H.πz는 bb(233.08)에 7얘다 



수성기쇠 요성 ~， 

n) ‘지릉 1상 쩌l예대강 

입 4 야← 여 서상에- ~-

꾀「:TJ쐐 
• 제1대강의 융 부훈에서 367-438 Hert, 즉 약 '"" αm 옥의 휘5ε 떠는 요 

생이 았다 

'"경08 Hert-~(98 αnt). 383-396 Hettz(57 ccnt). 426-458 Henz(l25 c"nt) 

익 ~è강한 요껑이 았으나 륙양히 요꺼 으료 인식되지논 않는다 

찬잔한 요생의 경우 기운에 수치를 찌응으흐 깎았응 얘에 ‘잊라 눈 3띠O 

Hcrtz로 d'(Z93.6‘얘 악’은 39Q Hertz3- g'(392 αη얘‘ 상애는"'

로 a(440αγ애 가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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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지릉 1장 λ 2 대대강 

에-영어→ 지구 

텐편 
; 

• ‘아 의 갱.8 Hertz는 d'(293.6é 에 끼"'4 이후 얘우 기교직얀 욕응 써서 노 

래안다 



ιF싱가의 z성 ,. 

5 옛읍양 

서도민요 수성가의 요성에 대한 쳐푸 앙용옥 시도해 보았다 정악하연 다{;-J!j. 

간다 요~은 션융 액싹와 일정한 용영。1 었기 때운에 수싱가의 을칙응 외에 요 

기하였다 

요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갔다 위아래흐 이는 요성 아해오 이는 요성 

‘아" 에는 요성’이 그것이나 특갱응이 특성 요성이 용는 것응 용 수 있다 (‘영’ 

1갱의 세2예얘강예 대안 션융 해석이 영지 않지안 요성윤 실여는 에는 어려웅이 

없다j 

아충수성가응 수싱가당께 하는 요생은‘}애호이는요성‘。14. 윈의 숙잉‘의 

선융구녕응융 외에서 아래료 정려하연 다용과 같다 

'" εb'-bb-ot 

야 구성응의 응영웅 2도 흘려l 융영으?<-"Pi'-언 디응파 갇아 

ot>' • f - c' - bb (1<1' • A: - fiij • l#) 



'M 

증 우4 가곡에서 익숙한 응영잉강 양 수 있다 하규일온 이중 ι늠 1중성，. 

용 , 따응 히성(下옛 이와 용컸다"'1 애에 따와 앙의 수성카의 eb‘응 중영 

.b융 하성 이라 용라도 징 것 강대 그러연 아 글의 원은은 다응과 같이 내딩 수 

있다 

수싱J]-{는 중성 융 아얘표 깊이 언냐 노해 서응에는 4. 5-"'. 갱도 아얘" 열지 

안 노래의 우안!Jf.호 가연‘L 즉 강갱이 쩍t끼지연서 ;è성은 욕타브까지 깊어진다 

야영게 누구냐 이을 사성을 눈으록 확인했다 

, 'lPh!, ，쳐상국악용ξd서웅 세앙용악용""'1. J98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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