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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논잎 극각 j얘호얘 지가되능 여at ~~를용 실m오기 워써 국킥의 응o.스인 

기온웅앓응끼←잉엉초혀ζ 응.H앙 익 약자뺑기 원←리응.'，의 

정g원호리의 ‘증위흐 구용해서 각 H.의 §염 응악 해얘 운제잉 앙께 익a 기 

보잉의 응끼; 싱쩌보잉띠 

응잉생 §쩨는 캔해서의 응꾀 응에 응해의 응잉 응째의 

용싱응피각구성응의응싱연지 섭잉。씨의 시깅셔의 해석며기연식토리의 성응g 

영잉식 해석 등의 내용을 제기없다 

용않의 걱 용워씨는 l용약 5위 .,. 요섣왜서의 3소익 g위 고응이의 요 
71ê끼 익자의애어입이떠응악작깨녕 ε딩의해삭피요선호상 g캠에 ~g 리 

응을의 흥류 구~li';<IIS 써 71õfS:/디 

，.껴써lê고g소 1 흔응 응을 융계 0". 신융업 J;;&J:l.A 익 익싸 ~g 
리를토리 

'f-H'~.，，，， 



"0 응잊응약에"잉 

l 머리말 

얘보는 용o의 연강 "는 연구늘 취해 악보흑 ~，드는 사임이다 

어언 끼보밍응 샤용양 것인지 아?를 위안 앙새악덩을 안등 갓얀지 혹은 연주용 

에안 얘녁F꺼인 악보증 인띨 것 인지 느 싸Z야 욕삭에 에라 당피건 수 았다 옥애얘 

"'이에는 리G얀 쇄보” 수 오 있:;:'.， 7μ}인융 채록안 수도 있융 것이다 찍승연구 

읍 외에사는 ~엇용 위한 연구니왜 따라 기! 대용올 당이한 수 있잉는이L 한번 채 

보하연 얘러 사장용l 그 얘보의 다당싱응 경토하'1도 하고 다，< 연구셔가 여}승연 

구용으호 용용앙 아ζ 있U으며， 디흔 연구자의 영구 :1〈직응 채ι샤의 연구와 ’C"jo] 

q을 수도 았" 얘g애 가능하연 상에한 악보를 안E는 것이 ot'il'각S 다 ，"'다 

얘융의 연수을위해서는연주자의 얘‘써1 여걷F 옹약의 연용이 안정 쭈운 허용이 

이 익엄에서는연주자"1 해석파영주 표현에 열겨도중은마세한g현응생익t하고 

익보등잉기 언하도흑 6μI걱 단ε응께 야￡등'<é드는갓이 영요하다 이혀한연주 

용악연는잉기가영하1다 그이나""~쩌 연구응인해셔는 연주 상에 나티I-<-R늠양희 

정。~ 가연걱이이 이써한 효연 쭈응끼지 g시S운 ~，세한 아연증 안드τ 갯이 영 

요인다 연구릉 위안 지싸안 <lJ".!!는 잉/ν} 까다휴Cι 

"보의 강정얘서는 i 보멍엠파 유악의 애석 그러고 기보영애 대한 ;찌등 생각 

해용수있다 

얘a영업 즈 소리오 g연외는 ，';.여f응 정획히깨 듣고 그 용악적 요소을응 기호화 

얘서 ~~μJ여} 하는 것인 데 이을 위얘서 응악응 튿1 써보의 욕3써 따라 ;<ß.!!，의 ‘e 
0" 보"J끽응 징하고 욕!<，~주까 응역 충성요 유게 선염 홍 응악셔 요소등융 

연단 해석쟁 cN。 그에 씨당얀 오선보나 칭안보 ‘t응 아련"겨 새5a 〈윤 "1흠 착이 

다^I 안욕해서 을으어 션유옴을디는예료기ι엉에 앗깨 기혹i얘 나기는강이라하 

겠다 

여"ιle 연우용의 끼8세。f보율 안드는 것응 중성으호 국악 >ll.!2..'에 고히와이야양 

운져)등응 1{:ll'보도휴 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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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의 요소 해석과 기보방식 

용약은 응융 요아 션융~ ':r드 는 것이다 ‘3은 강애승.， 효o'>H1r‘)， 써깐Hr8， 

션윷에는구조(!>I-w. 안j-l에1 앤화)격 요소호우운윈아 깨보는 ?탁의 응까션융 요 

소릉 "'악하고 。1를 가호찍하여 악보애 요기*는 작염에 연다 l'fi!써 새"에 내연 

운’ij-;;증 상여는 것응 이등 언유S 응익에 윤파 선 &의 요소와 강딩의는 운져올 산에 

는 것이 원ct ~1IJ;!;<}7} 얘!it<W앙 l~'익의 응꾀} 신융익 요소응에 예잔 해삭 경"에 

따킥 악보는 당:i'l'싱 것이다 

또 채요의 갇재는 71U-인까노 펀련이 있다 응의 &ξ인 f옥μ용"" 옹고(ln~;) 

용썩"ιL 션용의 'j'-"，(I1\l1i)는 소히을 지t셔， .ιJi])oij 이영게 X시"h슨까익 기보영 

R제 아도 우4안하지 잉다 강ε 허 석 이라도 기" 방직에 "'" 악.'2-."-의 g현 경내능 

~꺼것아다 어인 기보영응선액양 ’인가 강식응과샤김새융。언 잉즈으긍 표 

현영 것gl까 죠j조ιõ" <>1 '!1제 용일 것인가 웅의 이에 가시 운세가 응악킥 해석에 따 

라양라꺼기도;3Þ'1얀 간윤해석이 eι5'. 7 호 앙시의 신액에 띠R↓당각꺼 수있다 

즉 찌보에는응。b얘석똥아니라기a냉에 대한운세i중요한고허예상이깅다 

71M영아 응악 해석응 재뾰의 훈재와 서'" rrl 이냉 수 없L 불기용의 강껴 C) 다시 

얄아연 재호에 대 때 논"'~는것은응악의 해석파기ι잉외 g깨응내츄~것이라 

항수있다 

응의 길이는 샤간 에ε꺼인 응야f에서 우엇ι다중요정 ? 용써인 요소하 '~~'다 、。r

외 경이포 인식하는 사강이 응악의 기욕이 의끼 얘‘”이다 용장의 요소t 익} 약샤 

~JI'!-， 리등 리유!õ.리 재연 악곡션&의 증~1호구운해 율수있다 eιn의 요j 는 

샤간에 띠I-i'H-으」 유악의 읍 농이의 연*1 관정원 요소요 기용응 유영 옹깨 

션멍 가야토리깨영 익주션융의 층에g구‘1잉나 응객의요소에는 이허한써계껴 

안 용외를상씬수 있← 영구')。 츄켜지지 앙&고 악ι에 구에걱아응씨의 요소콩 

g시하겨도 않는ct. 1l 또 선요의 구조g 악 야자 장한 용 유걱 의 요소애 자영스영 

, 다4￥드에 ‘n써 흥씌 8언어등)앙키에， 시에t 깅용잉으.'1. 응괴ξ 'M1씬 iμ에 
oJ~I<o wκ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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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나는 치 외。 는 특명히 표시하시 잉는q.， ,) 약 약~.에 &시'}는 응o} 션윤의 

요소는 옹고아 응장의 요소를 주t하고 있으é. 써보 L한 이 두 4샤 ξ 연애서의 

해석 건과를 기'"하는 것에 웅김~ \ê.t:} 

<.ff 1) g의 응고 응g 요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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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상요"'야 링，'4야X문 오산V언어 녁 ~.}，자~ .!E.시되는 것으후，.}.응고용약으 

g 약자표λ 의 훈오에 해딩능ι고 악까는 강'"얀거에 여하 형성되는 것으표 악사표시 

의 용지애 해당장.，. 갱간보경애서는 정강이 고흉악에 해잉의고7 얘강이 악4'개 해 

양성CL1 힐 수 있고” 딩마자 .사는 따로 'Ó"}'지 양는다 장1연온 악 가 ]키개 오야서 

깅야^'외우.~， ~~ ?J(!l>써입~얘용어등ι얘 약R 약에1 0:씨-a- Jl.써 
?우가잉으냐씹 9깅 "'응 ;‘응구응S써 기f에 완%-~ ~성 꺼생δ끼는 '"• 

.1) 0)에구는극9버 책1아씨써 3"，;q(2<-n ， S"ÞK.l<ιι""140+3).<< 11에에i히 외"악 
져는 익，.} 강씌 "" 나% 수 fu，， 5약”는 3애깨} 씨까가 ’*~.'"껴b 끼가아 3‘4의 
.어 t씨 j의쩌l엄."-5'" W:져셔?얀깅싹뼈”얘 깅씩의잉띠자두종-lFf t} 
수 잉아 。i 정야영의 i때깅4 2'씨킹으흐 i시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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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쿠어지τ 주기이g 셔잉잉의에서는 구훈씨지 앙는 연왜이이 국익"""는 행(↑ι)으 

호표시원에 리등윤오선ι의 i↑디 인F에서 다잉천깅이의음g의스안 정간3캔 { 

는갱간안익 동 e원 공간앙과 정간수의 iι항으cè 표시깐마 

유고요소의 '1온응f 서치응응악에서 A유으호상정하고오，ι에서 영도의 표시 

를 하끼는 않으며 조융응("Iiωu이μ Tαι 으오 용용한4. ~에서는 웅욱애서 "유 

영 껴 셰응 수잉하여) 기~.{;-i융 *"J-(:II\l.'l!)으효 장고 산운송익잉으오 "융융 생성해 

애는 앙삭의 시작응으 ; 상:Jl ~"1안， 성계 연주상의 조응응￡→ 때깨 잉용(jH(으도 

상""눈에 이는 "외1냐} 딩야 양야 응 궁풍응각와 칭익에 한히'"。 고 얀속응악의 싼 

소리 산죠 얀요 우속응의f‘ 서는산조갱(Of.는사냐와청 '''1 인요갱이 기용-%01라얀 

마” 정간융샤!i!-q .~.λJ보호요기힌 에 이깃응응 명，.씌 g시ζ 기욕하지는 양는 

내 유경(융씨응 오선，쳐 "안융 융자보~12융영응 일하」ι 응재('frffi)는 이중 

잉" 응악에서 양용하는 구양5익 힌!-.PA:브 내의 i이 순J셔에 !!K-e- 에영제제를 알 

i!l-'는'1. 그 수에 따라 3응응제 5~~유게 7，~~거O 퉁으~ 을연q 각각 오션보의 줄 

까 % 정간응”닝」익 융，&~~ .R.시원이} 유얻은 ‘셔재 하 응악의 악ι에 영ι의 요 

AI71- 잉 든 것응 이셔고 ".등 듬익의 "용 재계 g 설영원 원이다 음제는 약타에 따 

각 당아지는4애 요선보의 경우에는 악보에 어'1애 g시원는 죠요'"서 이느 정도 그 

&욕응 드러내고 았 E나 정간융자보 에서는 특영한 응계 표샤응 하 q 앙는다 다안 

’L‘ι의 갯끼리에 더어 ~，g웅궁조(:.tlM'，;r;;l!l)， 잉종정조(“Ii'í'~) 퉁의 •. 샤오 약죠이* 

경)의 주응H:E"ll') ιl논궁(정)응 g시<11-1:: 정우가있치안 인등 악보에서 이이상 "시 

등 바지는 &으여 갱{.J..8.-지보의 、~}에는 악보에 &사진 션융어μ1 자연스인께 드이나 

도즉되어잉나 그외의 선융 sc~l~f 악탁영 깨엉 서융은각각오선보싸갱간융 아ι 

에 ，~.]Vι 용명으j표 표시연니l 

경 :;o:-~의 는의는 옹도파 읍장의 각 층익{명 A소에 여아국악 i 보익 푼.증 살 

역보고지 한다 이응용장파 응고의 각 순익영 요소등f 채보에 있이서 각각 중요한 

유익}적 의π1릉 갖깨 띄λ 간 이등 요스τ 시호 응?니윤의 &계에 잉여 애우 민정히제 

"얘，，"， '생의깨닝 .. 없양…↑융대억교햇추 1m."비써 
Hψ ‘""얘 71<':-1<-" ，.석이3깐， "써 국쨌 1,>>\11.:/6.), τ←H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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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S다 며최써 정우에 여혀서는 논으↓기} 정정 승i임에 없다 

3 기보법 

응익의 7 보염에느 갱간보영 tJ-:자iι 융자보 "혀보 찌보 요응약c1!， 연응요 

약 서양응‘f의 7 오영인 오 선iι 빚 중국이~^i \tOl 시R용되는 숫자ι 응이 ,>]l:J.. 이 

7냥셰 연얘의 극악 71!! 'lf<식으.는 ι용 요션ι영이나 정간융샤.영‘”응 시용한 

다 기즌의 갱간윤사j을 활용-"t}여 국악응 기ν하던 약M둥쓴 그대호 갱간응자보를 

λHl--W"]'1l이 악'W} 없이 구잔ε 어오언 약F응 얘.5ii>)<겨 악보를 잉등 애에는 오션보 

증용용히R는’이 잉경}걱안 앙삭야에 그러나 정".효나 3성보익준이싸정 없이 비 

교걱 간딩하께 유악의 선융을 7보힐 수 있논 숫가보의 횡용i 칙극킥으오 껴도9얘 

용 필 8기} 있다 

요션R의 경우 응의 농이융 "섯 찌의 깐마 그 사이의 칸에 응효융 기ν짜여 표 

시써가 얘운에 시각격인 안연 갱강융자”는 응고능 운4화-t! 12융영 어릿샤호 요시 

아'1 얘운에 λ]zj-석 인즈융아 조금 영어친냐 한연에 오선보는융 길이릉 읍"-" 우 

성 '1겨 표시하? 정간뾰는 갱간익 재수나 정간 안의 공간냉으포 표κ1하기 때문셰 

싸앙정ζ당자쐐 '"항) 뛰어때힐수 었다 즉으선보는응고 효 

λ 에 강섭셔 있" 갱 J옹자보는 사가 g샤에 강갱이 있다고 히Mrl 

응-"'t-응 IDl하는 71!i'.영온 표기하고'1 히R드 응익의 특갱응 .H7]'δ;}7] 7}'앙 좋응 

빙영으오개옐띄었나 즉일갱하융 λ1J}호연주히는운묘제예악강은이잭의 경우 

에는 사가요시가 엔요 .~ 응고 요시안 의요하다 중국 익익인 딩악의 、。" 표시 

는 종척보연 중용하l ss→5제g 인식하언 한욱용~.J-익 응고 요기에는 요응악연연 

증운끽아 5응응제，. 원 응악&j조기쩌R켜~ 7-응이나 "응의 응고 요시 앙영응 ~，우 

얀을어 증 영8는 없고 λm가 일정ε예 효기안 연요가 잉는 용악에 시가 li시 앙 

“.응 갱강호썩이으지안 정양는끼i시앙인음 꺼짜것이고정쐐응고요세 응 

시ξ.책 요&염윤째기&'lRló) ~빼 어*↑ P애얘"융잉융정R\l<171.'씨 
는 앙샤응 갱강용까.:I! 'llo)아 。h으는 것이 갱여전 i영ol>f. 



!잊 예호의씨염 '"' 

엉응 사용형인」ν} 없이 。 정 정에까 ~Hl엄과대우법아 양딛깐}서양유약의 정 

우에는 -(\.J!. .R헌영이 녀 웅요하었，:i!.， 가리h의 t응이 강-'iN!- ~l-=똥아응 λ 가 요시 

가 녀 숭요혔다)1. 01혜영 수 있다 

정자 융악걱 .ii1*7• 영일켜}제 잉어나연서 서효 디e 특성의 응악융 강tol 표'1아 

고 비교 연수항 용R가 생기명서 7‘의 '1요딩 에 f얀 가 양생하었아 즉 오S약보 

오7용옹계인 딩야의 영양융양응 6-'응응겨의 s악융g기하기 와얘서궁ι% 긍 

"'15의 5응용계 효7냉 외써1 공칙보의 옹고요시융 잉부 잉여다사."얘이째고 시가 

R' 기} 영요 엉는 이악의 표가냉인 융자보에 응 /까가 용갱R깨 "흔 빵I'-S: 기보 

"m 의i얘 갱간보이익는 시가 요시 엉잉 이 영요하깨 되었\.1 즉 이히 -'{;.류의 용악 교 

류7↑ 영어나연서 유악 기~，영의 연용성이 필요하께 깅 것 k 

정간음자"-와오선보←힌2 까지 안딩←， λ애찌는 '1호영 까훈미 비교걱 냉용성 

이 루 년 기보영이라 하갱다 이9 에 ~써서는 장 샤용 하끼 앙요 중국에서 주'~ 

λ%하는 숫자.~한 이얘 옷지양은 엉용생융 갖f고 잉는 '1보엽이라 히갱다 

요신보논 서양얀예끼 아숙한 가보냉이기 얘운에 한국e익냉 서양~!에개 갓개하 

기 fε 기보냉으c< 생각한 수 있ι 정간보는"fr'국꺼용응애~. 5c(쩌년 기보'6~ 기 

보영 이기 예푼에 아지 전@올 끼끼는 기연빙이아는 정에시 국익F인등 게 선:<t되1 

있는풋얀 인상이다 그어나갱간윤자U엔파 요선보영은 1갱!응깨제 용 사용하고 강 

이블 갱셔하세 표샤양 수 았이는 경어 서 응악칙 내정용 요 ~l-t-이1 ""，드 i에 정이 

~" 보용 오션a잉융 샤용바연 양악이이고 갱긴냉각보정용 사용히연 킥익씌이라 

는 인식올 아고 있는 것으오 생각성따 그래서 영생 표가하는 앙즈으호는 정간보 

잉융 양용해야~14:고여긴다 까시오서보호국악응 ID 히.，，'!그응약직 내용S 달 

•• 지는 것처잉 생각하기 쉽나 그gμ-+ {;"'J 、양고 &사 망연으';;l.서의 두 기보엉응 

기용{으g 다걷지 ~q- 이얀! 아자표시용 악보의 첫이g 에 jU]t파 오선보의 정 

우 옹응-.li， 2운 응밍 4• t 용요 8훈 응효용 고동씌으'" 어겨 ν4악tA， 4/.엠}자 ‘” 
악자 퉁으호 요연혀50.-흑 되이있끼 예운에 3(.:0'악을 2웅약으오 ò3!'i드 경 '" 낭응 국 

익의 익tAR.시에 이영웅이 있다는 깃안 잉윤 앤이다기 즉 오써보나 정간응지)’ 요 

기 그껴，+ 01도 ‘ν ↓ 퉁익 여져요시ξ 사Hi"，으흐써 그 응애i 얘걷다고 i다 



m‘ 용~잉'"' 

두응약내용융g시하유대는’l이" 앉으며 다얀오얘사g해오년기보잉샤 의혜 

의 7l!닝엉이라는 것안이 i에 아 원이다 그*' 갱간융샤u연에λ1 션윤의 고저흩 

표λ벼운 유지보도 λ.]71'걱으호 이르기는 ""r'-l-중국6써 수입해옹 것을 안정선다연 

서양에 셔 수앙한요성보약 국。{어 서의 다른 지염을 안정해얘악 이.，. 었다고 생각 

딩다 

수강원 융자U응 용용$1-;드 것이 '1는 하나 정당에서 ，녁)‘고 R쩌 사용해 앙언 

갱간융까]덩의 현대객 용용올 늘이는 것은 ι희씩 션똥성응 유지하는예 얀요히다 이 

와 관련하여 생'1해야아 우? 는 애호쓰기 7f.5l쓰기의 운제 t• 온얘 갱간보업은 세 

~끼효 재밍의냈다 양사에는 오은 서씌야 셔R쓰기로 안등여성기 예용해 정강보 

영도 세호쓰기표깨앙딩 것용 녕언-.5)다 그칙 } 성"。‘τ 요든 애용 가오쓰기g 에 

착한다 인 5의 경우는 책에 띠랴 세:5'..E끼도아시안 "궁에서는용얘 한블과 안자 

오'1- ~bL쓰기였연 것응 가로쓰끼호 "f'I'었E 써"'"기는 거의 λ내하지 않는아 

예라이 정간 .. 영도 가도쓰기호 "J-f'는 것이 앙언한 일이다 세로소기안용 li수해야 

한 진등으E 여끼는 것은 야강끽하지 。8다 실쩌 감} 악'".을 영용해야악 응악응힌 

에서 글은 가포즈가중 익보는 써g쓰071을 주장할 정우 좌{ι)에녁 옹(져"ζ 상{上j 

예서 히Kèl호 기흑해7누 가오쓰기 1 세와 안대되는 상u잉 예서 "101중 우"1에 

서 SJ{tG)sc7흑4얘7R는서i쓰기 2 제등영쟁에낭드깃응서오잊지 ?-.t'는다 시15'..:u1 

는한욱의 션용에인기늑양A 이지안 약보에 기흑해야할 ε。h뀌용과}는우판하다 운 

화꺼 싱용응 지기'1 위한노역도 안정힐 수 있-"I~， 이을 고수하기 우 얘 뼈의 연정셰 

깨를 우시S 고 서호 "'l~ 가 생νl는 연정재에융유j 애I"'l잉 '1Ì-요는 영4고 생각띤다 

4 국악 채보의 음고 요소 해석의 문제 

1) 가용응 옹고의 문제 

기온용응 용악의 f승'<"1의 7 준이 오 는 응이t:]-. .ìf준& 증낌유 기준응， 조읍샤응 

풍으" 용.기도 하i 전통적으호는 깅(꺼) 이굉능 용이릉 λ~히}였다 그러나 갱 



!익 ~잉에원 '" 

응국악기운이에 까도영F 갱 조에시얀샤용었던 것이라하기도:tt고써 응야전애의 

기운이 ε1능응이려운의미쳐얘 응계냐션엉익 증상응이라는의미로도 λ맹-:ml，으 

"온래애는 갱을계이응으호횡명 F는예도있냐하끽옹약에서는"을영응황용 

히써융의 ~어응기보하므호 7용응응앵층이라합수"지안조융앙 얘애는 ‘도 

아얘의 잉흥얘 앗추@아 얘"시 ? 온융파 조을융아 당정~'-'l고 e)3Qtl 12유영의 기 

용응응영웅".ψ1나 양종의읍고을갱하고 이응 7]'fr'으호성용손익영에 의에써 

"을용산갱얘낸니{ 서잉융악H서τA를 ~"Hι호갱야고이를기준으효약샤를죠 

윤한나 

국싹이서는 응악의 영류에 "라 기용읍의 그 농。17)- <l:악인다 중국어”서 수잉원 

아야야 당?벼 기온응옹 앙종으니료 그 응능;<，]는 서양응'"의 C에 가잉나 한캉 고유 

의 "J'>-t은 기용응용 〈꿔t:i!J- 팅썩파 겉이 1ε응이라 하지 안 그 응효아는 "애 ,"' 

~， 은""는 E을 녕어서 F에 가킹? 용i!ßl4 Jl.'i'. 한다 이 이에 익보응 찬용 하지 

앙고구~~.로션4ε1어오던연속용약은 3조갱따시냐써갱이사용젠다고 안다 사 

조청은 신조대긍 6안갱 C←D의 응효이를 갱으포 상1 이를 {!"'-"d' 또는 시나위f 

。1라한다 인요인단에는보등 3얀갱융샤용하는데 그 응농이느 EP- 가 와여 가장 

자의 응역에 "i4서 4안갱 3잉청 S융 ''*하기도 ~"r."l 이려한 갱온 조윤응으로 

셔 기용응야하 양 수 았지안 션앵의 증4녕이 끽τ에」 산조갱이나 인요갱응 산조" 

긍익 6‘ 'H!. 5얀갱이E-."'- 지궁 3구영융 9 고 부는 응{갱익뼈긍의 힘종융응 얘는 위 

"'1).으표환산하엔산~'l!응 5강갱， 인요갱응 ι간칭) 산죠칭의 영증은 F 인요갱의 ~ 

용옹(7)- '<'!q. 이전 망연의 환산빙은 조긍운，"가있기는 δ)-;'< 얀 。애 "즈연한 

극전용응악의 기온읍영증은이이악파딩악l. !l Þ(잉익j-)，l{산4정 '1'+위갱). G(인 

요칭 의 에 종류가 잉다 이영웃 장즈에 I이응 기용응의 응농r이가 디혼 껏응 인정하 

'i'!, 01응 기준으로 "융영으오 얘보양 껑우 흔연스려응 수엄에 입"1 각 종유의 기 

용용육 하나의 기\Ç.으흐 드에연 수 았는 응고 효'1 양엽이 영요한에 헌째표는 서양 

용악의 기보앙삭인 오서보 '-'잉이 그 7준이라할 수 ~4. 

에 이호영 ‘시때의 경j r힘앙생구-， 8_~갱 야영호(셔응 ~N악찌여 19m, 31 μ쑥 
이강 3기에의 g 



'00 용갱응에 써"" 

i껴보 대상용익의 용예의 기준이 되는 lffr 궁 갱 증성용 둥이 기용응]이과의 앙 

껴아 성정g셔 채보 익보에 께시되。 야 아 것이다 실응채보인 경우」도 있지안 청찍 

하깨 양중。 나 A응에 해당연R는 융의 깅제의 응높。 가 양종。1나 /、6짜 인서~H드시 

π1세찬 ‘fol가 있는~I에 대쩌서 갱확한 R시가 ‘”요'Ò"l나 
또 j정원 용고응 갖는 악717t 김<1 영주되지 ?~는 응악의 끼영우 갱에 응-=t 죠 

긍쩍연하는경우가있이t "1"1 아려한연회」를갱약하제 채보악보에 "1δF는연구 

자는영료었지안다~엔f 연구를위한악보저시라는성이'"는기용응 ι의 연화도 

3조사안 영요가 ‘ 다 정우에 띠아서는 응고가연학 것인지 이소융 한 것인지 의 구용 
。1 야설8 지 앙응 O얘도있다 이에 대에서는 깨보자의 얘석애 아다그 ;>:}<>17]- 구요 

원 터인에 "1세한 치이의 정우도 있응 수 있고 그 연회의 쪽이 툴 수드 었다 이셔 

힌 <t-께도 。M-응 옹고 연회R을 갱.혀 악보에 X시한 다옹에 용악적인 욕꺼윤 와얘 

꺼 응그l가} 연정 것얀지 그 외익 이유 때문에 연화한 것인지 가허야 영 갓이다 

기용옹이 응역응 의이ik 용δ는아니시안 익r71~]- 노래의 응연에 갱확히 어디 

에해당-S};는시 약'1<1이씬다 한욕티브 "1<'1의 용응용생응으흐 여기는승용nJI::;> 

에 깨3ιηi 에 실세 연주보다 한 욕타프 위나 ι쩌의 옹억으흐 효기5녕 경우노 었 

다 또오션보의 경우 5선에서 너우빗 냐지 양도흑하7] 의얘셔는기용응에 익기 

나 가장가의 용역 R애 당리 。 조，&，껴 7보양 영요가 있다 

응고 8소의 기온유 증경1예사τ 얘M와 강현f찌 응익의 종류에 얘라 ? 용응아 

다흔 운져 실응표기 운깨 응] 연아의 문깨 용연의 운재을 고려얘야 힐 것이다 

。 중 륙헤 아악의 양중 향?벼 챙'*. {j-，ιε져 이!..:1-;갱이 셔오 니연 것파 응고 연엌쩨 

이해 셔는 주의를 기응여야황 용!Jl7j- 았다 

'1 응힐 응갱의 분재 

용영은 애당 응악F을_lll에서 시량씨는 ,C,. 'l'r;걱 증 가장 좁은 옹강객응 당임ζ 한 

'"에효영중 "는 4싸익 ι !응야악잉쩌응 농이ξ5도g정얘깅그컷에 연띤ε} 잉다 

11l "i7써 얘앙ξ썩이상강ξ 용영오f용g는 S악융응짜t 싸주g 한즉/싸 얀즉 아 ξ아 



굿약 얘호의 씨 응에 •" 

흑"I'}브증 나눈 S→등각 갱앙올 영한다 개영 ’F우에서는 용영의 용이 오투 λ1%"1;자 

는 ~-i-~q-.1l) 재언 익R예 시냉이는 응(ε얻응)등ξ 、~.헌 기hi-<1] 영부을 션찍i여 

λ냉i 어 3용?끼 i양응깨 ?용공제 퉁의 무운이 생기어 응언의 용간껴응 일정한 

것에 닝 얘 ~.개의 용깐각응 싼응흔은 장잉a냐 연;3:!<. 둥의 *'가 나싸나고 각 응을 

의 기농이냐 역양각 특성아 나나난，+.13) 응갱이 디R은 응을~ 응께릉 구얘영R는 깃은 

그해야 응게와용제릉?성δF드각음을의 성거이 지예지기 얘V까4. 응갱 간걱。〕 

영정한"응영이나Ii，q샤에강은경우에는각응을λ 。 의 응정이 잉갱하기 얘문에 

각 응의 생꺼이 유)에용씨에서는 형성되시 앙고 션융의 응의앙에 띠{↓ 의"1 지우 시 

꺼 윌 것이'1 

용영피} 관련얘샤 우잔 생각때야 힐 것응 용다브 7 닝이 '1 한 옥E띄는 진응수i 

는 2애수/↑ 되는 갚계호 1ι놓 ，일안f 응으" 인정'f!4. 한옹체의 조치응 한 욕타브 

g 보는 것응 서양용익이나 증국응익Rν↑ "누 f통찍으오 샤용의는 양식아지만 너 

혀 한 응져가 한 옥각브가 아닌 정_，/-1} 있냐고 생각의71!도 한다 

한욕타브의 응이 깐응유으호여꺼X 는 것은한욕타브인~션8도가 7냉 장。1 

유려 드 응이리는 것에서 언유영 것 감은에 같은 잉진어응영응갱인 5x나 ‘i와 다 

는 씨응 4도냐 5도τ 강ε 응갱응 꺼 9 잉아 용아가영 띠띈 옹용1 생성피지안1“ 

한 욕티브 용정응 아우리 않이 양이응허도 디등 l~.ol 냐f'l나서 않는다 

보웅 서양옹익F 나 ;국응.<l.þ의 경우 한욕타브용 간은 ，~~으후보고 그샤4써 '1냐 

의 응" 흠은 i 씨의 음제나션염이 구 」다코 이겼교 한써서도조òlliε 싸증 에 

새*샤，"영익읍와정"씨엉어 셔 우리응익에。 허한중국응악씩 한욕타브"용영체 

제인 1ι. 앙삭써그대호쥬앙!써객용εmr:l 그려나우리응에억 정우한욕아브 

샤P 애 응이응i 나신 g띄 웅잉영기능각용인시에대해 는이칙 영.'써 규영f 자 

영았'"' 간흑욕티브아애의 이와욕타으외의 이가서호디아른성쟁을갖는경-'1-71 

았다 S혼 이는。 "I~ 갱야."에 익에서 ，'"ιR는현상인 인으~생각의 1얀걱어도 

g이 그안l~은이쩌경쩌 여싸%’‘찌 껴나연애 ‘냉연응야사영하는수도잉아 
]잉 안 ，，"옹씨얘어써 ]갱영주익 g악 S 에이 

", ’ 오야인 ‘~긴걱 킥 얘옹에 얘야 
]이에쨌응':1， "'1"i-""Þ%ξ 



'00 용잃익 mιg 

fδ 육4:브가히l.-t;의 응딩의 영위라고/영디서야안。1유가있:::;;:1'에 rH'꺼셔는용운히 션 

g오 지 옷한상얘라생각생 뺑으'-.~.는 서양애나승국앙f익 갱잭써 안 

욕타브깨녕。1 당연히 셔%의 오든응"1억 기용어인 원혀<생각의고 있으내 안낙응 

약의 원여도그러젠샤에 대해서 징각썩게 고간인 2억은 잉C↓ 

얘보에서 유얻와 갱인히 ‘ ì .:i(여해보이야항것은한주익의의 7보에 한온아브 
Q응영쳐깨(J2얀윤)~기보양수있는꺼인가여 P셰이다 한욕타브를 U안]-，';으포 

1.-]，눈 것에애는 한욕타브융 '"00생드호 하고 '"깨의 안응 산저응 Jω 센""- .a.시하 

는이한F궁응?뻐 w 센트의 응갱보다뎌 D 셔한 응 gε 없는가히는 윤쳐 이다 얘 

개 한?응익아 채 •• ~장에꺼는 송"~5õ에"'의 마섯응으호 대부훈의 ~R 용용응 

악용 j뼈양 수 잉고 '" 에외호 진라도지양의 소허 유자애기토"나 산조 딴소리의 

게영조에나 세가 λ냉핀디고 성명되고 있다" 또。〕으!。μ} 당억제의 융익M서는 

형{궁) 얘("J)-고(각) 유(연재 임I("-Il.념〈우) 웅(연궁) 의 갱→&께에서드 " 샌드 얀 

응 응갱이 λ 용녕" 그허 P 안국 응악의 응계가 스와 우인응 영응에각는 것온 양 
악이나 인속응익에 적용‘는 것。 다 여ν 에서 요래천에 수잉원 이픽에냐 딩억f응 

우러*' 융"-1"1 아닌가~I'는 운에 } 거용경 수 있는예 아약파 영약이 한딛응익엔 

가아닌가아 이악파녕"*에사용안융제가하긋것인 } 아닌샤의 용j 에는 이연의 

자"1가 ~.il， 여기서 다용 ~j 는 아니므오 생익연다m 

한국응익의 6 히요서양유익이냐중국주의선을징이이R는앙식인 안욕디브 12~안 

에계효 쉴영하는 양식은 강당응。)익 응영응 100센트 강꺼의 "응흥”약 생각하거 

냐 또는웅정에는 이세한 *17} 있다고생zfð' 거나오두오신보나융자보의 ~‘’ 

태츠 "안응체제오 기보하고 있다 

전λQ는 f씨 ，~.걱니애 나Eμ}는 미시NH}갱"얘는 영주 상에 나리냐는 것이으흐 

우시얘야 g다는 생각f이끄 후까는 마 정! 져에음 악호에 기~.양 @밍。1 없욕으호 

15) "i대용 r‘L예i엠 신혀써 양상， f암쟁삭의 상요구μ셔*' <11"*회가 1 9f!2. 4 10.1 >>
Lll~_ 

1이 익애융 r’원J애 애뼈 쉬으 I 'l. jj2-t~ 찍얘 r용§쩌 ιι야고있e 안응에 씻 
고@ι 강?응 ‘ι 1 26-1oÐ흔 

'" 야ξ 캘~ olii-'E tl-얘악의 i제등 냥도저없샤뺑익 우↑4안 에를꺼 lòfJl "-'1-'11 

융 S용앙'11"-" 경쟁는 ?얘야 찬덩씨 ，~따 



팎에딩의씨응에 •w 

우션 오성보나융가보를 ''*쩌 기~"ιψr그 얀어)는 한국 응악 4유의 끼뺑 

ξ갱지F이가 종에?‘용 인식해야 양 것이아 생킥메fè :>.1<>17• 있지안 악보포 '.보안 
경j 능 잉카 오두 강다] 하었다 

서영옹야의 경우 nι 한 응g‘}이는여타고"스응영 순경융자연애응의 응혈에 

도 나티ιR늠에 실쩌 음악에서 나타나는 100앤드보다 이λ 한 응갱을응 "닝k양셔 셰 

의 응에 운i는 것。호 여기능 것으로 보인냐 너 니아 아성(l!J'Il)파 이조(ß;I\l) 

전이R여)율 와에셔 영m응응 얀을어내 λ1%히기에 이.?었다 더러는 자연빼웅의 

응정응 시R용얘야 장디r.:- 주상도 있지얀 화생끽에 용‘h얘지고 션윤의 니양성응 이 

i 션‘오 표현@꺼 내기 외해셔 그러한 주장은 유꺼깅ε 고 있는 깃 겉아 

한싹응악}에셔도 λ따응악의 정우" 크께 아."'''1 않다 한국f껴에 λ"ι} 는 "안 

응얘거에g 셜!성용 수 없는 ," 한 응갱시에는 연주장 요한의 시에오 냐아냐는 것이 
고그응음의 얘g응고는 "안응 i 계의응을이라고생zfil}t경우5ξ 앙은것같다 

그e 나 서양응악 연주에 나아니운 연주장 요헌의 i에 호 생기는 "세성 응3 얘 이 

애서 한국응η에 나타냐는 응갱의 1ι인읍 세계의 용"'~의 *1는 그 *17t 3.다 
싱양 경우 ICι 엔트 이상의 용정λ9 응 L-}t;μR는경우도 있는데 이는 "안응져제의 

웅정에셔도나응용꺼기 얘용식ll， "애연 야영께 큰유정￡。 를 우시하고 ]찍}응치찌 

의 ξ갱으호 대요.;M!'쩌오 외는 것인가 히t 것에는 의구싱이 든나 

권오성은정국용익의 β링에 "ζ% 에게의 응생과‘}이 니는것응효시하기 위해 

서 "싼응제겨 의 X기밍(오선보냐 옹지보)응 7↑ι언으로 양용하이 그 옹K 위에 용 

갱의 지아릉 공이스 잊 샌LE 이이너스 몇 샌ξ 용의 표기냉영으호 정확한 융고릉 

g시해야한다뇌주장인，，，) 었다，" 혁슬써인 연구응위해 이영게 갱"연}유정응 갖 

아 7 보하는 것혼 잉요@ 잉이라 하갱으내 용악융 구성히그"서능 응을응 영t약1 그 

'1써한응고 "기응 속냉해 가보:õH= 인응 호용 까엉이 아냥 것。 다 그려냐 갱찌1션’ 

안극응이의 응영 에이 실체를아시 옷~j-;는 상횡에서는 이러한세녕한작업응응해 

서 갱확한 한딩i응악의 용딩옹 짖。 1는 것이 영A'히다고 하겠 l 

'" 긴오정 핸견뾰 션잉 생 기b r에ε잃j 껴g써，%<<\앤파얘승와 l쩌 

…"쭉 



'" 등잉앙 1갱 

용딩응 상제 응악 한} 의퓨에 '-l-ql나능 ’아 야"'1 예운애 도외λ빠71 쉬우ι} 이 

τ 응악구갱의근연녁인 R끼이나응영은그구성와든유들의 관;.j]7}어언수영!;!. 

。l쿠어지 는9l의 용헤얀대 에흘 튿이 에나고리스 응영응 5노응 계속 영아 요~，)연 

서 잉R등여 세는 응흥이고 상용÷R녕;은 5도와 4도를 넨간，，}가여 양야 안등41'내는 용 

연호 그 짙4는 피타고라스 용영애 용다 아 이에 서양응。t익 정우에는 순갱 를 • 

균융 동 다e，전 용당 이용이 었다 그이냐 가강 자연스러운 것은 자인 얘{ 에 의해 

셔 영생5li:는 응엉이아 

〈효 0'야만꿇 운영 영3을 쌀영과길끼1 츠잉，~ 삐에 

*@ 애주 1종 ι여 잉 1’ 녕허 우어 영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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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 1호의 j 응” … 
어연 면에서는 칙니의 앙아 야니의 응-:iL.iié jl'정되어야 상다는 생각도 요히려 안 

엔 생각잉 수 있다 즉 하나의 응으효 인식응는 은의 ,"c .:iv j- 11정하 δ}나의 주역수 

Jò. 1 1-'i!ν 는 것이 。}l.-l라연정하간걱의 진용수;영영하는꺼이 오j 여 그응악의 

설 률 。 얘 ~}-c에 더 7}-;7}-,'t 오양용 그허영 수 있응지도 ι은다 。「는 선융의 지얘 

상 그 71'양1 갇옹 응이어서 안응 응으후 인식tH::~ 도 실제의 응고는 서g 다는 

서이을 깅이는 경우 이을 디S 유으" 디F루가보디R는 강응 응으호 g기하는 것이 그 

응악의 O 얘 응 안전하게 영 수5ι 있기 여 g이다 그영기 얘운에 이려한음성의 치에 

응요언의 치끼료보고 무사i는경?가‘l는갓얀이l 한치응-~]-，익 갱우어는 그 유 

갱의 치-<ll7!' 1ω센뇨를 엣어니R근 경우도 ><1서 우샤아기에는 부양이 닝이 띠응써 

하나의 응응고경생 진용수~< 생각f';j-71보다인갱얻 영위의 지용수호(예 ’‘은 것←양 

사에의 응으→< 성정 5는 응의 앙영) 셔정"1;]-'.드 것이 오승 려 그 응악융 써배< 이해히 

는것일"15ó오-~~느것이다 그‘나그잉경? 정시는부명에 대애셔 얘경에야 하 

는 운셔가 생긴다 예를등이 i융;“죠 써정양경우것r ’-*-ifj. !l\능쩌 ~i;i 

앵외융 인갱8 야영 것인Iι 이 경우 .. 얘 띠m 이연 용애 얘，，~하는융으로 .서얘 

야강 것인가의 운찌가 생긴다 Z우 것아 • λ)01의 、욕은 엇인 1 m~j/}. m과 양 사이 

의 용은%인가 !\\"<!νF 용의 운셔이다 이는신융진앵의 안욕구조증 "1익!하명잔 

단해야"것이나 

그어나 12~싸에재의 응언파 나흔 용갱옥 보이τ 응영응 강。앤디I-'i"!， 즉， Iα 센 

E보다며 πq서쟁 유갱이 나이안다연 이오}성되는응형응 U안응셔껴[가。댄 ~ 

응처깨 혹은”양셔재 퉁의 깨우 이세한융정으호&연해。μh드응힐이우성용 것 

이다 。이는 그 6갱의 "삭문재가냐}샤냥것이에 그러정 이세한 응갱의 응영의 

수흥산지는 이연 것인가용유영녁R는 ‘꺼" 있다 이것이 영국응악익 용?구조가 

갖는 경셔애찌이기 때운어j 이는 안으샤 핫。p’‘g 것이여 이용 위얘 "ι성의 주0' 

[ 호 션융윤 우생* 단 이셰이안 응농이의 쳐야융 일일이 갖아내어 기인히는 까f염에 

영요하다 *겠다 

아러얀 응영약 그 이용은 개영 악족의 응악석 득갱파 쩌겁씌으로 원깨'1는 것응 

아니어서 훈개시하시 u용 수 있지얀 융악 아흔용 구숙하1 그 득'"용 이해찍기 위 

해서는 욕 언요한 것。 어 그 〉성획안 실1 가 규냉피아야 3익F연주나 죄「극 나양한 



••? 용잉S익%잉 

인간의 유악 양용에 도웅융 증 수 있융 것이다 

‘è..~ 한녁신웅용악의 융연융 서양양익「이나 중국 옹약파 같은 "옹에예호 히얘 

지 앙고 cl응처꺼~ 01히엔다연 요션보나정간융가보와는다은기보체셰를안등여 

야할 것이다 그려나 한국 션용음악의 응영서제응 쩍석허ψ3 얘까지는 오선보와 칭 

간융까ι 혹은 슷씨JLi;l. 기보gFh 것응 용얀양 수1애1 í::l，응 것。 q 

3) 옹제 조표1 중성음1 슐P 재。1션 

응게약 선영응 죠긍 q"-다 유끼 는 한 욕약브 내의 구생융 수애 여""용융셰 

S응응제.'응응예 용으.< 구운되고， 각 구정응 간의 응정에 ~각서 강S께 안eι제 

동의 구운이 생겨난" 。이n 비얘 션영온 각구성옹에 용。 지는 시깅새에 U↑나그 

성링이 U셰는 것응 의이힌나 용얘 션영은 률션'>l윤λ1%"ð\'이 하냐의 궁，")에 

서 올아가껴 여러 죠가 안등어지는 깃을 의이하나 즉 영종균-(*liκ))의 .우 양 

(궁) 때(상-)_.il이각 유(영재 앙(제 냥(위ε용앤궁) 으호 구성되고 명종(긍)욕 주용으 

g 하언 궁;ι 얘=;응 ，-、。’으호 하덩 상5ι iλ영 주응으도 하던 각조 유딘옹 주용 

으호 하연 연i조 영종융 주응으호 ε 3 치ι 낭허를 주유으i응 하. 우죠 용장융 

주융으로 하연 영웅ξ카 되어 ιι우 7개의 조용 안5을。}내는 것이다 이견에서 f 이중 

연시죠，s} 연궁.~를사용하시 잉으내 이 우 조는 옥4에서안 λ냉한다고 한다 또 

각 응제8이 앙용애서 앙강까지 "깨의 융이 용아가이 대옹인 수 있기 얘용셰 이각 

의 조는 ω재가 오고 속악의 죠능 이은상 WI의 죠가 딩다 이는 서양각 ~찌 션영 

차도 유샤하다 헤이피양아샤도해(Oorün ffi(닙히 끼며당여씨S냐이 (Phrygian 

nKXle) 펴솥리 시 도에미~.ι ùi.n ηy셔↓ 승리μ1오히Fι@ε“fu에얘i，，， 띠00e)의 

갱적션영파 이응 ψR 의 갱객션영에사 4도 01해에사 시작5 는 lIyp、。 ~αi …치t 

Hyp:, P 띠 gian modc 바"，")서 n πρdc， Hypo MÞ;이에ι"'"'"。의 4개의 연격 

선냉이 았다}. '1-에 여7 에 。융E 。애엉 이t니이정밍이주기의기도영다 선영악경 

우각응의 가능이 증B.시 S이고하여 응계에서는응갱이 중'.fI.샤 원이IεF능에 잉염 

의 영우-5'.， :;I~응갱의 "기에 때라서 션영의 종유가\1i'l지기 예운에선엉에도응성은 

중요전 g제가 인다 융셰애애도 τ。IIlic_ Su 이 nt-diarι ，~ψπσ<D'l'- Dominant 



Q약 j업씨를씨 ” 

!이>l，aα ~피~，c ι 퉁의 영갱으cé 융"'는 각 융등의 죠성혀 가능이 그 각 응깨 

구성 }의 성격옥 나타얘 으것이 n? l~'끼L애간댐의 구훈응 이하한특갱에 의한것응 

야니라 5냉다 그허나 극익1<1'이 응도pι직융 션I영한 얘 션엄과 유껴음 나누어 성영 

히는강%이 ‘ 든애 용깨는응갱 판끼용주g 산앵 에션업용응의 기능보다는 "1 

용에 용는 λm새"' 음정에 "'라구훈'Õ"I-'드 것응 의이힌다 에gμ1 국악의 응'.:il2ε칙 

에서는응에약 신냉응 오우 기흔깐 영R가 있으I애 이중응~얀응 증λ빼서 응세안 

응 성영하거냐 사깅새릉 중λ1얘사 션영얀으x 션탱하는 것은 타'1'1지 。N

국악의 얘보에 있어 우션 생각양 것온 잊 깨의 옹용 λ]%"Ò'I'능7 。 다 이에 oel 

3응응계 5{};'t게 ?용융예의 우운이 생기게 와는에 "안H응새껴 !;t 1J1세영 용갱용 

우시하고 경영하언 이4영 쪼끽으호 영영양 수 있다 그c 나 이써한응갱 X에응 구 

운.'"겨 이을융 오두 유제'1 우싱응?호 용다연 기존의 용제 깅영얀으g는 푸증하재 

진'1 

용/예와 강영에서 채j효 약 판연'f겨 고려할 것옹 죠요이다 。 는 요션!L효 요기영 

애 명갱히F능 응찌인데 구."잉잉등 。 영제 승이셰이션융용이L에 따라조"ε ‘f아지 

'1 에운"1 t::}， 이에구는 형 eb ，대"응'(A b )셈8 b ).냥〈이으혹구성피는양야의 
경ξ은 。l듣 슬라오제에 .'ò. ~l이 eb 핑증은 기운으호 오선보에 표 ’ f 때 그 조3조 

는 용렛응 4개 사2-S}<겨 A Þ ""라 안다 또 ~Eb}-명(G 1>)증，^ ，ι잉(8 b) ’,-(D 

Cl의 계앙z는 이도에"1옹호 잊어 을"'얘응용여 Gbi쟁중l죠ζR'벼였다씨 

그러 }갱기수는이중 D'아영중냥핑조에 나g거 ?!:가 얘훈에핑조는소g용응햇 

9'안 ‘흩어 "αW)~ .ll-:7 1히이 도건 셔h응4'포 인제 S1-1l.:고 껴연조는 ℃이옹 

중)이 나오끼 ,.,1 예g에 이등제외하고 을햇을 5깨아용여 Gbi명흥hε효표기하 

여 ? 껴1-1i45'c'요 잉제 애경다ι” 그eμ} 져떤조와 찬이 싱게 해당 용의에 용장하 

지 %‘는용에용여진을.oJ!%쩌의얻다연 D'이 생종t영조에 나Q꺼 앙기 얘훈에 

영 ε는조g응 용옛 3씨안 용이 E b (양종)::0호입이'1여 도쩍약송2-F~ 잉재 킥능 

"' 이에구 'W밍의 사L.'~*여한씨응 i써응4야구에 w끼 ~양 
씨깅기수 I성웬?뺑j영샌，킥이국의언 1\>"_8.1;깅기수 f생1}".j-， 19 7:써냉 

3깨~，I('I융 굿잉1앤 198.>.7,) 



'" s잉융약때3 ’‘l 

것이 제연조와강응앙엉이 될것야 q， 

국악응 우강용 5융용께이가 때훈에 안!t융 인딩에내는 샤약 각등λ냉하지 않 

는나 는주장에 얘E연 이러한 F기엉응 강웃g 것이라 하겠다 우.1fri응이기 얘푼에 

‘r와 '1릉시용히}연안원다는생각응광옷이다 샤아씌가사용;써한융용안 

등C 내는 것은 각각t '",,-'S} 끼읍간이 시용~}7] 얘푼이냐 도 마을λ냉-il~;이 않으 

언 시 ~'음 '1용하여도 얀응옹 앙생양 수 있나 

요션.N..-l각 효7냉에는주용의 성석아 주이친다 장f께에λh‘ 도 안응계에서는 

.가 Tonic"l 되고쪼요는이애외정한용제가 잉다 향악의 %종장쟁조의 주응은 

생종"171 때용애 "융 오 표는 아-2-:q도옥조 .. 을응여 F 안것에;. 즉 도에 
l냥아표써도;용θ 을 3개얀용이언양종응 _~'5'. 잉개 되어앵종을궁으표심는 

양강궁영조외 」ι음 강 g연한 것이아 영 수 았겠나 

평ζg 슬이lε헤Ul"!il， 찌연조등 '1드에께옹호 읽게 잉 것은 앵조는 중국의 궁 

상4매우 S조증 시조에해당싸고깨명a는 우Zζ에얘앙얘기 얘푼이다 강국 S조 

궁상각시F를 도에이응i'r~ SI으여 지ι애 쩌'lI'tl----";:; 영조는 슨이각도해"1 우조 

에 헤딩-<ll--'는재연오는 i!}!<.에h 슬이 i 기 때문이다 야싹이 이등오션보에 요~N 

정우 황영궁경ι야 황종궁게 •• 죠는 44용랫 4~1와@깨등시""1셔 ，，(증여)조와 

G i>(영종)죠(안응 1‘ 이긴 정우는 ，，(영중)죄가 원아 서댐대에는 쟁조는 냥려 
ι 껴 ，~~는 잉종조호 IDl영나 그러냐 서조대 아후오는 오'1- "엉핑종ιE 연화이 

었는네 아등응 오두 ~'}(E i>)조이 'J 예운애 1어냐 서양응악 증성의 오선~ 기보 

영으오는 그 기보앵않 제예5è ~-용i 이 3조-.;<!"Õ"J，기 어 g개 잉나 2잉 

명조의 킹우 용햇 3깨 안응 용이언 양중응 도 효 잉게 되어 그 주융용 재대호 표 

현하게의셔안，께연조의경우용셋윤 ~l얀을이연주응안 횡f응용 è\I'5è잉께 되 

어 ，션，~.에 ~지 앉는"l 이 1)-} 주용인 ~H응용 !<.'5è 잉게 죠효용 응이연 도 

이 b -"l---~，시 b 겉이 잉시표를을여야학기 예a애 혼란스힘고，제연조을얀응얘쩌 

δ l야역 주응인 횡영융 .'호익재 히연용갯윤 ~l 용이τ"띤조가옹""츠기 

2>) "\J:，계용등당응깨증띤경우、영용이 라가아어 갱~'"씹?응수”기 예ll-"l 5''<:\.''-.여 
얘 ~.써 앙에.TI~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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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아 원아 즉，조는옹엇 9' 용이는잉덩。L 제안ι←융엣 6개 흥이는 엉덩이 

오션보영응 제대ζ 아흔 것이아고 δ"'4 

æ. 3) 1lI조잉%잉 생g씨 흐3씨 여띈 εP빼밍 뼈 

영조 αf?} ( 찌" “ ι" ”f) ‘ 냥。 
^'조 (41) ) s " ，~ 에 이 

EI>"" ßb) 〈잉 에 와 ε " 
서!죠 ( (‘9’) ι 엉" ι ?b) m 영" (。우" 

""조 (60) 〈깅〉 오 에 이 ‘ i 

Bþ~ (5.) 에 • 〈ξ (강끼 오 

이이엉←의는서양응악의 응고1직 ~ 깨져 응 g기"1-1는요션 2언익 앙식응기f 

τ한최때’，시기는것이 영R.;;r1Of'.=-생각애서 여강한것이'1， 즉 오선보의 죠M 

주응'"여 를 악악 요션" .... VI"lIkJ,,=: 우사해도 진다는 가갱응 씨우고 이용 오두에게 

알린다셔 영요 이는 ξ-"l7t 딩'1도 R흔다 그4나 이를 위해서는 f얀1의 요선ι 요 

7매서 양상 앙에 」려한시갱윤 성영얘야 하기 얘운:-"11， 7타히연 오서보의 서양응 

악 조효 에져 가 지갱ε;R느 유익응 ~으는 깃。1 연요하다 

최e'에는 양i꺼;잉 rr의 영양궁 명죠으1 중성웅이 양중이냐 중려。μ뼈 대얘서 

는란이 영고 잉기 도 하고 "악의 중심 3응 까&에 있기 예운에 양증상영조가 .얘 

증잉닝t용라도허 "IJ 이 아니아 임냥앙얘증(에"1송라도)이라주장하기도하는미 이 

에 대히a서는용약객 애서 연주가 영요하다 그C써그 해석에 얘라 속σ1*'1아씨 • 

'"져야항것이 E 또오션}언으_'iL 71.10-하기 외해서는죠X 용용엠에 대애서 고히 

얘야양것이다 

응껴에서 고허i껴야 양 요소는 각 구성용의 기등에r:t. 특히 주응 오는 중상음샤 

중'1응옹 응아응 이쩌하는데 애우 중요하깨 여겨지는 요소ρP여 야에 따흔 "" 응 

을의 m능 또한부수칙으오 이해의아야 항 것아다 옹에의 가장 중요얀 ;싱에 야는 

응용 추"l~' 중심용{eι J'j-) 증신응{ffiι .. l'f), 궁‘" 정(li'/l ， 'ë응 섹응 등의 용어가 



•• 8 릉잉앙'.~ 

사용인나 이융은요두가기그의마가조긍씩 다}르"1， "1언 i씨는그용 가 생겨 

난응인씩 특성.얘당응익써ν1 수요하게 여끼τ응악끽 요소의 득정에 따라 *17• 

난다요찍수있'1. 주응응이의f이나영익에서 궁조 징조 각조 씨죠 우쪼쇠 여야 

조에서 각각궁상각시우에 해당<l"H=- {;.용인<l"]-{는것으흐흑"'1 <야↓e 주응에서 사 

적}각고 주응으표 끝냐는특갱。1 있다 긍~서즌 '1.엉밍에서 λ1.용되」 용어i 회냥;의 

기% 인응융 옷혀F는이 이 응이 해당 히녕의 대g응이 잉다 숭산응이ι승 응 응끼 

의 중간에 g 지 한 주Jλ응이~B긍 의u]ô1.J2， <;}싱응"ιg 응 응계의 우성용중 '1놓 

꺼으호가장주'Jl，gM 시1%'는 옹용 우겁다는뜻으호 우르는 용이이아 궁(al응 

중국 εε나영익l의 익f죠에서 주음이 되는 、。의 개이용이기도하고오유엔썩 중심 

응올이으는겨이응이기도칙다 갱(i;l*' 국익f어서 ζ§운닝응 이르는 ‘>l:.\;l λ1%-"1기 

도 하지안 특히 선냐L지역의 응익‘에서 증상응을 의'1ε]는 용이호 사용-5'17 도 한 

다 이능중싱응응 써보혈 때 직 잉혀흐표 선융에서 숭싱응을 ~， 표시혀는 것은 아 

니지안 특히 오상연의 경우어 는 앙에서 논의연대로 조효등 효."<]'압으료에 중상l%-!훌 

표시'1.도유 피이있Lι 약보등 잉τ 사킹옴 위해셔 는 증상옹올 E시해 주는 저이 "1. 

양"1*:고 조가""꺼연 B연 조익 중성응01.구성，~.의 기능에iι 연l!l가 있응 수임야 

없으πt 그에 여찍 이깨얻 ‘3‘ g 또한 강M'꺼 수 있기 예운에 조의 연화약 응싱응의 
연i덤 상j 는 것용 치'1I!i!-에 있어 서 특히 용익의 애석에 있에 얘우 숭A하다 

응께 중외에서 'lili!-와 앙깨 고려얘야 양 것은 응계 구성응의 응갱이나 영종g 

찌연조의 갱우 영{EÞ )-형 (G ~)-중(A b l.잉(Il i>}우 (D 1> )'라 한고 죠션 증시 이후 

연화원 계연조는 영{E 1>)중{A b )-잉 (B b) 우(。이 또는 용 E b ).중(Ai>)염 R b)' 

라힌다 이증잉잉'(B b)은쪼긍낮다 .ι에서는앙응잉용이연꺼 g 찌연조9다는 

4금 농께 연주딩다고 한다 샤죠;의 경우그 응제을 }써E Þ )-<6'(A 1> )-잉æb ，으호 

효기하지안이증 잉종(Ill> )응 "우 낮아。져어)에 기껑다고하다 이를각연강은 

응으효 6얘써하는 것이 을@연 '1이[ 대8써 성효성 인요가 있마 또 경토이 인요의 경 

우 을라E씨에~채3ιi 는 것아 연안걱。l' 안 '1'는조긍 높제 나각나는 정우가 앙 

아 솥걷}도애'1.표 를잉기도 한다 또서융익 진앵애 대4 안응 응이 걷썩 댐흔 응 

정용 나타내7]!도 i;j{는대 이형게 디N은 유갱응 i5}\-f:의 응으흐 효기하능 것이 올이나은 

지에 내해 도 신"l'혀}끼 고인양 영요가 있다 경우에 예라서는 죠서초 세종파 악영 



킥익찌보인>iI~>iI … 
에 의얘 형쇠이 갱"의인서 5융응계호 꺼영S 았언 이흔융쭈성하고 디 영 、o 갱 샤 

。 의 1。능을 ~.각 득깅잉 융계용으< 셜정썩~<>teR으 것응 아닌재에 예에서 중F한 깅 

도가의요히다 。응 5용융계호계속주장한나연응깨응{;:il..생전 유i‘R농가어키 

근 것이 아니라 일정 응역의 응흑~~ 인식하」ι X'연하는앙씩응 싱z!，-ol개 고려òß<>) 

앙한 깃。1아 그녕 경우 송이쳐。 션온 당'" 거나 션에 ~프 7 이용융 안R등。1야 한 

것 다 

4' 션업 

인영 E 앙에서 성영엔대호용얘는 용제의 구성응용 용아가l셰 주용으로 상"'~ t:l-"J 

얀 조윤 안을어 앤다는 것에서 나옹 용어<>j.l.1 ， 선U잉"'써도응갱이 중요전요소 ~ "1 
논 것이 q안 현Ri양약 중 세서구 용익써ν1는 션엽의 특징응 응갱" 을。P↑}여 주e 

응 *드엉식응 셜영혀j는것 얘에 각 β의 샤깅새 1잉엉애 ~라그늑갱이 당리지는 

것응 ;1요한요소ζ 암기오 앙다 여에써 응고요소에서 션영응 용껴<>j.;는 또 lμ흔 충 

위ζ 성，양핑요가있다 응헤아판연해서는앙에서←이었" 얘운애 여기서는 한 

삭 응'l의 、특 g 긴 시깅A 에 대히’서 상겨보고자 안1다 

한유 응"MAj는 조에 띠싸 요성1개 꾀성 농익 λ녕새 시용영이 다르아고 인나 

머 니-ó}/)서 션융 찬갱 영식R 션엔에 여<l 륙갱이 딩야진다」ι 한다 선융친영양식 

은 도_aJ'，，~:il. 11명하고자 하시 얘운에 c)응 항욕얘까 거촌하기ζ 하고 이"서느 션 

벅의 강류" 샤깅새에 대해서안 언궁i>1-J，I!나 

국악5!1 션억은 3개 이악약 영썩의 션엉(죄 형학의 명3-.91 찌연조 선영 씬'"려 

야선오의 영조 우조 계연조션엉 얀요，우옥응악의 애나리s;.~ι4웅씨액이토리 정 

토허 서도도야호 귀&되"1， 서일"깨는 향악 계연조의 연이}와 치역영로 구훈되는 

인속응악익 도g 영 션앵들 중 서g 영잉용 주:.r~!서「 연화원 오습의 토비가 나아냐 

고 있나 즉 시도토g 와 캉드러의 흔성형인 안정5'.~1기} ι이"" 갱‘경1와 음자액이 

보리의 흔@‘~S'_ 로는 소외 ‘J1-경s;.~l걷 는 영얘" ι인다 얀속응?썩 지역에 "'ε: 

션영의 구훈은간휴'l!W영이 아냥얘당시역의 선영"늠냐응타지역익 션염이 나 

티나는정우도않아 있4， 헛디써~써교용파통신꿰 딩당긍응악피 교류가핑강 



1애 용잉응익 m'잉 

히께 이쿠。{지연'1 냐흔지역의 응익이 윤리는 경우-<>171.';;. 하고 얘당지역의 응악 

이연셔도그션엉은냐릉지역의 션엉의 특g응보。고 았←경우가있다 득에 킹 

상도” 역의 장부타영 가역애의애 은끼리는여역스"을f 。어도그이유가성맹의 

지 %고있다 이를각시역의 인속융악토리응응여계에사 보리라이응 X 었지인 

여기서는 도"증 서냉보'"는 상증우1의 션융 유명으효 성영사" 예운에 여기사는 

선셈이랴는영것응사8한다 

국악에서 션엉의 특갱융 구운τFι= 주 니용온 시겁새다 여{써 역기서 서융의 요 

소를 상에용 핀요가 ~4. 서양음악온 파생융 앙당샤켜 화생의 진앵이 응의f걱 표현 

의 주요앙춰야 되었λ 안 국악"서양옹익써사 의U↑찌는 i갱이시용와지 않고 얘 

신 션융의유형이 얘우옥깅벼께 '11:'Cl-되었마 그얘셔 국악의 션을응이해아기 해얘 

서는 그 서융 요소의 “”를 구2한 인요가 잉다 

국악성융요소의 ι、?는 원여 간갱 장식용 사깅새오구운한격이 "'ν”연정 

응 션을의 진앵앙얀응 냐좌내는 주요6속호 국악티의 원갱션용은 대개 8개앵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간영응 원성과 원갱융 연견해주는 샤。 응으호 원정보다 세잉 

한유악걱 내용용표현정다 장식용은원정피}간겁응장λ 하는 71'응윤 갖는 것으g 

지역 ’;3i 악기 익암에 이fef 디은 특정용 보이아 득히 νF'i'''l나 영산회장 층의 

옥에서 각익기의 성융응년선융호강은선옥용연주하연서도악끼에 .라서호다 

응강식선융융연주이으포써각악기의특갱용 보여준다 시깅 ’는요성파퇴성 장 

은 션영써 특성응표현깐.'것이다 선영까 씬견혀어 얘보에서 논의g야하 것아 야 

로이 시낌새인떼， 시깅새는 λ}실 이연언에서 앙식응과구운이 힘능다 에릉 을아 

영샤회상 풍의 곡~써 대긍이 연주히는 장삭가략등은 λ 8새라고도 용"기 예운이 

다 이에구손근얘에 서상삭응:"'!- '>l깅새릉구*'"써 앙식용은대금 등의 판악기에서 

지앙응 이구어가". 또 연악-71011-서는 중융 "1'\'이 가마 내는 소어도 시깅새는 원악 

기에서 찬옹지용이서 현악기。 서는작은증에서 내는소피라성영한걱이았다'" 

"' 써 '~!IIl !U<:i룻아 &π 쩌 J;11ê Wô',. "’J산응예안J 써뼈 끼L호C('H!1M)( '8'it i!즉 
‘!~li";이잉7-il. 1\’‘’").49-7응 

'" 이’구 <llul 산 f안R%>tol.…인댄 2mU!) 



흑잇'"의"'찌 ," 

경국 시깅새는 요& 천’J 희생 o"} 녕 용융 녕쩌여 상식g→으 대긍 풍에서 앤갱。 나 

간갱용 깃!삭i 는 강사가약""l~} 응 용응 일R는 것이다 여기서 사깅새는 션을의 응 

약겨 표힌이기도하지안 선염쩍 특깅응구운해'l~는요영영으호생각깐수았아 이 

에 비얘 강식응응 악ψ+ "'J으 지악 양주자 개인의 g인의 특깅융 나타내 는 것으 

R 생4잔". 그 ↑나 야 구앙에 대히”서는 이혀 l도그러 영찍한성영응 하고 ~섹: 

않고 t으며'"그구용이 용엉찍한것도있다 에를등이 야소e써신조의 제연 

조에서 소인 영능옥응 도:q 그 보다농옹 응에서 λ']'.s!- 깎아주는 것으표 정익I-~의 

계연조에서 잉증을 흥i*--il "1주는 히성융 져야[꺼 표연한 것으오 보이는애 샤쪼냐g 

소이의 계연조‘”꺼는 이것이 디 깅하 효현g때 소외 우리치S 소각표 g현하눈 

경우가있대 아는아야 "긍의 장이가약과도강은영예을 g。고 있기 얘까얘 이에 

대섣 장삭&짜 시컴새의 까운윤 오호바냐고 BIJat;J-

ιn 시갱새는 션링의 유깅을 요연히R눈 것 의익 시깅애 8연으오서 나타ιlt- 시깅 

새도 3 지 앙아 특히요성6 응→，깅게 지속형얘안아직으호응용얻아주는경? 

가영기 얘문에 션엄의 듀갱응냐티내는 A생과구운이 오，하" 특히 안밑:1'"잉아 

공에 따라요생응이 g라진 것인지 영찍 .. 애석이 영g영때도았다 이 S 에도션 

융의 친앵에 'l<I 추성파 회g의 엔‘윤 n이는" 즉 션융이 성행양 때는 주경 칙 

.양얘는띄셔가악의 칫융에서τ 경히개응윤 대연서 온응ι" 농옹응에서 깎 

아 이여는 잉강*욕융 융판격으오 용이는 정우가 잉-t;}. 이것은 션영의 특깅응 나타 

내는 시갱써양는 또 디R드 시김새라 영 수 있애 국익써서 시깅새 는 션영의 득정윤 

‘[이주는 요소라 "'1"1~， 。 에 띠얘λ 는 더 ‘ 찍한 연구샤 개 j 정의가 엔요하짜 

시킴새약강식ε의 구운용응익f격인 직칙에서익 그 '1이응 션명안 수있i 야깐 갓 

이냐 그선 정에샤는 션영의 륙 g 응 나E때는 시경새익 역양에 주욕항 핑요가 있'1. 

시깅씨의 71!ι아 강영하여 영 가지 운세율 생각할 수 있다 즉 시김써를 그 유고 

아 사가의 연찌써 "라 영잉이 응요효 나혀내 주는 갱우도 았고， 웅호융 "슬씌 효 

연，"는경우도있" 유아기아염의 정? 중융공어 퇴성하거나증올동혀 추싱 n는 

것융 잉잉이 용표호 그띠고 용g의 에g 응 이융증이냐 악써호 연경영얘 요헌ιF는 

경우가 않은꺼 이는 서효 다은 중에서 내는 소여응 우ξ럽게 연 F얘히능g펀까 구 

용하기 어영기 예운애 바” 익하지 ?양} 보얀다 이릉 대싱뻐 λ내새나 * 가~ 



1ε。 εg 융잊져양 

에 해딩하는 {}융 강식응."잉야 응요보아 각응 용3김오 요엔에h는 갱우도 았아 이 

는 λ잉A 의 오잉용 정약에 보역중껴는 연얘μ1 패강지한 71 !i'.'l;I으료 、↓이기는 히'~I 

아 여기여는 6악걱 해석의 용깨가연일 '1 이루어셔야한l 는간에1ε간이 여"ιι 

즉 일현의 시겸 ’ 3스 강삭응문익 F←즉 7\-;:응데 이언 용융 앤정이나간정으호 파악 

하여 연용 응효흐 .li"\'!i;]-.:i1. 어연 1뚜응 장식，0 .. 。 나 시강새호 "각R써 강끽용g오 

그러느야하능운에이다 。1는장식응이나시경써음운εgη받아용 는 경우도 

아하71-'시이나 대재는션영의구상응으흐 6 교써 긴시가의 응응선융익 용←S씬 원 

갱이나간정으~ 보고보용용요효요? 하게 되는이 경우에 얘야사는이 구운이 요 

i 여 X 기오 한대 λ댐써냐장삭응용 우i호 7]!!;히는앙삭은 악f호를 보고 。1해하 

기 상다는 강션응 ~지아 이응 * 해서 는 샤깅새나 장삭ξ 익 1익j성올 영"하재 에1악 

하고얘당쭈호의 종유을만뜯혀 샤용해야한다는 께이 ?개약히겠4 최은에 응수 

욕 극익냐에 λ，..이는 F호7' 정자 욕장@껴지고 갱Q!해'1고 ‘ 는 경양융 보이는꺼t 

。1것이 이호 얘보에서 시깅새 표연의 어려응←g . .\2-'여주는사헤어]- ... j꺼겠다 또푸-S-3. 

시강세를 기보적논 앙식은 각 유영의 R든 λ '"가 옥같이 효연야는 것으ξ g이 

게 딩다 예깨 선영의흑것율 보이는시깅새의 경우 처용걱。1 연주샤잉수흑그유쟁 

의 요연이 '，Fll히기도 하지얀} 산융익 신앵샤 1ε.~ 내용애 따아같은 사깅새"도 조 

긍씩 그 효현영이 셔 R하게 당라건 수 있‘=이 시깅새즘 우"얘히애 기감사연 。뻐 

하 지에등 써일하끼 3조현야기 어언다 

또시깅 의 기보에셔 생각해야양것응시깅새의각응애 용이'1는깃~-l이다 요 

생아라 하더하도 요성애 나이냐는 헤의 응에 강세가 있는.;;:)， 이해응에 캉셔'" 았는 

지 흑ε그중간에 강씨가 았는지에 띠강요‘앙의 옹-j!;가 당이 등여재 원아 양장 

시의 경우도 장시응셔1 강세가 있는 깃우 강세가 있는 장석응이 원응으효 인식의기 

도 ~r냐 연주에서는 λ g씨 } 장식응의 표연응 강형씨얀 ? 잉으_<;1 인식ε}기 때운 

에 에일안사깅새아강식융 g언의 ’}이는연수λ써[ 당:7]j!;악”능한가지홍영애 

서기보히쓴것아아앙칙?。 시 E겠X 얀 연구용의i에셔는이러한세영한표연 

이 보다영밍한서율 {닉올해해 '1llto히다 득히 시깅 1 냐’t식용의 강깨를요년하 

는 ~삭응 。꿔 국악 7보영에 니κ써셔 앙고 있는 것으오 보인다 



극씨찌보의셰증깨 •” 

5) 토려 

호히는극악억여에서 응끼 ::，wJ{。의 ~..:;굉!께야 엉께 옹의 가'J-:i!f 정져 선i진 

얘앙식 웅 여히 가지 득성응 상펴 그 종유융 운유-w.는 것으후 주호 인요나 우옥읍 

악 tξ 영토8익}의 유고εεa 을 생영 lt 용이이다 그러나 F고에서는 서얘에서 
이미 응갱산게약기능선엉걱 특정융 냐얘a는샤깅 니\T-'>l었기 이운이도여펙 

내S에서 더쪼항원 것응션윤진앵앙식이다 '~"j 이l-'~ 션영걱 개닝파 ~.꺼.'는 것 

보다는 이허얀 션을갱영앙A 의 지역병 장료영 ￥웅) 응 지정하는 8이호 하갱i써써 

샤용하고까전다 

선용이ó!-..!UJ식은 용껴1"1 션엄의 특 J 외에 지역 요는 강으여 구k에 *1-띤= 옹~ 

특정이라 앙 우 있다 전라도꺼 역의 인요나 우속응익은 다응 지역악 용익에 R 얘 옥 

특한 전앵 앙식응 가지고 있고 용히 얀 지역의 음악도 역시 이 지역 、특유의 성융 산앵 

앙사응 기L지고 았으여 서웅 경기X 잉까 서도’ 역 역사 "1잔가지"1 이을 각 j 익피 

션융의 친앵강시의 특생 8 션영 운석과 'o'!언한 영구 즉객이 그리 잉끼 잉" 때푼에 

그성영에 오녕i생。l~지 않자안 운4SF칙으"션영이 "능하'" 용악옹 등으연 응계 

의 응정간계나 사깅새의 싱싱 외에 끼 역칙 특징응 보이고 있응육 양 수 있"1 

또 이버한모아의 득생은 지역에 얘~ ;>:~이f안아'-14 ，~.악장으애 아'1'녁도 "1 
에따 즉 젓 걱!짜 인"염끼 션윤친행항샤이 유사안 8오 있지아 서흐 다은 특정이 

a이기R ε}는I↑L 이 !}e 갱익l응 갱악 안에서 또 인깅늑약f응 인속아얘호 그 안에서 

공용갱으흐나o}'-J-;':: 선융지앵앙삭이 있디R는깃이아 선윤의 장E핑친쟁 S삭 ‘특깅 

에 얘히 <1."- 이의 구체직인 앙식응 명‘!'\-;>l제 션명 ill끼는 옷하씨딩!， 싼소"시의 선융 

친행망이의 특 g ‘2→ε삭썩 선융깅갱얘삭 냉얘식'1 선융진앵 잉사 끼곤이의 선융 

진앵항시 동 응악 강르명 션융 잉q 앙삭펴 용퉁양까 특갱이 있응용 느낀다 

개.아 관련한 선융진쟁 영식의 지역 "J-~츠영 용통정인 도킥 ’ 에 서의 고녕1사 

항응 c얘 λ↑용친앵양식으오 1.+4'-1-는 션융 g엔의 기n는 용일한 &는 유샤안 기 

보냉적으호~억여 '11)ν} 있나는 깃이나 연우넉용 ~~-"'-는상제한 ~]-.ι율 인응세 " 

는<11， 유사얀영대의 응악걱 Ã연옴서오 10M른잉사으효?보하는 것응 용져가 핑 

수 있다 용일영의 션 '01더라도 i 보셔가 동영명의 션윤이각는 인석용 하지 옷하 



↑깅 응잉g악때'" 

연나흔션응형으로? ’에}수~고 。 는 나연기보형얘로나야날수애써 없으여 

야를 &능 사장ε 1섣 중유의 응앞현료 인삭g꺼 굉응 당연ct}7] 뺀다 。]

허얀션융친영양시으"셔의 흐리약 한견한 채R야 운제는 한 지역이나 장흐애 용용 

띄게 나띠P냐는 서융친'!'양식용 해석해.는 것이 션앵 조ξE호 재시원다 

iFr그냉소에 는 이 외에도 깨몇 악곡의 {:!-융특갱이 았다 야각%용 。}각양으포 생 

저 지어주는 개영 아옥으표서의 선 i 특정이다 이는 X 역이나 강료에 풍통으오 냐 

타냐드 공용서인 선융진석 "d-~1-~다디 셔냉야깨 나.Ej-"-I는 g현일 것인에 이는 개명 

약콕의 운!’이l 얘보자의 쇄，에 따라 9앵J료 나"ιh드 깃이기 얘운에 영도료 거 

ε쟁핑요는없융 것이다 디맨깨언 익F써 1 도션용의 한하한앙용용씬한 기보강 

식으포 .a-<<해야 함은 토이의 공등 션올 친*상식의 경?아 강디모 3냉아 

이상에서 상펴용 국악의 응'"'소의 기용응 응용 응께 신영 토리 용와의 내용 

은 응악얘껴 구조융설영하기 외한 져제i;l. 01얘핑 수 였다 그허나，.."가 응악의 

해석에 F거 8 마잉q.;드것응인갱한냐연응(익씨용석인 .'의 써계와그내용의 

특갱응 새보아도 밍깅힌 강계를 갖는아J2'Õ냉아 득에 기용용어써의 옹고와 융역 

응영에서의유정 응제에서익 증"양과각구성흩의 S갱안게 λ↑영어 {의 시깅재의 

얘션싸 기보잉삭 토리의 서융신행써8식 해석 퉁의 내"은 응익야은의 훈꺼1이연서 깨 

g와 걱정썩으호 영양융 주는 내용이각 하$다 

5 국악 채보의 음장 요소 해석의 문제 

" 약 

익{옹~용악응 의이얀다 고~."l-~ 일갱안속도표유지야는 '1용껴안 시강 연예이 

내 여? 에는"깨캉약의개녕이 포양야지 .는니 다안4도의 깨녕안존재안 잉이 

다 '""서 약"1 안연원 새보의 훈제는 4}도 흑갱 까 표기망삭이 주요 내용이 원다 



극잊'"의''" α3 

U↑}까판얻한기R의 운지l느유익써 냐냉냐는여걱 "지 사간만위의 응g을가운 

데 이언 것용 고용약의 안와g 성야능가~，디} 이τ 응악 얘셔의 R찌아 용익의 고판 

악응 시간당외의 기은이 되는 것이지안 경제 응?에서 이보다더 세응원 시간단% 

가 응연하지 인\i'-]-;는엮은 잉냐 즉‘운응'JVt .:il..동‘"' 의는 융'00씨 8운응요나 .0 

운응요의 시간-lOMl 용이 영버;든지 용장앙 수 었다R는 것아다 고용양보다 λ 용딩 사 

강얀어의 응능응 려등융 요시히는 것이고， 응악의 악〈얻 니κ째는 시간안외 증 강 

약의주기에 7탄이 i 는 샤긴낀우가 고용악에 얘영한다 고i엑보다더 세아잉” 

온 사간인위의 용요응에t 응-'?j- .li;연응 위해 강익에 요엔당 수 야기얀 그영더아도 

야자R사가 시’씨ft 7J"l-l의 주기는 유익응 세ι 냐가능 익자의 내연에 유지와고 있 

다4 애α다 즉 이에구늠상영산 간응 느원 、。악써는 7J<'-tol 아니라* 나익이 있 
다고 하였으나"' 전 응윤 고용악 시가보다 링께 끄는Jt.~"1 앙응 진양4나상영산 

강응 응~.j에i 기용격으호 익까4 갖능 'lJ-~N뜨 흔찌하이 다}안 곁으호요언되지 않 

고 t:]-Ol~t'역서인 요현의 안F에 내께되이 g응 양이약고 갱각1딩다 

타자요A 의 용S'-!ζ B씨되느 그l~sljr.& 오서보익 경우애 "동 ‘운응1iq.2운;}lf. 

또는 8용용효를 고용악의 응εL< 정한다 그gμ} 이응 용3오는 2운엉의 응표이다 j 

하밍의 '"용 잉이 사S하늠 극야의 고’S박 g사에는 걱'"þ}샤 잉아 그래시 국야응 

오{~~~연t 경우 ι」 강응악 m.시를'f%하기도하는에 어언이을&이러 

얀 R시를 갱찍한 오선보영에 어굿나는 것이4 지걱하기도 션아 서양응악의 악자 

응 연기r-"ð")'는 악><]-'능 간에도 서양응악의 옹응요 2운은r표 d용응.]t-&!C8-1i -16훈 

응요ζ 운영오는 앙식의 유R의 용재정용제? 운 경우도였다，이 2용이'R기써계 

인 요신보양옹 국익응 요기하꺼는에 격당"3l지 잉사 그잉에도 을구하고 오선보는 세 

계에깅염서암호기}앙써이 λ내끽는용악"보엉이기 예용에 ν 」 강응 어긋낭(1) 

악 'K사를 사용히 7.'<1서"f!>õ 국익냉 요성보오 E끼히는 것은 서1시으효 용용할 

인요" 있4. 

2<;) 01"'1구 r ‘1!lll'!I!gj wth '''f!1l1'!I! .. Ø“시* 수;잉 "씨 ? 영 
이 이.Iè'l!. ;.fI:lIllt.l1i il~“'1 太II!!M:kjjj). lt!. J삐Hfi에 대얻 ”’，;:O::l1iαo "011" 'Hj$~" 

" ’'" ‘ 국잉긍애~.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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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보의 악가표샤는 악보 것1에걷 어1 고용;-'!j- .fE.시 응표률 운 . .!2J‘l.， %*=1안의 고 

용악수응앤자표"'Ji:'- ~í"호표시"'ti!， 4i도는그위에 용당고‘악의 수요요기 

δ}께 원다 갱간용자보의 경우애는 jf용''''1'융한정간~R기하는것이 보용ι이다 

징간보어서、ι 운당고'f;-엑의 수응정강수로효샤5때 익"첫어'1에기옥6운 영 '1 

응"용힌다 

응약의 속오는 운앙악자의 수오나아내는갓이 갱생}재요-~'"시R는앙식이다 그 

러나 연주성애 한응익M'세도 속도의 영아가 나이어}기도 하nj ， !늑야 밍속「。익익 킹 

우그연껴J↑혹이얀정우도잉다 이허한속도의언i똥이R재 갱자딩이지느특정 

인 경우가 않껴t:i'. 활 수 있는데 이이안 현잉L응 이-nl노 욱악의 중요안 양석의 하나 

인 만 중 삭의 동야 싼연이 었는 것으딩 ~.얀다 즉 셔응에는 느히깨 시썩싸 정 

치t 'lt"l끼는 것이 응악 영ι'19.5'. 씨.1 강응 것인에 이아도 이는 우깅~의 고대 재 

천영사에셔 선을영정하기위한수단으호용악R욕연주야"셔 정자 γ위기고쪼른 위 

해 야도릉힐여해7논영대의 응악연주릉앵전껴써 유얘안 것이 아닉까 수욕잔 

마} 이는영깨? 시 냥은우승의식R이에의 、。f악연주영대가대깨 느라고낮옹대서 시 

<'J-%J-ól 갱"영아끼고 즘0'지느욕잉을보이는것에서 유수죄는것이다 이는우속 

응까foiP.j ' .. '영e에서상조7 영산이 j 기R 용극악천 의 중요한양사으호까더좌 

고었다 이려한정자영려쩌능것은 비연갱운JH을의용약*안아니라양호용J흐에 

시도 잉이 ~Wμh드뺑즈인에 길고자친 갓이찍써 R 는 영태가그것아다 이러한 

느긴것파역.，시는것의엉식은킨까깅의듀동형식 얀중걱셰셰응형식 \-2-3 

←‘익 이통영삭 신양죠 중.~역 중중오리 자선오려 휘~랴 또는 상영산 증형 

상 영간 가-κ1리 ι1헌도으i!j--t}，연얀드리 .용 "영 군삭」 또 (초수대영) 

이수얘영 증거 냉거 우거 상수예영 소2-"1 풍으호 연컬되는 7\'곡의 형식 통애 

시 얘우 확대깅 형직으， 나타난4 

이영듯 느연 갓개서 잉라시는 익딩등포 구성.，.H는 영식응 S익f 형삭으오 양안 아 

냐라끊경잉이 이。지는 인요강응，";악에서도나1타1'-"'::，1]， TI소리와자진스리의 구 

”이 야니라양응속도의 성g영얘릉 ."2."Pél~서오 속E는 성자'!t<1지는현상이 자 

주 보얀다 이어한 현상융 연뉘용악보에서는 정와히효인안안요가:다 또아도 

의 띤회는와흔것에셔 느g↓X 는 것얀이 아날터인에이현속도꾀 언아가제R처인 



깅의 i보@세잊 '" 

'è잉아제 잉어져서 연회}피연 이S응 측정하고 정까-~l 수시>. 요현하기도 중겠지안 연 

~'3"l-i三웃 DJ-C듯 6자연잉까셔〈에 y.9-]릉기용。1시 않으연 앙아~l ， 도 어허용 갱도 

Z 사셔'1 연~þ얘기R는 갱우에는 이를 정'"β개 잉여대어 수치"，1<현하기 성지 @ 

다 예약격으호 ‘도 연카의 혹응 저μ]히민 앙엉응 시4용하7 도 경'R=-'에 속오변화에 

서 냐약니R는응씩걱 엔'*" 효고넓 연구 욕킹 으표 양 4 있기 얘훈에 서셔히 'l!."Õ)넉늠 

욕E 연i 응 기휴올 수 있는 수얀응 킹우'1는 것이 핑R히다 

2l 약자 액센투 마디 

오신덩에서 훈수ζ g연되는 바자~사의 ‘Ô";<l-'는 "*P~껴 안에 고용약이 몇 깨 틀 

어가는가흩 g사정 것이다 이것이 악/따 약자악자는이언 흑연에서 훈영하개 

그의0 가 구‘f의X 얀 ?이가 λ f%S}는용어 ζ늠이 능응용용g껴 쓰기도한다 4 

훈의 j악싸라양때 4용은고용'l!}I응나니}애는응표이 깅이을표시하'.:il.， ".Wt7t는 

찬 이띠 ?}에 을어'1는 고_'t약의 숫샤를 니따앤다 4동용li능 한 익에 3재l양}고) 

3악자τ 한아디에 4푼응효 .:il.'t-엑"' 세 개 등이안다는 의마의 고용약 수이다 여} 

이녁 악용고용약 얀‘}는 한 U띠 인의”수를나아내는깃이기 얘문에 1악자이는 

양은 J녕경되지 잉"1야 안차 2끽'.- 또는 3야자의 의'1는 장약과 7J<'...J'Ç.ι의 깅.， 

주기에 '"른하아내의 *사형태응나티셔든 ?에기 예，~l다 고종악하q에는이 

g 한 강약주7가 영성안 수없/1 얘운에 1약샤리연앙용정링당수없다 」힌데 

우리는한아디 ’F의 악놓용 lf.~양얘 갯찌M'자 S찌잉ν자 용이 ι 수당서의 악지 

융<>l" t기 한다 갱와하꺼 은 ?찌 '1. 등에P 에리R는요엔응λP웅*눈것이*응것이 

다 이양상정애서 이보영용야샤l!t"썩는용이의 구운용아지 잉고 'H얘약 얘악 

여느약 소익f 스소꾀f t외용이표야자의종위응써영S↓내 m "1에구는악파악 

샤의 층휘안응언즙하고았다에 이 ::;:.;<j는 어언주강이E시용어를시땅'3"]-;드사랑 

등이 .드 "겨 경정얘연 용 운쩌”끼71:<<. 히지안 용어 용얘익 의끼를 생각써보연 ., 

m 씨 헤아 ~!t. 30-양 
.. 이‘l구 잉써 잉약 ’1. '써 1‘ "유 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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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익}지의 의이P↑ 구운J터는 이해 F의 의건이 용~N:- 컷으-< 이껴선ct. 

。 예 f능 국익의 약자릉 ιγf지 3약자 5"')-;자 fl\'J-;지의 에 양류표 갱여히쩌다δ” 

이을 예 종딩의 익f샤는 1+1 , 2시 3+2， 5ι3으로 ‘b운외는 특성이 있다고 히는~Lll 이 

러한 주강은 '"주용약 악지의 특성용 간 ，;l-"-l-~} 것으호 갱"1잉다 끼§간보에 셔 는 이 

등용 3갱간대강파 2갱간"강으호 3조샤해었다 이는용인의 속도아도~~~.지 양 

。}서 8익바가 7앙 느띠고 1익자 3익자 2다j 의 순으호 안랴칭다 설재 하냐의 

선융이 이~l'i! "'};자의 등표 걱도연화릉 니<\‘” 며 연피영R는 에도 보얀다} 이애 대i킹 

에는 여에 야j투익 심g약안 경증융 용한 이용의 용용 J까、1 01 영요하다} 야"1각 가 

은5 경약 주기의 기용찍인 용유인 2악지k강악와 3악;q(7~_씩) 두 종유이다 이 

9 의 악지등응 아 두 7}시 기용 약차의 즈ε앙에 을꾀~I나 

오서보영에서 "1디는 의바 즉 깅약 주기흩 표시~H는 연꺼이다 얘라서 이예구의 

"'1-;지구%융 n댄다핀국악의오션보 E' 는 ν J. 3ν J.5/1. 8νJ 의예총류가의 

어야항것이다 이는안정단의 정우1‘。 1 잉다(주호는 U씨그어나국악의 오서보 

표7 는 대재 2 ‘ S, fll!l자가주호 2-i7ßf'j오여이루는전강당융한마디~R시하 

는 경우가 앙고 이것이 국각의 요선보끼잉으g 이|긴다 

응일→L"뻐l三하는이 총외의 한인는 λI~응익의 경우약 }가단9 가 외지안 극 

익에 셔는 한 *\'!<>l 용약용 세어나 또 한허가 원t;~， 에걷써 옹악용 세이나간디t 
의써애서는 장탄융 쟁 "1띠오 상는 깃이 나잉센지도 오룬다 。 는 서양용약은 고홍 

익않 중싱으호 응t 섬갱익 응익F 요 션국응9니응 ~휴융 중싱으오 εR는 펴푸의 e 
?얘 한 안1빼 주강얘'1."- 우원응찌 'êÞi느 운뼈 완승표보인다 

그러나 오션1ι엄웅 팡용히논 것응 오션 •• '언이 비교서 응?껴 형예등 얘우 니 셔찌 

고정찍-，;-}JI]표형안 수있는가보영이기 때문아?도 하샤안 애계의 ，p，보언끽인 

가보영이기 얘문인 것도 주요한 이，가 되는에 이허한 이유에서리연 요션보맹의 원 

직썩인 갱서릉 아으는 것이 영요학다 즉 전 마디는 약자 얀위 를 가보킥는 것으표 

활용하고， 캉단 단위응 악보에 g시히고자 한다연 경λ'1.'iC중g 표샤히는 ‘;의 RζJ염 응 

쩌 야한 잉이~， l얘써 ''!]-;지외 용유 ι1 깅쪽 갱스 

30) "영껴 r얘 앤가 느생시 t우비견 }뺑.!조선썩 ”‘ uι e뺏 



굿익 1호 .. 'tê>l m 

강구"t}{능 것까 "l'l얘}다고생각잉다 한국요악용 9으는사‘틸이 국각R응오션보에 

기”한 야보응 용 0얘 엔아디는 익μ↓카 오이‘i 이루어시τ 장1단이 아내아 씨}자 그 

샤에<용 것이기 예용아니} 또 상용4껴안 흑연에서 킬。ν샤 긴 진양 ε 장만 ~， 상 

녁m:: 당 또 이 정도，""는 아니디아ζ "가꺼콩 한인호딩니는 중요" 증증오려 

"거리 등의 경던올 f‘"'다ζ 효연3 연 유악의 갱운끼}도 안r-~ 잉기 쉬지 않나 

3) 정단 장단의 개녕(확대원 의차 주기) 

장단응 익IA 단외가 H개껴 오여서 아쿠는 안에응 야한다 서양옹약6 능 이약 

유사한 단잉↑료 으헤이즈이R는 재녕이 았시얀 이; 일갱한 깅이포 구‘è~1는 것도 아 

니며 예깨 이를 악보에 요λ.1ß~"'IS; 앙는다 국악의 강딩에는 ιι，，' 오어서 이루촌 

믹þ냥’1의 시간안위~};능 의이 외에 속도와 견이 그혀 고 한특끼τ "등응익 익이 

를 내포하고 있다 농인한 속도 경。L 약샤주기잉에i 중중오이 굿거"， 융S이 깡 

년이 규l 손되τ 것은 ~~SL 이 g 등응의 시씨V↑은 。 유7t ~l다 욕 장안은 따자이 주 

기아 이등등의 주끼 그리고 욕도가 그 주요 '*2-"1 원냐 션융의 시간걱 요소를 성 
명하기헤뼈셔 리S에 τ 얘서 얻낭영 예떤 !!~웅 디까의 대용옹 g안시커지 U，용 수 

엉기 얘용셰 익사와리응옹종용흔웅의기도하λRη 악 F늠장e，주키의 연}혀올 말 

하며 리등은이려하한혹되는깃상야의주기위에 션흠의용효을이안냥염내는다양 

한 시간단위의 ζ딩}용 잉전나 '1응에오 안혹이 있이 익등응이라는 알응 힐 수 있 

고 이러한 리넙응에 나약셔R는 것이 강단이라 안 수 있다 려등옹은 ~-I-;i썩는 4l흔 

요소이기 얘운에 장안응 야샤주-71 s;，서의 개녕파 '1τ 등의 안~lSL서의 기l~* 우운 

한인요}있나 

。].!ò.:형은 상'iÌ，"; 약자와 깅야 대대ψ간 디장(안 여늬상당 소g양 소소장단 

。1 응씌 7↑있응 수 있다고 한다j1) "앤 보용 장년아라고 시갱하는 것응웅꺼 는 세 

아시 경단 같이 여늬 상안S 이루지 옷-;;h~ 장단이 잇는가하-'i'!， 6~자 뱃이 요인 것 

씨 야얘 " 양의 ‘i아:l )1;$;'" 의아 G’j)-JJl lill J'e: H~el !I!!'.!이 ll'l!l21 ’"아경@아 
，.아 ’‘”““ ι에석.， 'ltI!mm’~ 씨"깅 1 1;.0!l1llξ"，.， 1995 12)，，，응'"쥬 



αa ~찍'"잉 

을 주기포장 정 ~..!각 진%εE 장난같이 의규닌이g 생각에는상 용옹 의 장연도 있어 

갱단의 총위 깨 딩응 인정안f 수 "을 것으후 보안다 

깅안응 갱겐l보명에서 보통 1앵S니~jfλ]딩다 그허나요신y엽에서는 상단주기 

응 표현양 일인쩌인 수연이 없다 녕영으효 갱세로증 같응 요λ 응 양.w 수 있용 

것이다 그혀마 M약응인정얀냐연낀양""'，의 긴길。 릉 한앵으호요.>.1，，)-1:는것도 P 

쳐이지얀} 에흔지-'<!S'.러나획요이걱단 같은”은길이의 경딩도::t-.재다 륙에 칙 

잉이 느연 속도를갖는자진오히 강안익 고용야 35::'야 〕이응 한 갱강으ξ도 표샤띄 

지얀 캉우에 때라서는 3갱간으도도 gλ.1"]-'는 경우가 있다 흑히 영암희상의 타영 

군의f은 12'정간 1갱의 갱간보얘 기보히지이 야지의 처시1'<; 3/，::'익"익tA의 상g으 효 

생각이기 예i셔l'갱a으로 효λ 5 는 것이 티κ~I아 즉 6셔~얘의 4대강 w정간 

l행의 상경산 정안 N‘，.，의 w정간 1앵의 써영산 장난 5정 간 1쟁의 i드깅ν"안 

'"간 1영의 야캉장한이라는 영산회 ‘의 .르기에 여은，~-악 영태에 따르년 타영앙 

당응 한 장한용 4갱간으오 요시g는 것이 디r，tß-]-디능 것이다 그히나 징잉혀으호 다 

갱 군익냥 "갱간 1앵으포 기보잭는'1. 기보밍의 쩌게릅 갱리하기 외애서는 수성할 

인요j↑ 3 겠디} 이영 킹우 앙각 야지} 갱이 서 오신”보딩의 한 아디는 아자 단외등 기 

보애야하고 쌍연옹 아대억껴 가 영 깨씩 ~，여시 이루는주기호 연도의 요현잉익L용 

강구S 야 얀나고앵‘=서 이러하기준에얘이난다 이양웃 응위가다등강단늑응기 

보체계아악가단위의 마디릇이영께 구옹영 것인지 소잉단옹악사와용영한것으 

호 인갱양 것인가의 훈에가 기보쩌거 아 강쩌 논의찌아야할 것이다 

4) 장당 안옥되는 강등 주기 

~응을아'"드 개닝의 장인응 !’}가가 잊 게 오여서 이후」는 찍자 깨년의 장단괴R든 

나릉용찌가져가잉다 

강민윷 R샤양 정우 써보 대상 응?에 장쿠 장단응 iε항하는 경우 비~걱 그 장 

얀을 파악"j.;기 성재안 그영자 않e 깃우 장먼딩1 종휴블 에}일얘애는것도 f 지 않다 

:특히 "스약 3약"'의 써p]-:>.] 장연의 ~.t ，깨개 4장단이 하니P의 주기용 이루는 경우 

가 않아서 3소악 3~t;i 세야시 장난 에 장년이 중오리상단야 유시하다 cf얀 중요 



극익 i업제를씨 •" 

리 장안도 3악"객 에 당1써g 구양이끼얀증오이아 한악용 Z소약메이히써 세아지 

장단~구훈한다 그려나설세 응익f9] 연앙에서는엇익싸냐에마요라익 활용이 인 

언히셔 3소악약 2소악의 구용이 용냉!1]-하갱우g 있이 3소악 n~j-Àl의 ~ð.!ι" 장단 

종 4댐주장하7도 F나’” 이언 강우 세아지 장e끽의 구옹이 깅요히씨 잉다 Eε 

양에사 언납었언 중응}ι리 굿거야 상g이 정낭펴 정우 。 보영은 히등f융 찍용한 

이혼으료 그 i에 등 경영하고 있지 얀 영고 &영잉}재 구웅의지는 않는다m 

머구나 이러한 "이를 악인에 듀'"혀1'1 기호히t 것은 디 아깅 f 운제 다 。1"

강인애셔 는 ~ 강딩에 갓는 히읍용융 더 용영%게 규명히는 연까가 용요하아 또 서 

융영의 얀싹주기도 이 푼개와 깊게 강연인아고 생각1원다 이 운계의 i쩌경은 약λR 

기k서의 장단 엉에서 인긍한 스깅띤b↑ 어늬’~'tl:， <1ψ앙당키 구훈에 '"츠 운찌에g 

해경의 년초용끼 션샤수있융것。 아 즉진löJ즈니상영상끼앙당강용느4고긴주 

기의 장안'，，} 중중오~1~1 S:~드러 갇은 '<용 속!2iI 보통 깅끼의 끼~-.:!:， 그리고 자지오 

• 강당파 ~l&-"-l 장당 ~ε 혀k으 i 도의 장옹 주기의 장안 동 다양한 'J쉰B익 응익} 

" 가지 히H"'j과 기보 제예의 운제읍 용이얘야 혈 것이아 

51 려틈흘 리응도'1의 깨녕 

국외의 λltl 단외ξ서 이등이 운제 f 갱년층외에셔의 ~\{’띠는리응흘융잉여시 

f융녕지얀 더 니아기서 지역 냐 장으에 며아공용도 세 나E싸는 리등률의 용웅원 

영성 도 상징얘 융 f 있다고 생각젠다 이는 응.:aa소의 충외 중 도이에 혀당εR는 

유장 요소의 충아인데 이도 흐리아 힌다연 응고요소의 도키는 션융도이 음강~. 

소의 토려는 리응도"r~1- 0]등 혈 수 9ι*"t 션융토리의 션융이 라는 용이는용해 

유고요소와~세응강요소도지니는익이sει'%>I는것이 ~.중￡ 지 ιP 샤간요스을 

깨R 한 응그냉소 안의 가짝윤 의미해는 좁은 으 셰 익 선융이라는 R현노샤용하기도 

m 이얘쉬익양. 생 

"' 。α갱 생 ι]"<%'>} {)\여 혀응’에 ‘~iJ.연!'i' '6%오이 해 야경 잉우oI9t‘"생 
느잉 얻지엉 γ〔얻 웅심으오" r'l!~_옹".이」 껴l쩌 서낸 셔용"↑g용;0""용익에구소 ,m , 
3까짜 



'30 %~익써"" 

하기 예운애 "、」형 수 있는 용이라 히앵다 

응장요소의 킥능도아 층휘는 tρ써 중~.~ 앤구가 。 쿠아진 것이 아냐고 그 개 닝 

m얻~)굉 난꺼이기 때운에 구조씌인 꺼져증 설영하기 우해서 언즙행개안응악걱 

，)석끼} 기보쳐치 약 관@"껴 안긍" 내용은 g 나 

BJιR쇼의 종위에는 이 외에 깨영 ~J..:흑인 이등흘 <0 혀옹딩 증우]가 있지안 이 
또한 응고JLi:이 7~V! 익옥의 리5 득갱파 같이 특영히 연긍아 내g→1 없다 

。 상에서 상어용 익「 익::<}. 익 규시의 강5 아r응주~)의 장'<1". 걷반도，) 둥융 

앙요소의 층휘애 야응용약해션샤기보의 운재는]옹꽉단외 성장오션보이 1 의 

3소간단외고용익}의요7Hè깨 "차의얘적파 n띠의응악적개녕 장닌의얘셔얘 

오성보상 효꺼운개 장낭Hl응을의 종유 구::;:r.:.에< 갱리 안 수 ，다 

6 맺는말 

온 ~:<-응국약 -'lI.!.'.에 재기되는 여거 운재을용상펴보기 와해샤 ~，각익 ，~".:;:r요 

소릉 기용응 응핑 용계-λ↑밍 요나i 응장요소는 박 익자 약꺼H'기 장단 리 

등주기익 장단 리퉁토.>i의 ζ〈위g 구운해서 각 요소의 층뀌영 응악 해석의 i에와 

야에 악보 기"영의 g제흑 산펴，\;1.'\1:.나 

응i냉소의 각층꺼에서는기용응。 의 '~'-고약응역 옹잉에서의 응경 음셰어써 

의 증상응자 각 구성응익 응갱안세 션냉어 서 익 샤깅새의 해석까 7벼양이 토g 의 

션융친앵 앙삭 해혀 동의 내용을 께기하였다 

응강요소의 각종위에{는그L-S악단위 ι정오선보이써의 3소아당아 고용악이 

".가운씨L 악까의 에"l"l- ul--.:J의 응악걱 ，)녕 장강샌 애석끽}오션보끼냥M운세 강 

단 킥듭을익 웅. 구얻깨등 채기하였다 

욱아의 채보아 판렌해샤t 성제 악보흘 끼P-l;차고 응약파 이고화 연애 응익써석문 

제와 기.앙삭씩 운찌응 거용't}-'는 것이 영요하겠지만 시언과 샤간강껴 상 생'"선 것 



곳의 에잉의 에 응j’ '" 
이 :닝}응~'il. 냥는다 

’상2!!'fj 

잉으성 r뺑g긴잊구엽* ’。풍 j 씨Z걱서율 I생g↑& 

깅끼수 r폈 떠?없앙서웅옥딩빽 1982., 

• r생의，，" 기징엄8얘호회 서응 갱생 ，~， 

‘ l Cll@, '씬g얘신"ε영"뺑응응씌신g 서;。갱-， ↑~，↑0 

~"-，어디히어 쨌양↓ ι얻f쇠 사&디생1 ↓ lre2.".lO， 

) 엔앓엔 잉잉고 3는 영의 응걱찍 도잉 r힌굿진풍"f2I1:l르구잉 A 웅 뺑여시 

• 002.4.• 0 

"，ζ 닥이고응I 뺑대깐 양구 " 서쩍I 뉴기각어용싣 긍응연구소 1005 10 

뾰잉 t샤써의 & ’낀굿응씌앤구， ，잉 징영호 씨옹 연옥팎이 •"' 

•• "'!u.l1m2!햇찌 a(;i;:lsl 'iIl.‘"Il\(~，jfl)<시<IIfHIIIl:!2llI õiôEIJ "!!!!,,, 'l!læ없 ε. 

g 맺 3잉생냉a 

←리등생 뼈그 "'얘 의안!Ol!i，;rJl 1iIIJ'i: 0111성 뼈 을g의 "찍 잉κ띠는 R~II'J 

.m뼈 ‘쩌 「‘!!lgll!'!'1.J '1Iæg, 1t1!l000!;:!j!IQ", 언영 Z 

} 낀국E땐징딩잉생깅앙잉퀴증행 굿서야 앙j 잉양와앓i상」느엔"지 

잉꿇증싱료」 띤섣딴‘”ν짚시:懶잉짧R ↑g 

0'''' 쨌사ζ f한응애j 시응 굿인앵애 E 
--'썽샘 「뼈'ltJl!，>i'il，서쟁뺏↑g↑(띠 } “ ... 익 -'앤 •• ‘lL, Álll' 수응'3. 197" 

얘l구 잉a ι ’§익야J 요댐=" 

j식~， '1li0ll1lUliIDl!2lI!i'Ii' 7tj/i 1;:Jic. !;tl(I" '않얘'J ，.쩍，회응δ없 g냥잉극파피언 

구정 ↑영1.43:) 

w여 r씌 %↑느ε끼ι r댄껴우익응-'1" ~t잉，，^I ， 1004.6.26 

g영71. '염쐐 기영 f긋으댄는응잉i 져잉 서응 극링국얘 10C<l,12.26 



Issues ill Traditional Music Transcription 

Choi, Heon* 

1he ptiIJX>X of thl, paper," to sllrv~y prchlems 10 scoring Korcan traditional 

music. ElemenlS of Korean ttadi~orutl music were dassified imo pitch and lengfu 

of tone. Division include that of Tonalily >-uch as the tUning tone. the tone 

~J"I€m. the scale, ,b~ mode. the melodic wri (~i~.!>.~n, mdodie umtaur. and 

demeno. of the ,ont·, ,00 that of fh~lhm ouch as the meier, the imgJan ("'J'it) 

(rhythmic rattern), 'he rhythmic tori (i'j'}5'.i!j), "00 duration. 

In thl' raP'"', J examined mcthc:<i" of nOMion in connection mth the =nlial 

elementS of the pitch including raIJgC and the intet'>"]s ,vitllin the tuning S)'S,,,:m, 

the ,ollie. "00 interpret.,(jOIlS of >igimsae C'Hl'm. I =unined. ""' well, 

imerpremtiom of the mekxk tori C£~])_ Rhythmi, intetpremtion' "-'J'Ie.';ented in 

not.1QOll ,VC!<o ,uso con<;Jdered. I =>mincd the st:lndard UtIi, of the beat, the 

mUSIC nOllllion of the triple beat on five lines, the in,etp",'"'ion and the 

conception of tl", measure, the in,erp,,-~"tion of i3ngdm nl"'<!) amJ the writmR 

n>ethod, for fi1IJgdIn ("J'Clc) on five-line JlOImioIl, 

Key WO'dO: P;'ch, luning ,ono. 'one SySiem. scale. mode, melOo;c lori. duration. 
bea'. measure, I~~(I(/M (rhylhmlc cyclel. rhythmic l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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