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않익얘잉잉 1 '33-156'" 1 2<J<O。

한국 전통음악에서 채보와 기보， 

인식과 그 한계 

〈까억ID 

] 이안 
2 얀j써파。양칙 ι싸우익 약>，끼 
} 갱"죄 안7 욕 ?샘 .ii!~-
4 극녕굿4앤 악셔 
’ 이야얘보 7써산1 아깅 
6 ul'μ1 

1국 .. 을l 

깅해숙‘ 

g 긍 0ι서는전용응익이씨깨왜기보 으에피]힌쩌 g어용으호여그것g인 

식의 X 임을 잉에꾀에영다 19501:'이후닝힌피 웃앤↑얘시 엄 치뾰앙긴되잉언 의 

잉 종 생~ 01"" 니 얘우잉 기ξ 웅요제에약 약성 극잉국악fl \lt영의 싱조 익ξ 듯 

한의 ~Mt4 잉기옥，씨긍교，g 깅용역잉신죠?에긍기"'세 。씨슷의션조익요 

g을 주요 연구m상으호 싱<;>.>C/ 

정긴가호00).1 .2.잉7보호의 전g엽서 앙페 O엉떠잉잉 ? 양 i 떼인 웅햇 히 

니죠외 2동익영태의 리g경응궁g응각의오신기잉재 연핸 큰 g싫11'C/. ::t경 

예 그것용 응띤 구조’l 디를 잉르에도 히μ의 .. ξ용잉얻에 응익리 영쩌구조; 
드러내지옷잉익보호냐티냐고잉q 잉， ，뻐녕웃엔의교익온。서늠설응외객응 

잉용용잊의 응i 씨에 대잉 영획낀 이뼈 드라냐 있에서 녕인의 이혀 같꾀와 "I:ii!-'l었 

q 
구영익이 약으@되는 」이정이강’”보씨의 e순힌생이 이니깅그응악의 구조. 

대영 온뻗 이쩨 응t쩨 히이 그” 잉용응앤 을m른 정g 에 도용을 g 것으 
효용다 

l쐐〕 인 ••• 웅양 성」악잉기'" >fOlê :ii!흑용 져영g 시g 직인 응 



。4 용영악씨~~ÕI 

1 머리글 

잔인?혀져 있;이 우리는조션진기에 해't<lH'는궁중나?J각k응 기늑안고"-t，!!，중응 앙 

아 가 .. ，고 있IL 그 기늑션웅응 조선후? 까지 이이진다” 이 악요응응 운가 약까 

숫자 그g고 연주영용 나얘8는 합자 악기구응 용응 기E수딩으포 히% 、。원융 기 

옥-'$는 .영으오 상았다 그간 학거에서 외 기응><고악보)용 냥안으룩 한 응악 연 

구도 양이 이루이져 온 것이 샤경오πt이 그 연구의 ".성이나 1잉걱에 대해서 e양 

히 짚이 , 기회응 않이 7띤 것 강지τ 않다 
iJ:악보가 악 '-5'.ιι1 제대호 "능용 하껴연 그시섯융 용해서 당ι 의 융익F응 ~H!해 

영 수 있어야안 것이고 또그 기록갱잉응 샤녕의 져한을 떠니서 보덩척으록 이찍 

핑 수 있에야 양 터이대 오"--'-'낭 우려는 기3수쉰으포 정간 익보응 쓰키도 하지안 

서양오￡익보도 잉이 쓴다 그허나 이띠한 기이수탄을 동잉하티파도 늑응원 응원안 

증 끼언에 5ιg응 줄 수 았는 J셔상의 양영은 엉용 더이다 이 암온 다시 영0~연 약 

4;-~자 셔 영용인 ~]-.l，!가 갖는 기륙의 하세흩 안식해야"용 'b.'-'얀다 운자의 기록{악 

보)자깨가 공 응악응 아닌 것아 에 그것은 두딩영 냐와 없이 연주아 해석용 "꺼야 

하는 파갱아 핑1f걱으효 우~，으기 때 g 이다 

그영에도 g구하~ "lL보약 기보에 안한 긍응 쓰는 이유는 1악보응 중성으흐 한 

기보수단이 .었유에도 안타 전용응악의 전송껴정에 1 싱개의 응δ}천용{프 구진에 

의안 전숭이 미 살인찍이었응응 ?정안 수 잉고 특히 안간응의끼 서 715'.수안으호 

구응이나슷자，승의 。응 퉁응용씬하었。，~그니것이 음~Þ>1 ;(현도구3써의 역할욕 

.，끼 옷었던 한케도 N3l 있기 얘P야마 궁종응9에나 인간용악의 꺼숭까정에서 

그 아재는 그이 릉 지이가 있었응 것으호 생4피지 .는다 

또 중국!하P.l에서 서양푼퍼런으효 션회하연 셔 칭간의성보디믿 오션악보호 오늘 

‘'*잉얘i 야:;'q!%이핸 
"아용「염，익호안“서*， '1!";'，/!， α이 1ν1，1. 1$온 ]쨌약:i\'f.깅νt 잉생느였， 
양혀져 잉다 

” 씩익 "l, :!7)-37'}쪽에 고익.l!ji- ,ij;)-.o_!", 선 언구경I까 영@ 씨μ1li 이 잉다 



연굿’영씨，얘i잉갱 인삭이::l"[l'4 ':)5 

냥 디 "응 소g응 하고 있지안 여기에 또 다은 얘녁의 파것꺼1 제휴되고 있응에 "1 
싼의 얘성이 의기도 엉q.)l 이아도 이러한 주세가 선정원 애정E 그 힌}제에 얘한 

인걱]이~"1'1-티 응앙되었으리라 정작원다 

용글여서는악요또는지보순얀이 응악의 상여가 아닌요띤직 의「슈i 계잉응 영 

우얘 두고오션언효기보잉 잊잊 익"ι외 싱헤얻웅해사 채보악기보 인δ 파 그 한 

찌을 깊이 보는 것으응 용 을융 친앵시키고>， 한다} 

여기서는 안확차 이씬객 이f"--t-'루의 인잉 악보 일부 성냥여 앙-71.'\’ 교혼 갱융익 

이쩌승 '.~ 악깅 용응 애스트오 상고자 한다 

2 안확과 이왕칙 아악부의 악보 

아j에，.양I~이이 역ι한 오선9니보증 살펴ι는 이유는 그가 우~l l~'악샤에셔 

차끼S 는 선우 칙 역" 애운이냐 안팍응 우이용악 어*상 애초도 중λM "i각샤를 

쓴 사앙잉에도 용구하::.! ;r간 그의 '"윤 짜소영가‘1에었다J.l õ애도 꾀언이 아니 

다시 

그는 J싸융악의 응갱응 서양응악응 채깨흐 나이얘고가 었고 궁증용익h응 요신악 

.'L'iè 역보하시도 했다 그가 조션。'"능 ~.자 에 기고안 긍 증에ι~~-서보호 악녀ι1안 

운F개해악 영산 여연씩7 용"64↓h오늘낭 추 타)의 익보가 보인q.5) 

ν 애요와강생셔가'iI"<’.，"아온스 윤 1쩌사양작극가 i‘t1I-&ol"l :.1-는 8응i'!~'l ll

써호잉으애 ~{l.n애 인안i 서제응정이겠찌f안즉 잔S응삭이 -I:l~(얘앙응야 
19&2)) 그가경야ξ까판 해잉어서 이경야잉으Lι그하구갱아의 깨호에‘'"제 

안용원cl. 

뼈 잉. 생셔l ‘3안 연궁"'''‘Wl-q~ 시~ ol-'i-<'17J;i!，~-약파“영에서ε 강λ댄@ 
킹i‘l('<>;O) 승잉국 (1m) 'i이 앙구깅여가 잉이 용 늘얘서는가용 연구성’ ... 켠。g 용어 았 
~or*， ~t_각 서하잉얻 져증꺼끼생S쉐2 산R세승원 상극oI，，-o}'}， =1쇠 'R.g-ilc 
강I착깅.기존연구경격늑*영긍 "‘R의국으"1εt구 조잉용익h니연구응 '"으호"('，τ잉1져 
6째 석사찍~I~. ’‘ 써 냐얘 잉아 



'" 월응각 ~132~ 

그 증 혀태를 애호 질펴효”이 취티R는 4운의 4양지계 조7 호는 응엇 하나 조료 '1 

보>1어 있냐 〈예!i'. 1 망ξ〉 

"보↑) 

@훌4 쫓)i.U$!. ~ (!E;여 f썩 .. , 

1ψ'1우 영응의 오늘날 히아 끼%에보는 η익1 1앵(한 져 댄에 그껴져 있고 j운힐 

'1는 갱간~m끼 잉이 나1I 난다 〈에효 2 강죠) 

이즘 ‘l산t↓!l-ii'. ~P.i'-나연 3-!!':악 디등융 기보다와(ι α)호 쓰꺼냐 2‘경f 킥응으 

< 기ι한다연 3연융부흩 써서， 1 끼) 기요하세 월 깃。1다 잉익이 역보한 위타는 

용헛 하나죠호 7 보i어 았어서 취니F익 것 응 f논 ，‘s'.l에영장되으호조기~，는 

、。 구소에 "씨 션핵되어 았다 

" '갱씩조잉악k1'.션 14U.l… 1씨는없어i 예 오션아효가여iζ 이 야'，"，'" 
。쩨‘'<.쨌호 뼈 ”어]응 땅에악생 역빽 요샌M잉아 또 r씹씨1 

(죠션 lM-171."". 193'. ,• '1932. 1야용 1 이 **오‘잉." .. 쩌 죠-llo)ej;는경i 에 잉 
51cf는 애용야 안응의어 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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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앙~]-이 4-;0의 “• l 약 용.히니주의 조'1호등션액영는시그각정융알수 

τ 없지 오r 아야의 이이한 7보 얘는 19<0--30년대 。1왕까 t와t푸의 씨보 흘까 애용 

같이한아 

‘1악쭈까 응'<>-H드응 "w년대 "인￥f끼 이양이 이악우~I셔 오선각보" 역)보 "1기 

시작었고 그 옥후% 흥R깨에악윤 비옷 F걱 여잉~， 영산.상 도드g↓ 낙꺼용 ~ 

허자 등의 곡용 등 수 았다” 이블 야보의 공동경옹 용햇 S 나 5ε”에 2용악 리등으 



•. ε~.이 '"싱 

호의 7 오각는 갱이 주욕되는애， 이는 안역의 예아도 경고 이 응용 그 뒤에 극영국 

악왼ι'"1 영영징 이'1 익보애 써생이 ,<1% 알 수 있다 

종요재혜악 악ν융 에E 늘-\;>1. "1갓은 1973';;!,s1 1981 \1,9) ]，α6년'" 여러 ‘h세 영 

간S다 

'""년 야보약 그 이션의 약 .• 에서 주욕의는 갱은 이등의 기iι에셔 깅용써"4 3용 

약 괴등안외 그g고 죠71~에 대하 인δ1。 다 〈에보 3 강조〉 

(이요 '" 쩍 ιE녕 인호 

>-. ’‘” 

m 운~;t) 

”“"" 

이."뼈， .빼læT19.찌앙용인。 .17) 애";!il!1l-)ψpι.~ 1l!il.!!i =_ι 。용‘ :J;I'f) 

그히고。써셔 ‘'iI""-t~~) 。아익 깨a샤엉응 딩생 것엉잉9애 잉다 r이써 야"..，...1 
용여야.，λ1웅 긍잉굿:->f'!! ， 19)1. l) 응'W의 으 122_1씨 ，얘의 긍 ，~，이꺼 정아외어 
잉‘k 

기찌우용에 뺑숭{안에뼈 찌i이깅얘" 3'.기:l'.<:- ，씌앙애용영잉 에여 샤 1잉작 

” 갱끼수 앤 '.얘 갱얘 r염응꺼 에"써 굿 잉에 ]’"' 
"' 깅"수 앤 'ft잉" 세Z爛피 j써 
씨 깅예씬 얘i 껴야 장. ，뼈 '1>)-" t강옆에j 꺼껴λ，~ 국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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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iml익~，잉 

〈이I!;! 3-4) ~얘 잉~，의염 

, '''' 쇼"이θ" 

'""년 이건의 악보는 안'" 후m 이양액 아악부에서 정국 건등융약응 요션악닝 

~ "Pf:기 사에적던 :창71애 용랫 "냐 조서 2운싹 익등기보호의 천에를 따라 얘 

호한 견싸오 웅요찌쩌약F에서 3훈악 려듀던외의 7보응 쓰고 ”지 앙다 그언예 

'""넌 악보논 ]약보의 시륙애 의존안 것이 cι니라 ‘iG낭 연주를 새호 녹용하고 

그것융 채보.i;).:고 았유웅 딩}간사에 얽히고 ￡디t. e;，.기호는 그 이선 것까 강게 었지 

안 리응기~에씨는 3운1각 g 등\Ml~ "H'1이 있아 종E저해잉h의 응.~j-;자찌가 깅자 

기 Z운?셔써 3용싹 리응으효 "'껴지는 ""을 것이E후 써보자가 이용단의등 야잉 

개 인 4에는샤가 얘보익 용과익 더이q 중요한 것응 얘링자가 인식하? 있는 용약 

의 구ζ양 이해갱도가 구상 "숭의 용악f 갱러 정파에 응 치""용 가져오케 와는 갱이 

나m 

m 오선아보오이 역째 안찌 아갱꺼 。의추운애 인 여 뺀 깃얀7 에 얘안 연얘" 잉꺼에 

i엄잉~It. 앙에 l써인끼。1 애응써 여아<!:~ 7);>,1" 19'.<1 얀터 야'11-:쩨 사 
자예 1~\i+영 。빼 아암 i‘ E으 gλ15~1째 。작응깨깅응시얘 찜E아 

시'<% 죠긍 더 이셔잉 것으~ ... fl \;J-. 

12) '-:<;1'섣앙응 옹’서 ，.으 .... 'll*"1는옹 \-91 '7깅야느 냥아 1 "f...'" .g."'f;;j잉 -，엉이 
아영 tι 있끼 ，쩌 뾰 또는 "'" ’f호애 끼，"'" 인!"'iι.}，，-， 잉b ‘; 각킥 우응기 =1'-f;끼 
g다 



@굿잉g‘q “저ι7흐 잉여 U 그.t>l ,., 

힌앤 초기호 언에서 보언 위 악보ε은 보얘앵의 :r'-"ti웅 황얘중앙 냥(승객}도써이) 

에셔영종‘용용예영 4è"이 되도흑 'l억윤， '아나조 그이E 정<.업의구생융 ~ 

엉증잉우1이도에이송)。 서 형종 c응온 7 앵으흐 아‘S이 되므표욕햇 씨 개 조의 

유구조호 애~，j이 있이서 죠기.의 표시어써 우g 가 없 f 것 강4. 그언애 아 구죠 

는여냐익 웅*‘익에나또은{l-i죠풍응 구ζ，y.~.갱이 다는응익애Lι 그대표걱용 

안 것애서 훈기j，j 생긴다 

수셔앤의 경우릉 에호 듣e연" 다f애 ::;t이1;) (에보 4 갱:Æ) 

〈이엄 μ) 

'" 산죠페 에는 ξ1에서 언긍앤 

수체전 
Soje이 “ 



'" 용양g악~，잉 

’이H이 

수에션 

끼Q 끼i 

국링욱깅!건 수객선의 악5ε14) (예.!i. 4-1)에 갯 '1야응 냥썩 。g은 조키호대로 잉 

으연 、l라-A1-"F!iC 겨 영 창 원τ} 그 。〕래 수계천 。rιl5l(이호 4.2)를 보던 수재천 

엿 가링은 'i-히1 비 2.L'>- 께영강 원다 

두 기보까 응갱장겨가 "'은 것은 아ι 나 상푼슨악영의 사허 이1'1 앙에 나오는 다 

섯용에냐나 시공응 쓰지 양응응구드를우히 용악의응구f 을g 안f아듣인다 ” 이영게 계영""야 혈η써 대장 4안 H}쩌 조 호가 션허되어 얘보01갱으cè 

이어X 깨 원 더이어 이등은구전션송의 응악써보에서 그구죠응드러내는얘우중 

요한 익다깨제가 ~cJ-.… 또 궁에 삼훈손익영의 원리용 작용하지 않더라도 귀 훈련 

이 되이 있는 캉우 그 계영양응 자연스경재 걱용띤4 이서영 안확응 "1중--;;I'>l 이 

왕객 이악부아 초상，;>] ，ιι 잊 영호의 기보잉직은 7-80\'!'이 지냐도약켜영극악원에 

서 깅F앵원 여러 악보에 우우 영향응 주께 원다 

… 깅7Vf 셰 r엠야j 꺼 HK없각션구회 j영)이안염성 }양에) 
," 쩍얘웅 영져ε융사엄용.C오세흔양 "윤영 ~ι lι Z 역 
uω *서~>!<f!Vf "'''' a-땐”베는에 옹 는응외 써R이 ~"것이 아‘Rζ 펌우입 
넓게잉요은엄‘i으연@아 l갱노상얘썩성￥의구조ξP얘고자i융사상등S 

깅우에 "'써 1영연우시~};잉깨’‘어 5 익""WI!<- ，써 그i싸새니“ μ}또는재앤 • 
ι써 ?낼옹 ! 、i이가 $'1<1'"써71~ "!11i우영악의 〈써딴주진용'1"1 ""ll.s::M생)이 

건썩 4얘，얘수 i용 ινJ셔는 아성에잉써영"써 



연극 잉응원‘샤 셰R앙 기R 연삭괴 .:Ii!깨 … 
3 정냥희 안기옥 가야금 교측온m 

용늘애서 이 악호응에~드는。유는 두사건응가이긍산ι익 뛰어난영인이 

그L 또 이 쿄씨용。1 1%8년에 응안딩 것이어셔 냥양 서 냐ε 어인 산소 얘보익보나 

교칙용보나도 녕내가 앙사 있기 얘운이다 성!'-J펴ü90'd9l'써ilY. 얀가욕-(J89.H974) 

은 ~，한μ1 ~l인써씨우 공깅써우로 지갱이기오 었있는에 이러한 이혁이 아니디 •• ‘ 
고옹.~에 냥긴 연주응 을이 1연 그응이 썩어난 연주기잉응 잉게 확인영 수 있디f 

용~"'응 '"잉 년대 영에 。P↑ 깨양응 샤끽하연샤 서양응’}의 화성직 수용이냐 ~tll 

걱 연웅애 있이서 닝전보다 앙셔 았었고 T우히는 응약의 ~양도 냥안파감 안녔 

다 ••• 

구천의 양벅응 더는건고하I 싱지 앙았다-거내 극히 보현져인 망명!2....~.꺼 & 

께 보급시'1며 구신용 이'1고져 초효걱~l 악꺼ι:1""1(악 •. 잉기)도 킹하이 거 쩌 -안 

'R는 ~. :;;!각용 이익안 내용용 보 •• 냥아보다 앵씬 앙ι씨 조4꺼인 훈련 앙영응 

E잉한것으나으보인다 

온 긍에서 긍긍한 갱 ε 구천 전숭늬 앙녕f씨 의해 성강한 두 9 인아 요션기lι을 

어영게 아애하고 있었응까 히"' 껑이 다 그것 응 ~""Iql응 산'"년 닝얻 산5ε 영인등 

파 디]11]익 '1 에용이C~.19) 

온 교악용용 보연 용흔의 나 .. 에 응어가기에 앙시 D즐 기ι당의 응구ι가 션엉 

와어 있다 여기서 공거샤가 오션악보등 어영재 。 ι꺼멕고 있는꺼융 잉O 앤 즉 있 

다 ro. (에보 ’ '1l-~ε〉

m 뼈 、야 당거 '*,lil- Y'_~J Gò'신8야괜 W'8.9) 
j에 I샤ξ에 νgι샤& 염;!-"'，얘 ~셔 8). 17，쪽 

."오신빠l 잉A.~ 잉석.，언여야지영회나성긍g 깅% ’안엔‘씨에었씨선~--"-... 
잉F산잉인R오션아보에 대한꺼우뻐 싱1잉 이R’↑얀잉우셰，에나 IH'! 에 오 
선 아호 도잉으 기에"' 에Ð' 어，. 아 

3이 ，。예 정얘 e끼옥이직갱 자욕경아 아니고그리 이등안!여쓴것;>， o}'엄히똥 잉운 

흩 스= ‘1치 써 야 그영*，ηcl ，*õõ 195’녕 우녕 냥빡 한 공째 오선 71 :>1.1< 
얘싸 m, 정의 궁에 !‘애 。1 "l.fq.이 응찍어 1 싸 용a잉 씨.~ i!따 양 수 
잉다 그빼특앤 상H>당야 J율얀 ι }ε ，생 ε용 어입 구잉m있~7h-，""긍에 

서 수'" νp，사가 。서다 



1ι 응:11:::익""잉 

(이영ó; 

응， .，이 응에 i 시아송 
1 

씨 i 

〈예보 ”응 보연 가야긍익 구응응 녕한샤 다t재 f고 있시 앓다 주욕되는 정은 

''''년 우영에 。]p] if.o딩의 조-8..←i'-JS~ 송야도에"1'의 ξ우조포 파악싸고 있능 

성 l 실응아 기보싱의 응용 영도효 영λ때F고 았는 갱이 다 냥얀어써 ι으ε f애긍의 

실응에 대야써 인식하고 있는 악보는 1970\i깨 이후셔 f '앤다，n ~용한 "즉 기야 

긍예서 도잉갱1>:- ι 기보응”존 성 }서용 A유으오 강고 있는에 그엇응 <>}p}도 서"<，>;;. 

익까의 연주를 고허한 이유영 것으료 "이여 m 아}(산E영갱 정증4으호 강고 있는 

냥한의 경우와는 다-，"，다 

1%융 기}야긍의 ~융구조응 속라도써 이 로 S다~r&:고 이 껴 에 ~ 기호항으」오써 기 

보상 신조가야긍의 용갱(정윷}응 C유이 원이t 。 는 상기의 조S구죠와 기보β이 강 

] 경긋기보τ=호하께 오어 기보겨져 } 쉬쩌지는이성이 있융앤cμ， 산조의 

용갱응 다E게 인식하지 앙아도 되는 연랴성도 생긴다 

한영 냥한에서는 정냥희의 재자로 양E 져 었는 경응I끼1918-1987) 명인이 신조 

'" 이영 r가야앙소(서융 엔굿즉악얘 1971) 
찌쩍익기깨생않신조의샤?껴 씨의 영주예 !생잉다 수 IIl) 1B' 



'" 

。1 채보이 요션악호를 인서 쓰끼 시작영 것으오 양1 었다 용 글얘서는 깅&역 연 

콕으로 되어 :tl\':- 영3회상 약.~응 용얘서 "증 선2ε/ 사긍''''J 요션악보 '1보체제가 

이 당λ 에 어영에 인 4의@었는사융 살펴보고자 영다〈예<6 상ε〉 

힌R 진웅 B'W>QA1 ;;보언’요 인씩 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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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피상이 앙깅 경응찍 연콕의 오션약'!;lßl용보i견 영대증잉우 퉁ι1 ?!-~~~념 

egac용으료 71!ι되어 있4. 이우언 ~가 성영이 없는 이 기보는 여려 까지 오얘 

용주깨 윈4. 

갯써"'- 12증 산gε}야금의 조윤구소는 슬아도.1lI p] 가 아닌 연마슬라세가 의 

"'‘~-&여녕도?싸 성요썩셔gηwιi 영해 αj-!;'Jf 5'.책그어잉다갱잊 
?’‘M\1!<.~ ~.악하시 옷.""에 강용써 U써@더 이 여혀 오샘’이셔'"'애응이 유옹 
쩌8익유써엣‘9세<%.'∞1 γ써;슨깅쐐 j쩌끼"'긍싼 iι유자 j 갱” 

고용유아생용옹악Rξ 응g아쩌I 잉에" 아 ‘f응，"'""정싹 이우영 닝%’껴 

잉4 



'" 등잉g익뻐잉 

고씨 쟁종융 e‘、。f이 야닌 d응드흐 "셔힘으호.0\]25) 그것응 융영。， 0)년 재영년혹 

이해도)는경껴염가져응다 신제g 잔현야한”시 연주재~l "<1망 이니 g 형"01 

니 풍으~ 시챙하기 드 영". 

두 언쩌는 용갱의 응농@깨 얘한 고허가 피어 있지 않다 장즈에 아4 용갱의 응 

농 는다르으ζ S 유 7J-ôV，긍으3ζ 영암피~응연주아 Q에증여는 a냉에 상조07}"f 

긍으R ~2ó.용〈성수용 얘용깅응 C 띤요흩 @ 때는 eief나E 용 J 잊쉰" 

영얘증잉냥이 속ξ}도에'1'가 아닌 ; 이슬이씨가 원 것 용사에 산죠 ，)야긍의 

조융 F조가 얘이승리‘1'7)- '>! 것 용갱익 응영t<'l가 고히되지 앓은 것 기보3-ò'1 심 

용애 대한 고허릉 히자 양용 것 응f 실응과 711<1읍응 문영직 영시안 1958년에 나 

용.'엔외 교용과얘조왼다 깅융딘의 기보에째를사죠용" 에 적용-$:게 오언 그 

것은 싣응보다 안전 5,", 와의 약보호 끼보.4 에 되는 경1 흘 가져응다 오는날 산조 

채보 야ι의 i‘사가 이 등에 셔 야훗원 것으호 앙고 았다 

기야긍연주X뜯이 -:-!:v}<>F'i긍의조융귀ε을 허며승하 ^r효잊고있τ'~l~똥아 

리상용 역주하연서도 그것익 께 영웅 가야긍 조융 응응 에라 에이응aμ1'.>e 노예하 

연서도 우잇이 장용되었 ::"1 인2 하지 옷~l-'는 교유이 지금도 전P역에서 안욕의고 았 
는 것응 보연 역샤갱 i까~。 나 제얘호 원 이해릉 "7만한서구지뻐 역힐이 당갱9다 

중요장웅새J 깨양캐 원나 

앙서 지써한 2훈약이나 3문악이등의 인식 j 에 ι 냥안F익 çw-이”시 구3느상오얘 

을주는구조는득'1 조기:~- ~~ 。 다 옥안F의 교셔온에서도곡이다연인아 죠기흐 

응쓰고있자는않으_.양。 아지 않는구죠f 니ι써다"유 〈이보기에서팡 

흐안의 웅씻기호r 여언 의U 인지 요르었다 

2샤 8껴옆 깨‘:t'1l I \ti>ll!'-ι 이R연 

2<;) 'iI't', *ÖI，잉용 우약 옹주요.에 i우'll-'ll.s， εμ-)>11 '"iι" 연'"외얘'1-'8-1'!얘기기i야 
에;있나고엄 

""앤야아 ’fol>) 잉x 안 cf;-~"는 ι 



잉R잉쨌서양와기i 잉애그 WI '" 

(예보” 

또 다융 〈에보 "융 보연 혹언에서 다f영 응 냥전자} 읍구즉카 디념개 인식 ,'" 
있。융앙수있'1 냥한외 타영서영 연주하려연 〈어보 m의 L웅이 f읍으초안응용 

허셔서 해"1승，ç 의 f←F죠오 ψ께어야 하끄 그어여 조7며는 용햇 "Õ'~y-호 그히 

지제 원q 그선예 이 괴칙옹에서τ 타영이 걸약도에nr.으1 용구조흐 "δj 에 의이 있 

다ι" ，예너 8 칭조〉 

@보" 

m 정냥껴 % 공저 f찌긍 )，!.양jι션'^-샤 1958. 9ι ” ‘g 
이능”암의 니1호융옹에양예응깨 •. 암，.ξ9액세 ‘는 예얘 '!F‘석연쇄 앙정뜨이 
는l\óþ긍 8‘웅옹능히서연주앙§써에없빼영주에텐] 이는 f염아애씨 e 의 양 

’오도"씨} 써가 잉 까 



'48 ~\'l~약1Ð3>\'l 

그러나또칭냥희 곡애서는용랫 3개을용여서 C온갱 계연 길a] 용구，~인혀지 

"'-~즉 8 고 있다æ， {예보 9 갱조〉 

이 예등보연교칙옹의 〉세;>l가응 구ζ응융-'L<=거나조기호을인식 δ}지 않이셔 f 

시""았는저은야 1 듯하다 

(여요"' 

4 국링국악원 악보 

한언 r한커용약J 제3갱 잉조」 악보’는 r한R긍응이j 에써% 에서 그애호 싼용의 

", 여기애는 익끼ε즈류*>긍신호가.라‘이 &아 친양조는‘g의 3\!}0<}케 용갖 

하나 조오 기보외이 ~q. 왜 산소익보응 을햇 하냐효 채보에었는샤 그 파정융 장 

앙지 옷하지?l 그것 g 아아F 앙λ1 언긍한안획이나이잉작 아악부요션너 "익 기 

보퉁 영향예운일것이아 

뺑
 쐐 鋼

영
 
뻐
 總

씨
 씨 써 



깐극 ~*g ζ깨셔 .으" 갱 인씌 ] 얘 ,., 

용 악~.써써 사쪼가이금 4쩌 i>:'('>，lN즌 F용셔1 그g 석 , 고 용 악셔> ι연 그것용 

도오재영창원다 종g개여약보얘영에서 F옹이 로로계영양되ε 것은잊다그 

러냐 용 익}보에서 F용운 션융구조S 보아 F오 계영강 되어야 야" 그러허연 죠기 

호는 유옛 2깨가} 앤요하고 것 응 。(깅 증)는 라로 계영창 원대 〈예_"- iO 강ζ〉 

(이15! 10) 

'" 진 앙 

c‘“ .• 
좋f 

올급g 

종흥풀를릎을듣을좋륨 꿇늠 율흘클놓좋초 

용 ~t~ι애쓰고있는 융랫각니느용요깨a ’ f응 ~각죠기호ξ 시운야었으~. 건 

국 산조의 응우 ε가 쩌대로 안영야기 앙ε 계명상으효 ，)티나재 연나 

M 년 첫 벤째 걱「겁에 이어 엮 악:!;i-는 이꺼시 앙고 ，~，년에 그애:'i. .+사 항간 
되는에 그갓응 6 얘 }지도 상~.의 용 우조에 대Rι 고인용 2↑시지 않았옹을 보여준 

나 ""년 욱한교칙옹 종정냥의 영R리에 조기호가저대，용어 있는깃끽R드대 

조깅τl. (애보 9 창조〉 

깅&익의 익보이써 산죠J}<>)i긍《예 증융。。표 7보영으오써 경국 산fξ옹정"'B는 

안섣)도의 ‘}이가 냐재 적는 기보 야연을 오등날 쓰고 았는이'" 안약 외 기.호 e 

씨 *념 연주팬응상호4호의 71.!i!:영"lol 3-썩이;l-Qi않동연쩌 긍여셔 ξ응아 잉 ”정 

용 이 l 인 연요가 았야 아예안 째샤 샘oþj)옹 야느 듯 야조 01'기가 *'1 잉l 오히여 섣 
웅씨앤"I.ll.에짱 t똥악기약 1 연째능성용웅성}빼.'뼈가X 세 되잉 

앤으효 애 '"’“ 안 앙지 옷허운 하극자등옹 끼야긍안 성M는 다i 이삼스오 장옥~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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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끼 외었디영산ι@갱1 논난7도의 :>.1<>];1] 내드?보땅이응쓰씨 되는견!~'f응 

'f.왔응 서10]-cJ-. 

5ε 외 악보에서 깃!'llSι 중오이는 4용의 3악「자-， CJ앤"， 중J'.5C<'l 자선요혀 휘오 

리는 8훈의 6 각자 난'!i'--려는 4운의 2야자호 '1보S써 있나 ~l연 용일강 。!-!O-에 킴 

기f 얘보의 성상킨 가3도 실려 있다 어가서는 진%εε가 8훈의 " 중Eι려는 4훈 

의 “ 중증!i'-<']는 8훈의 ]ζ 씨~， 느 @운의 ‘~ 얘보외이 있아 통일한 익j에서 

연이이 나아냐는 얘보익호에 얘보자가 디흔 이유g 벅「차7].:9".7↑ 용인의지 양응 정 

또하영에 중요아는중{~속도 3셔'1-0] 옛 요인 "악 한장단이각끄었i프연서도 야 

자기호는 4운의 6약E--"- 나약냐는 정 등은 오늘날사고로 간 이얘S찌 않는다 안% 

"댄5'.<'1τ3용 이냐 2운식의 삭긍한 .N으호한갱단용상고양냐 는해성의 언 

급이 셔 는 증R제 에야의 써보。 꺼 ，이L찌 않았언 2용익이나 3훈익r <'Hl에 대한 

‘a명-n- ~!삭이 드역냐 잉Cf， 

5 이재숙 채보 가야금 산조 악보 

얘여써 국야피육이 사시딩 이후 구정 용악아 애보ε']71 λ 작얘 기야긍요죠의 채보 

에 있어서 션구지쩌 역앙융 한 샤앙이 'f~ 이께4잉 깃아니~. 1971년에 r기이공 산 

조 다섯 아양j이 쇄보 증연되었고 거기에 「‘ 냥희께 *li긍 :ιè，'깅&억 갱수) 한 

싸잉융 더해 2α@년 "에긍암조 여섯야당전갱J~"- 응강-"'1었다" 

용 "-Þι에는 영히누7 에 까애씬! 얀내 을아 흩이 았4， 

{}，조 온갱의 실응 71.t.!을 위얘서 71-...<>.fc"l혀g를 f고 있다} 에라서 산조기。t응 

징증〈재 δ，'"응 ι응9.5'. 잉 세 >(，거 있다 오선보의 유;딩이 형균융" 강시 잉용찌 강 

야 "" 인져->'.%:><. 생기꺼 i이셨q ’” 애% 씬저 "씨{.130 "Ic)i"I>:f 경， ，쥬따 'l~-{j- . ~ . /J<1I용 갱영~ . 'l/'얘"서 
응 〈은이슨!까 m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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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3 이 익고 강2도용정은 4훈의 3갱도의 응정 이아고의이 있아 또 양Y에 g 

A 잉 」ι는 정.원 션업야 아니고 구전써 εε끼@ 임 웅 씨 '1고 있으" ←이조이는 부운 

의 조7]~응 갱가"61-'.드 것ξ 영암성에 있어서 디~{~，제가 있이셔 생약하였다 고 직 

고 있tl .채.앙 얘F 신엠옹 고찍하지 ?!" 소여 냐는 대호 꺼옹 것 이리}고 하었 
으".η에연조에서 c'응온 E와 F’익중Gf Bb역시"보다농고 B보다는낮게 인 

주해야 힌이「고써 있냐 

외 영허우거의 내용올 응~~o] 생'1해 끼연 iι~J씨는 어떠한 얘L이어야 당끼써 애 

안 l얀이 생긴다 에보는 소띠의 한순한 용낌이 아 1다 채보와 “시애 그 용악의 

f죠에 대한。해 '1 수인깅 킷이끄그구조를 기F장 강 드하얘기 휘한 기보상치가 

영요하게 용 것ι 다 또 二" 보장시는 사공의 j 한융 얘나서 lι윈걱으효 이에껴는 

계2 가 뒤-， 한 것이나 .옹 고。f!i'.-응이 çt.lιξ서 찌대표 기농융 샤시 옷’@던 

。유 양용 얘보셔영이 잊 성넌용 f 킥가기간h에사 치속"았응에 E 이아을용 j긍 

쓰고 있는 이융 풍 끼기。 는 용약의 구조 파악에 얘한 근용씩인 잉꺼'" 있었지안 

보얻걱 기보 장 0]1아연 부녁에도 앤언이 gμ+ 

외 영려누기의 내용응 실응 "1용기。 죠가i와 션정예 캉~} 얘용으로 측약녕다 

1958'년 욱안교셔용에 이이 기보_(;.$J. 싱응융 영도호 ，μ강δ}고 있용용 상여.있지 

~. 그 뒤애 니H응 ;:''Il~''f앤 악ι샤 깅윤덕의 ~t);!-'에서는 이에 내장 인식융 획씬힘 

수 ~엉4 그러나 외 ~!;l.에사는 채U에 앙서 실응.， 고려의어 있다 그언에 *' 
긍 새 효 악보등 。 용S}t 실재 연주자 대용푼ι C닝에 보요 보*능 농은유지니 보 

"에 더 익숙해 있τ 것아 샤설이어셔 C블쟁 "JV' 딩응「융 냐타 ”주고 았'1안 상 

용갱이냐 보여성연에서 "1효응.'H라는 생'1。 내 jj) (예iι H 강조) 

'" ‘’잉이 ’ R 싹*서산쩍에씨 ."-11.'1_"_ :I것의 껴영양써어 >fl'Pj ’쭈야씨 '"' 
서인지 상조의 웅구죠응양케 의>1'11;지 잉온 λ 간이 정'" 이껴용여*적 당언1’느거혀 f 잉~ 
깨앤익 성쩌 여 ‘에川고 깐+"4 전언잔 ‘E져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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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m 
진양조 

“ ’ ’ 시‘서서시 j ‘ ‘ ’ ’ 시 

’‘ , "’, , 이이”시，~， • ‘., ., 끼 ? “ ‘ 

‘ 시 ’ ; ’ i 이 ‘ "' , 서 j ‘ 이 " , 

써‘’‘ 1~ ~.， •• '，이 s ’ 서‘시시‘'"‘ i 시 

두언에 운에는응"운운이마 안녕보다디흉옹응갱흑연 ι;긍녕응응정그것 

응 수치료 웬 " 혹은 4훈익 5이각고 나다넬 수 잉응 것인가’ 

흔송1 영긴등이 성응이각고표현하능 잉에는 이써한응정도포앙되어 있디늑 생각 

이 은-ll 그것은 간용 조 리R능 g!，낌 웅뚱그려 효현으 끼xt뉴킨끼， 잉 " 에 게 U때 

한용c:l은 '1 져 씌 。1 수λ'1J~ 아니라어느의마에사는강성석이걷는 생킥"1 ~UJ ， 득 

영한표연융워한깅지이다 영조륙표현할 예 강 2도용갱샤이가증끼 조융되이 영 

주파갱에서 셔성이나 시깅씨 응으으 요현딩cl나든지， 셰연j서끼 농연으3긍 인얘 영요 

。1상으오 용정 아 농게 표헌，1는 경우 퉁-<>14.") 

진풍융악 산조의 기~에서 이용융씌 요연응 와한 기보 상의 고인이 갱당 연요한 

것인시 기보오 그것이 히 g영수있음깃이지생Z뻐홈영요 } 있다 과여산조영 

안등의 연주옹영이 마t:-.~융~연하시 위한 것인지 영안등이 」늘의 용속에 산a의 

응'"을 4용의 "운의 .'\%으혹것깨어 인삭하괴 있었』지7 언제든지 그응갱~~ 

〉이 응 강""' 이"영 사엉온 영요。딩4 농은 6으호 연주8 얘 양는'1 



성굿전원끼양g갱 인식익그야 ,,' 

여주히는지 연주를 .1다덩니 또는특명한 느깅 응 호호 •. 언하고자 하다보니 d 세 한 

옹갱이 3조명잉 깃tμL 안응안다흐긍 농거나낮온 1임을용느끼기는 i냉끼안 이영 

웃 수‘ ; 나양영 수 있응 안당 깅k성이 있는 것안지 액엔연주얘도 4용의 '. ，운 

의 3 응 동잉한 응갱으cè 영주되는 갓융 "1욕융 써 껴 의 연수라고 얘야 와는 것은 
아닌지 등 f전 응악의 i 보여 서 중요한정은 영인응이 용악센 얘한용디 생각이 

어디 에 있있언 것인X 의 T-S-응 짖아니 고 터득하는 잉이 ，{까 중요" 것으호 용'1 

션중용악의 옛 영인을응 얘，운 λ1양응야의 영향응 C"'아」ι 할 수 없는에 그영 

에도서양옹악의 영양으 i'. ;y，원양응 세얘가~연수용등갔응찌끼애장 응;싱 t얘푼 

에 선올우조블웃영"H듯시는%는냐 이는생용애인 인싸듣아 안듣어내는응악「이 

나 응정에 내찌익이 있는 ~ •• 파 응익IT조의 를응 。 에R얘기 얘‘잉 더이다 

션용잉씩F에서 "1세한 옹갱응 응 i 예 인써 S어? 있는 것이 각기~냐는 요현의 

파갱어 서 나Eμf는 g현상의 ζ응 시김새격인 、&"1라고 헤야 안 깃이냐” 

영인을이 션엔개녕 없이 깡단"능)얀응 7]-;자고유걱얘위응해 왔다앤오늘냥 산 

조 한씨}당의 가역"1 '"운 "푼씩으< 늘어 } 잉기 어연다 산ιε에 나타1냐는 '1장 

잉응양응시 o 는응우조ε 찌연긴마승하시E에애인대 갱(key)'용단벼안가싸 

등이 잉이 나싸니1'" 이에 오건악"의 기".에셔 조기호응 용잉으è..'ò..써 용갱의 ι셰융 

더 용명에 느ι 에 수 있다 안씩 판소리나 ~，조의 영얀 영강을이 갱 찌념을 가지Lι 

있지 않았ζp.'! 그 선융은 X 칫 씨루얘정융 수도 있아 갱의 ‘,"'" 며랴시 농1연 사 

"'1 당"i'.;지고 누흐는 응의 증 자혀도 ""지기 때문에 아에 따응 훈연피F정아나 건 
강강조성 응이 영인응이 7Fti응 능려"언 f，걷{각 얘” 였용 더이다y.， 갱 6매용 '1 

’h아지 "" 상태어 서 산4외 얘보는 7냥하지 않다 

일러우'1 증 기는 농앤7 공응 농현 ~1'f.한농현 경3에한 상현-용으포 X에 따은 

li엔의 '1이등 드러내고 있디t 。 성은 꺼강생윤 갖기가 에려운 효현안 싱 E 갱어두 
너'1도 사조의 션응응 훈석얘호연 이것이 정f 온깅이냐 깅 η'"파 관견혀어 션엉 

Y시 익，'*악 8앤 ~"i> 띤 쇼'11=1 얘 1If-!'''IF• '"'셰 /~'I; 깨 J써 

.. 깅즉다 ! ’8 긍영애 능어 ;ι 신조/ρ얘 용석에c인 영 U등이 경 ，~는 〉이 01 <， 산<은 연주1이R는 
')/0) of'닌가 õ\<, 생각에 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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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펴용가져오고 았‘=이 띠닝 요연(농현)의 :>.1-<>1얀 것융 안 수 았다 지용옹악의 

얘보이꺼 득에 인요나 g소에 C조 풍의 새보에서 션영을 고이하씨 양은 얘 소리 

니R는 예g외 써보 안사에상그 용악의 구조걱 에픽냥표가아，01. S\.는 것이나 니응 

없다 

6 마무리 

지긍까지 1958년도 마영 교칙용을 인두-~ 200! 년 악보에 이S/11J}시 얘보'1 기 

보 인식파 그 영져 에 대해서 간f，f이 상펴보잉다 구、전응익"'ν{ 악보화 S 는 파정에 

응?썩 T-~에 대한 。 애가 긍서우잉은 ’F얀할 니써 가 엉A 。 는 이등~I나 조기호 

응응 걷갱깃는 도T가 ‘ l 것이é ， 보연성 있는 기보도구가 샤8 의。 야 학 것이다 

이이 대학 교옥이 시작인 지 %년이나 념 ~ "1정에까지 아직도 구전융익믹 연제 

응 옛이나시 옷하고 ”는 깃 경<1서 이경아 욱안써씨 이"1 " 얘 년 전에 터특한 
것으호 보이는 극g가 냥영F에서는 아t도 "ls펴 았는 갓4영 보인"1 옛 고악성의 

션정이 ‘i신익보 기보(껴서는 """ 지 않? 릉 아~4_ 



The Understanding and Limitations of 
Transcription and Notation in Korean Traditional 

Music 

Kim, Hae Sook' 

It i:;!he purpo.::<>e of this th""i:; to rcseorch the perspe<'ivc" on and limiMions 

of Kore'"" (md'-llonal rmL'ic trln:xription and notation, Fm this research I 

examined converted m,nu-'>Crip(" and lr:lrlSCriptions publlshed during ~'" 1950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tran=iptions by An/Jwuk"oo Yiwangjik 

A'lkb" (Royal Court MU',;c In:;lilU!C of the y, Dyn .. ,ry), manuscriptS of J01W"Fo 

.fc'Y'-W< (music of the fongmF" fc'Y'-" ritual), s''''Jo ,,-<tnuscript' publi;hc-d by me 

Natioruu Gugak Center (formerly known "s tI", N.tiOll.1 Center fur Korean 

Tmditioru:d Performing l\rts), JPp/J,-,um ""Uluois of North Korean. Joeng Nam-hui 

and AIm Gi-ok, the g.>'~lm sanjo mlUtiurW system of Kim Y\ln-<ieok, .. !mjo 

fl=w,cripl> tr«usaibed by lee Chae·,uk, and more. 

TIle transcriptions of AnhMlk and Yiwanlliik kikhu, with their use of a smgle 

flo, and duple time, influmccd greltly the smff notatiOnal .y.l<:ffi for roy:ll rourt 

music. However, tlm l€d to rni'rL-pre;ent.~tion of mu,icaI form wht:n it was 

ldopted "ud used ;n transcriptior;s of genres with <hfferent mu,ieal '1nKtun;S_ 

On the other hand, there "'"-, a ili>tinttion be<wttn real tone and notated [one 

in the 1958 North Korean mU-,jc ITIllilual, wltich has been compared to the 

vanou; rc.,.ulting manuscripts of Snurll Korea. 

In CQnelusion, "nnsaibing music of orol traditions L, not a ,irnplc conversion 



p=, but " process tb", mus, be acrompankd by a compl~~e umlert,undlng 

of the musical s,",'ClUre tIM will uid in ,he proper [r.UlSIIli;:,ion of our [rddltiona! 

Key WordS: A'lIl""" ~. ga-""1= "",n",,'s 01 Joens Nam-hu; and Mn Gi-ol<. 

{jyem~ bolla, 5Olf"9"l. si!JI~n ewn (C<OOm<:o1'aH,k<t no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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