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염약 ~I J<잉 I t1"-2<l~

12010-"

채보자의 지향점 논의
우엇을 고수해야 야는가1 그라고 우엇。 서 -^Hr.표워져야 g연는-7t.

약이경·

'i;h융대찍익 재욕이 웅 q

낙악의 시보야 기보 ~!-t 논의대상응 뚜1이 잉f%þl

그리고시간에승용공간에~.으연서 영제 의는 이득 "히고그에띠는우각용옥다

살3j!ι생디h:. ~ ι까 보이나 '~BV.}'아 'i!'i!응 보l.-]，，~ "l-<'~도 오등 이 상{ 응 잉껏
한것 e 이보고상응듯이 야지걱 연주X써 얘갱싸견g가격 영역윤 우우산여 용의

주도하깨 우성 ~H，，-&다 주최 측의 영인앵에 쭈응하은중응 경"l-:가 있기를 기원한
다 그려나 그려한 구성이 츄 꺼끄러운 연도 있다
각지격 애갱윤 갖고 있는 나는오늘 애보자의 X 양정 논의나}는 주깨호 얘기응 나

누고 싱마 L써개 있어서 채호S얘기보익 용재는 언찌냐약h융객을에서 드러나는쟁
에에 국한외。1 있아 내크 λP잉 71<'ÞIT이나 "'앵용 얘우고 개+응 얘 g 지안 강 언도

악보에 대한특연한온-'l!<>] 그당애엔엉있다 그때의 약~안이우는파성에서 선쟁
이 성께 {3익으호 등 1주고 여랴*'연서 쓰는 ι구에 용까겠기 얘용이잉다 다귀냐

요즈음응 선생의 연주릎 늑응에 딩~，놓고 그것을 언P매는시 재생해서 을윤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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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허니 교습샤，~셔 주어진 약보"' 개성되
이다 악기을 때우는사양으효시 니셔

야 한다는 강안응 l써깨는 없었다는 것

익보안 용악의 ，"는 격 연주''lJ-영 g에 대

?

한 ~l'ê.었으며 그효사 응용엉나 종 더 구켜 격으포 기억해야 양 핑μU↑ "-'연 나 자
신이 기호나 지갱융 익}보에 갱가양 수""-~ 었다

그영디연 오S 어 연 ;응 가르P:l~는 사 ~rO ，호서 。f.".띄 운제등 종 뎌 싱zi"õ'~에 안
삭아 수는 았고 그얘서 a꺼 운세는 교유에 강여하는 션도 연주지등의 주요 판싱。1

원 것이다 그 AVJ:응 ‘한 핵 싸을의 안성 대상아 쉴 것이다 그이나 교씨릅 인F을
얘 생7 는 운세와그해경잭써 관한←의는여"'걱영는익애늑어간악보에서 나타
는 운에응에서 생기는정경응"능 시웃 다릉것이다 그얘서 우리는 채보와기 ι 판

견해 운체의삭용 '4호 가정 영요가 있대 " 연주가 E용에서 교사의 관성대상~! 쿄
져 잉 여날걱 는의 대상으호서 각지들의 악ι 。1 증응 우운이}시 &으연 。1 억「속대

회이싸{익 논익 7)- iL융킥으→e 진앵오 기는 어떠응 것이다
대찌 주지에서 얘호와기!ι융구얘여 4효구용해 양잉으Ý. 그껏우j터 찾아갱리
승순 것이 좋응 늦(직

cf.

운회'"영빽피4써는 새보안 곡초증 등4 그것을 야보효 안

드는 것r이라고 정의했나 안연애 국링국이잉이 께공한 기보의 웃용
양껴"t. J) 야 당숱하 정.:>J 7} 이용해 서 기보영융 찾아보냐

。tι융 기옥

응'!의 연주나 양:R，!닝

-,

촌 칙κ， .μ임를욕격으오 연정한약속이나규칙에 며아 71~을써시 약윤윤기흑하
는 앙엉 이，"는 왜 양oP~1-\안f 갱의'f 니-:æ:"r.

영。 샤효등 잦}아보았다

tran<Ctip써。"'1 고 기인는 ••씨'00이아 η이~~한 ι=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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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αotat;0<1"01''l-. 9 j-J;!...<;l. 안웅i나

이나 을 'f 은:<1"1는없이 보이지만구얘여 차영화하자언소g 을 ，~얘체로견

얀 F는 것올 강조하능 선자는 악잊측의 우엇응 악보ζ 얀드는 것응 강조힌다
깊개 판찬써다

F의

앙약애다 이6느 뜻의 이‘e에서 후시는 와영인 단어이다

나는.야생횡융 서양용i유}의 셔λ[학외피P성응이4송}연서 사리"떳다 재?가 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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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μ}익위는=，에서 용~，，，.o니퍼올사개 5'mtl !A에 S써 지도교숭를껴응 안났는

예 '1나혔다는 x에 국영국익얘 츰간의 r한극싱용용 약선겁 l 디R섯 권CAnthol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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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5 , 191씨응요여주었아 수흑잉을응이악또느갱악

싣조 해펴도"응 ι선보혹 깨 R 하 것인에) 에속하기 영시 않은 악E가 당신에게 지
걱 호기성응，g 했인것 긴았다 도대에왜 이런난해&그해서 보고그대호 연주

<H 는 용 F능약

서 OJÇ~.>연를 이를‘ 야 i;]i드시율 응있" λ멘스에 얘당융 하지

옷히영" 유랫 'ß여섯 깨 조g는 이 튜느 걷이 우슨 욕객이 었응 얘 션 ε.:>!f;잉에서
끼니 가연셔 1잉 경"양 때 많이 쓰이며 그 조걱 생격응 특히 장소하j 싱응 드은
정우에 쓰였딩 것이다 그혀 J 아훌흔 용잉응， 연경냥 션4운응'R.8 똥응g “문응

‘ι애 용는 경과 정 응 옥싱한 익「보흥 인으여 소ε 듣 띠응굉 수가 없었응 것이다 그
악ι에 당기 원곡등응 어려 악기응의 상호악용의 건까흐 우이 <1에 유연찌끼 아릉당
개 을리는 응양의 Jε륙인데

E• 1 히시 τ 것 강았다

그 정엉 얘운에 ;']Jι에 하안 깅잉은 잉쩍쭈터 시작피"，이 ."，인에 증원의었으
나 언씨 1’년이 닝 e 나의 논”

안""용악연구에 쓰인 악ι이써 드이나R는 갱영 융

은 그녕깨 샤착써 얘보에 tll~ 안'il"l "냥f 경과이'-'1-.-，) ~ 논운옹 우"의 갱퉁7↑~
영파 서양요건ν」리 시용에 ""드 장인상 그히고 채 1의 경찍파 '1농의 양안눈영용
~l 호 사파<;J었'l 이어서 당시 이승 적 경j 용등에서 명깅펴는 운에응 논익하었는
데 1 갱생등은서루의←의아힘깨 지낭E 어전히유JL하약는생 e에 ~[l 1)죠
표약 실응고 g기의 용재 긴읍고 효기와 선융요연의 a께 ‘)응가 표기야 i:'10K

기의 문져’ ‘) 아디잣 71"f 익자기호의 운제7 야 얘트_';;l.\';- 까르기 Rλ)7} 갖는 의이
ω'"앤." 애서의 용"l 기 λ 효웅기호의 깨항과그소통의 -R-"ι 동응。1후여허
다른 는운g애 외에서도 디추이겼으내 아아 양Cι.도 그혀양 것이다 。 。 정 용안
파고[당응건강한것C 다 이등아싼고있는비싼써 ‘'"이 없이는우킥는 용지흩

얘 응r짜고 양1언씨으니g 니<'" 수 없& 갓악 '1 응1의 R이 방'"서 이후 써보야 기보
용깨에 대해 찍성씌으 g 딩표원 자.iic릇 핑자가조사깐경끽!-t-{효 n 과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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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g전한아 、‘푼 "녕응 상펴보연 산조 기걱 얀'" 앤소'1，

영’>J- '6-’~!:!.-!>I 판연한 채보의 -R-;애 그리고성주'1 교유에 연예샤킨 논의표갱증되
어 있다 이.，? y.투 장료와 디양한 "응에 견져 논각가 '1"끽거나 채보J]}강연?가
확고하재 연구훈야의 한우‘ .0 ;ζ 이사딩 것응。 냐나 기E강연운께에 상응한논
의가 g밍해시고 았는 것온 동염이 잉아 특히 지긍애 가γ태지연서 그 세가 늘어낭
응응용수있다

우리의 전동에셔 악연는 스리의 증'"!"l~ 기록응 안지 e영((4. 웅증'''1''μμ]-{;;인

W

찌급 5악홈 당응고1tU-는국4간의 역λ념 연구딩한찍끼똥에게 :l

~{I 직인 자

i이지안 」에 근거한 j 현。1 성지 양을 갱도g 소9하다 그잉꺼 기특찍지 앙고 냥

기주년서 연주순ι 에 《웅셔 연주호 써숭의는 i￡열 이후이내a다 인{강흐응 쪼
안한 오든 진흥응악 장흐를”이 -'1.，↑”경/ 강상용 s‘?으호 션안외연애 연yS!]- i，~유옥
욕져..9..5i. 싼 약f보등이 19’0년예우너 반도어X 기 시~I"하였다 그 껴갱에서 고악보에

서늠 께시외지 않았언 중유팩 갱보들깅l 자애져 ? 욕용 영A껑이 。1식꾀기 시써태였
다 특히 연주/얘응 ".안하여 응 G 용가의 영확한 기'"아 주?띠었나
갱잔보 에계가새1운 갱보응 당는 앙영이 깨설끽연서

WJ 않이

용용띄었아 또

‘JA1'개 교육되" 시끽하영인 서양키 오션<. 에X 가 직용진 악보도 안들이*~t. 그
러나지날까지그 4 길샤 ~ε 시간에 이 오든작영이 앙꺼언에 이루어지연시 갱간
보의 정우'Ý• .~.선보의 경}~ ‘
갱이

\l1-'f.

안의‘인 처 7 호 갱각}까있다고 -;;]-7 에는 아시 운세

시얘까요응 긴으연서 서μ1-;;1 영의성이 1ι충외끼즐 기다ξl기여 드 쩍없이

우즉안 시간이았다 거듭원 ，"γr파 ."'.1안으c..i;L 이루어지 서양 오낀.l;t5ξ 지날의 겨 재
호갱각-"17에오쟁시‘rl 경었던 것이나 외에소재한"며영 에싼운언을응강렁
하는 갓 e으로도 그 i재여 성각성닝} 느끼는 데깨는 종:，:-õl다
‘’§녁" 익j가전혀 없었던 사조

1 1,’

연얘 이，. 현재까지 10 마앙정도기} 얘

보의이 교재호 쓰끼고 언주용으오 충안.~ ζ 었냐는 λL실응 농여f...\'.. 인

'H이.'엉，

2α.) 그어한자효삭 풍성@이 산Hl-H’연얀 악보의 운져가 "앙 li‘。)~의외케
한애정이 ‘었다

김세정

WOJ 응 *'긍신조 ξ수용 악보ξ "챈올 용삭대상'.>'..!ζ 하였아 강새갱응

그익보응써서시용원요신”보기보형애틀살펴용후

한얘보 P↑강은유나다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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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R보칙어~ 요산강요기엉이 다프게 요영되” 았이 어띤 것이 용δ던 것인지 앙 수
가 엉이 오안 간옹 유를 아~ 얘덩-"J-;등1 애보g사ι，~오신보M영이 나으게 나ξ앤

다 고선고있" 김세갱응그문j 릉 엔화•. 죠요와잉^lID. 。디아세호@ 그여고
응표을 7 순으효 상” 고 있다 디임산죠의 갱간ι 기깅엉응 살어온 깅현갱(20iO) 역
시 。]-.>Jpμ} 기보처계가 당하서 /04끽 구i껴1 얘한 영견잉샤 영 ..생흘 악보릉 옹째

획R긴하끼 어8↑운 용애정이 냐R생의었 "f.:il. 착5:1"!-. 김션정 응 깅 71 T'r 갱간보호 채~

얀 경파아 ,% 년애에 증안원 6종의 갱ι” 약"'증 이교"l연서 그야한 뇨씨]갱응 장
묘 시~J새 주밍 그g 고 7 티」옹호려운커"'"리오 나누이 션파냐 있다
-서용칙유 에감산조 악호에 의한 친양Eε 시깅새 비교연구-에셔 깅송갱 "α)응

-서용에유 i얘금싱조는 잉은 해긍 연주‘뜯이 얘우기 쉴개 정i!ji>]-<겨 악보호 충안피
었는에

가장 잉이 용용되는 두 요성보 악보? 강은 조 같은 장한에서 각기 다S

시깅새르 표영징 경우가 않아 주옥」딩q 킥R늠 판장ζ써 운깨을 찌가야j 있다
산조 장르'1 디tg- 익j-71， "1응 유의 ~t_l，!을 걱씨의 짖대표 장"용 연구지둥이 갱간
보고 오선보고 오두 유야한 셰안융 얘 염드t:B= 갓은 우디자 θ의 기보얻의 띤각이

양지껴지지 영거나 원?비 장 영갱의새 양았다R능익이이다 그런예 응굉익보가셔
요 다르다는 것 사에τ 운개，} 딩시 잉는다 샤경 한곡의 g든 층~약보4 강다는

것이 터 은 운게일 수가 있다 누E가 써곡;'m 있어까 연주5']<>1야 한 앙삭응 정저
히 자신이 원3>>: 쟁태호 쩨이하t깨고 디k은 영식의 익j-!i'출흔써 긍꺼 요갱융 해 놓지

잉τ U써야 그 익싸이 연주의고 교.되고 하연서 익보의 효융성융 증신시'1려는
새 씬용의 사5

‘

연거든지 장려‘어야 에기 에동아다 셔，ιi응응악의 경우 악보

총안의 긴 역시을 갖고 있응웅 X 걱 δ}연서 핑X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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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얘서 우리는 디써 그 응응으긍 톨아샤 깅P야 안다 우g 의 기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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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안응 @해 알 수 있는 것이 현 안깨에서 이직 기보업의 원9셔 장 지겨지지
잉거 냐 원에이 간 생갱"지 않았다는 의b 아고 한다연 야표그것윤 우g 가 얘용얘

야하는것이 "1 애응이다 그두가지 서호 9안쩨표이는문재능이에 양으"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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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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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는형삭페효^ÞI.끼 "1δþr; 기사의 Ri.Ç양승희1-"1'경이 χ잉끼어야히이 숨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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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엔 원익의 운제에 얘당이는 노력 이 9써 우이가 ~l，셔 2개야 양 것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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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는 현칙은

’ 보가의 지양i써 에-i'~ "\ti'-I'전 수가 었기 예웅이다 그영기 때푼에

이재 우이는 7 보비연 운언에서 X언외는 운저성응에 대해 의구싱윤 갖제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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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의

위지나 경의 응갱구호느을 안 <ê 없다Uι "1연히 용악엑 호응F。μ} 용위기 7~ "If! 것응
느.'>1 l，'l-그연파아기능옹앙수없다 라고주장하고었다그러한지식이 약ι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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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1가 *한 악i아곡용이얘하기 외한애βτ 아흩수노았다 곡의 。1혜를위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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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해 "]'IT;끼지 "'--".잉 여러 가지 의 운세가 이I~ 二l깃까 언간잉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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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용응약않 엉우히 <존하고 갱수아기 와해서는 악a갱혀 시엉이 반드샤

연요하다、=미 두고 잉'1 이제 유악에 애양한 전λl얘계에 당져 성응R밀 수 있는예

응"응 영구히 jι존하고 전수히기 외얘서 악보가 • 잉에야 히쓴:7P' 악"ι는 응익낼
때1 항 수 잉는에 그런 옥표증 가질 수도 엉득에 채보의 정확성이 의까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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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사깅써가 악보호까 갱↓서'"' 요연의시 잉는다는즈ζ비싸연 얘 있는 것앙까 득히
기iν} 이c 약 유R호요혼에l 상어 하는 이유는 우엿엠까 ，0; 앤。1 있어서 그 응석Þ-I

껴 용용요，이 악보이안 ε1ε‘R능시대는 。1마 시아j다 ω ，~:ι 그조이경옹이께 여
주자"1 안"μ)가。}냐라야자의 강션사오녕。"야횡 것이다 그영다연그섯 응 ~제

제기하고 얘경τ 는 앙식에 잉어 1 논숭저으호 아루어야송파 갱갱영 용인!"I]， 인주~에
서샤킴새아TI 우르는특성응어에아 양역한 것제표선콕에효7 할옥'1<.를 우핵는
가셔야하는 것인까 왜 시R용황연주기냉의 양사익 영때표는안측앙수 gj.t'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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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엿응 지앙-;;H::-7!i즘 언저 설갱하j 그 가능과 단셰에 잊추。1 ←이을 샤}ι해야씬

어C 때" 도작항 수 있나 언션가 지구가} 소?성이라E 푸잊져서 소리융 당옹 산샤써

g 가 깡그리 . ' 져서 악보를 !i'..;il 쩌현쩌야앙 이해 순간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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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시R三우으에찌 악보안우얘。 에야 하는가 그갓은 ιι년션이} 같용i:'1T'- 없다
누구릉 우 I~ 쭈슨 용g오 익보증 얀g어야 히솟=7냥 그얘서 '6-J조히다 시긍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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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융허 1싸도우g 는 그 .옥걱 추구는 우려，，' 추구얘야 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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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찍융 써갱하

고 형지히 걱용-'O]-t 용ε응 전에 인등서나간 수 없디는 깃용 쩌당세 S다
。 능응 경대 같이 용샤에 추구양 수 있는 것응 아니다 그 의이조사 ι잉써 것듣
용 어영세 간이 추구@ 수 있단 영깐νh 이 오는 종응이) 정경의 추구는 닌게영t 수

주어"능영효성겪개능한 31"I t;J.， 우리가그좋게 악보를퉁한춘구응 자!화사기
언 좋응 상휘 안깨의 구}은 연주아 교유 그혀그f 익닝F용이，，~. 우리는 아세 악보흩
기능 서으후 끼 양정응 달아 가져야!얀 E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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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g으~서의 총‘안，~는 다생연 수 잉어야 한다 우낌가 ￡든 응약에셔 똥강
응안수을각구야는것이리 셔 특찌전용꺼 장프져 연주어 서는 λ냉소리아고갱샤혀

언양사~]~ì]， 아재 "셔새 S스엉제 주구해야얀앙까 ~，주X 능이 정갱써으호 연구
한 경까호 세호윤 악，，，-.완윤 용판ßl-i근 것이 오6 허 장려되어야 한샤

~써용으로 악보용 고려할 얘τ 아'''1도 안얀엔 쿄ν'*"'1 천운가~유이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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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ε 숭 고응찍교교껴서δ에써의 ”께느전운가교육용외싼영주악보에

서의 ~:에약 걸3↑으로 서이가 냥 것이다
혁승용으효 제시야 약보는그컷에 근거애 ε증핑 농경에 따아 다명*써， 그.i:']:요 더

'-J<> }7}

징으척으포 정낭!ijòj야 한다 통상격인 ~~석논?이l‘f 다묶늠응악의 구조 응

조가 장ιL 정씨 죠 응\온사설 기존 측관징 영주용 악보등근거 F꺼 논:히 또 우.가
잉응 지도오E다 그g 냐 시깅꺼 상영 풍의 아승혀 논의에서 ε충옹위한 악보는 거

끼애 걱정 안 영얘가 갱안ε]야야 히는지도 모든다 응고 조찍응 상셔보기 위해 h팅어
끼 악보용놓고그농의등깅앵하연애상융 영리 누고얘 g라 션영히h늠드닝입r;.}B.
이견의 지향정용그영재 7 웅칙으_'il. T훈6 서 가셔야한매.'!~파강온 질운에

서 우리는 당당응께시힐수있응까" 긋약}의 기보꺼찌릅용일얘야에는/↑ 오1프장
르에세오든악기에셔 그이고 gε 가능셰서 기보엉염에 대얀동잉원가증응어느

?ε에λil &.우리는 찌나의 상지정 익보가 필냉안가 우엿옹 고"f하고 우엿융 효현
가~I 않고냥"누어야웅눈가 그구사융갖고잉어야홍영의 훈제응걱용사영 수
있다 그러고 그얘야 기보용제의 장의직 갱근ι1 가;예진다 그리고 완전하다능 것

용 부잊영’

또 어느각에는 하나껴 f인녕 익，. 또는 대표성을 띠는 야，"틀 안R등

이얘 S}는가 오는장i에 오든옥에 공‘1척 ，ruc석 유악1<>1 ~r'l!녕냐는 얘긴데 이

것이 우엿을 외애 아앙써한 것 "아
우g 는 오능양표하‘1는상영냥능이 갖고요신세만1걱。 고 남"로운 운찌의이응

。l찌 경힐 것이다 우엇이은 우쳐 용n] 5è운 갱녕을잉어 는 듬염이 양융 것。". 그러
나 안현 질운등이 .으호도 용g 스얻게 안륙"고 그 해경에을 δF}.iò. 강지 옷얘 '1긍
속에서 ~λ'!7] U으허연 이들응 종 디 영. 거리응 1루-:;1. "1아보연서 어언 안제'1

이연 X 정에서 생성원 이인 앙양으4 쟁1성을인가를~익R찌는것이 정에‘써야 전}다
욕g흩 가신 얘~응 지향하는 진동아 얀듣。「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