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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의 3 구는 오신효 성응 용하여 앤소리의 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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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성 g 둥용 연구잉으호씨 구진 증상의 연스쩨 용익찍인 용언을 영혀하는예 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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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잉잊다

융띠 우죠는 깅마 내리는 옥 ∞ 0' 잉이 프영고 1연죠는 를혀 내E 늘 혹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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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잉다 깅이 내혀는잉청 내리는 욕응을디언 g 이해호 히앵영 띠므는성영인

이 g 은 융엉영지혀도 각각다응 영영을구샤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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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양지제 히는 것 OI Ll. 얘g 에 우조는 끗웃히고 이유호응 느 .0' 을1 저연조는 치
지늠느낌이 든 q ~냉 q

셋에영는 g 에 대인지고 0101. 흔히원욕은계언조옆에λ↑제。~.Sõ-샤 g성
을잉잉는용어이다 그러니용연뼈 루리등동 성우킹의증.'，에서는 도어서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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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소이의선승멍석 S 주-，구전싱수이다 악보호척해 1 는 유익야당". 연쇼리
는 스숭의 소리응 틀고 얘e하는 영δ 으호 견숭되었R 그 구신펴응 얘우 캉영찌연

서도 5영한 양상윤 가지고 있다에겠다 애흠 를어 앙용 잉오tι 호용j 양용 표영
성응 응갱， 양링 등의 오든 "이 스*과 거의 일치하기 때푼에 소.， 는 오습안 짜

도 뉴가 누우의 지 애인시 긍당 인F아치얻 수 있응 갱오이다 이러;;-， 처숭은 각 게보까
다딴스’1 유아영득정이 의기도하고 장엽의다양한유형으효 "f나냐시도하였다

구쳐성수 앙식으호 인녀 이 안소리 혁응시융응 얘훈 소이른 기억하기 위하여 사
성 애에 나휴의 요λ연 히는에 일종의 X 싸인의 약보가 의

T 생이다

영샤도

1 보를

동i 써 연소" 응악 구조등 lIt"-1'하기 전에는 이인 앙엄으ζ 판소려응 정은하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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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씨업 "호: 용인 잉여 쩌 ~ 잉구

허 g다주호응의고저 응의깅이 용잉씨가교 시깅씨장단등음부훈꺼으 g

또는상내칙으호 .λ]il\었는애 ι'1;:;도그때의 노르응보연 싼사 ~"，]친 소리응이
긍세 여오으온 한다 그허나이것응 어 "17，자"qq 깨인직이」1 주안석~! *-.λ-]"'1 기 얘

운애 용운수~ 히였다，*:s;. 티씬에거 는 우용씨응이다

이전 석으 3 안스리을 ι잊웅안애우다보언 λ셰이 냐"너I i'l도어느때욕이서
같응 옥야 구사이는 것을 앙끼헬

4

있다 그얘서 소킥 어3기} 쌍

에어ε 소여욕이라도 당센에 스숭의 스g 융 강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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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 이우리

딩" 수없이 연융젠 소야

는성니에 혹은안앤에나유아가되어 이응악으료 융재 끄깅이 영수있는 것이다
이런 소g 는 거영거나 경직의지 g아 흔"'] W-S1-'는 욕구생이 응이 자연스녕고 얘"'

정께 흥에"오게 윈4_ !E'양 인가쇠 정영에 의'3"}，<!， 스"용 얘우는 "'8 에서 어느
순잔 안스리 곡조랴는시 을잉새 풍의 흐등엠 연i닝늘즉각직으로 알아차리깨 싸는에
'，1j"ε 연갱 용잉써 연화 장안 퉁가 이에 해당젠아 "'13Qt:~ 이약 강。1 안스" 성
기인등은 소킥에 강한 R든 것이 *여1 이 어 있기 때“:.011. 소리에 간5얘 서명샤거냐
.연항 이연 인상적 이유 또는 소리 사헤로을g 주는 경우가 대쭈운이다 그얘서인
지 얀소각기} 주상칙으효 얘흔 관녕석으Sζ 앙0 등여지 71 5'. 얀다

。R븐 우형외 잉스띠는 내각 외각 요인응 거 시연사 장잉없이 연회칙였고

'1Ftl

갱정이뇌이 기능추세에 았는듯히마 이에 연구사양 안 ' " 얘요약는 멍잉시응 용
히에 우영의 씬암이를 가샤아영으흐써 고-"ß -\'!:소리부터 연재 딴소g 까지 잔￡라
악외 상계응 드

e

내] 영구i 여 &니{ 껴보를 g션딴쇼와 연구는연ι" 의 샤얘써

앤화。... 유펴명 비교 안구，거에 대영 영구 등갱 대! 영구 약조잊휴잉새 연구

퉁이 나양하개 피에 상고 채ι는 장:ι려 응'1 이、」융 안드

E 중요전

수년이 되었

다 또하재보는그용안극운아응성씨 연구ιt셔안스"응악연구'>l.:!낙대야느끼기

가 ζ 었고 이호인에뼈 안소리의 성 까 λ 냉서"드히냐는 얘우고우여인 잉이

와었"
그러나 이흔기등파 당이 설기인의 펀소야 재보는 니흔 연양i애 인장융 주는 웃 하
다 껴보가이온기등에개 아소이 연구블위진하앙연。1라연 성기인을에개 r 요영

시간장i 구선싱수-5!.즉격의R 내에잔양쇼피륙 다응 'IN}으-"끄경j이 내는 얀옹의
이당걱 야엽이 되는 것이다 이에씬 작양웅 위해서눈 선기인등이 기존의 연스려 응

용~약 ~1 3:l<l

@

악 이용응 션~"Õ"l기!i!--.:f는 자션의 성기 정헝에 의지히어 새보하j 가"서 신기인의
강쟁으오 잉쇼킥피 싱찌응 {t야는 강각}이 g요하아

"Õ11l 4.

예냐히연 얀소 끼 j 보

가딴'"리음악의 오은것응보여주는것응。‘나기 이용이다 원소여 는상당한 유동
생"'Hr력상올까지고있기 에운에 ~lßl.는이느갱도외 쟁균치와 g사지용으호연
소각의 산깨를 기흑경R는 kλ에 1얻아다 용소i 에서 얘? 충요_<>1에 여기는 7]-%파
장O앙 안 ••까흐용 등의 성기걱。1 Fι써 설기인의 영헝에 아딩옹 운 애보효 。류어
진다ι 안소. 연구의 써"，-，* 영역과 가능으포 획얘 원 수 있용 것이다
。 에 영*는 그똥성의 싱가걱 경영 얘보응 둥한 양소이 여구 그야고 교유 현장

에셔의 "용 응을 엄두히야1 실? 인의 친지에서 안소. ' 보증 논의히t.:i'A 한다 특

"1 , 용J잉1

수'.B. ~느지약 혈 수 있는 갱영에 따른 기호응 재샤하고L 이것응 용g 끼

성-'Hl'추욕p， 증 진양죠 소리 대욕윤 대상으효가상양상윤상파U영기 ζ 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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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언어척 판소려와 응악척 완소리

8소g 의 새보를 언급히? 에 잉셔J 싼s.i:'l가 71지고 았τ 기용셔인 속i에 "하

여 안F아성고자정다 소이문은판에서 1아다역용연7]ilH::애-1-sζ서의 싱걱이 애우
7양/아 기;J-* 제 안소.의 이연짜 생응융 중요시하는 이유도 흩국은 경소이의 어

허 갱앙파 인용응을 실강 았고 사심각으~1I.현하고가 히기 위한이다 얘잉어] 싼소
리는 응이。'171 이전에 。 oþ 융 을이내는 안소.，의 잉 ζ끼의 /영찍이 강히제 냐다앤
다 0"，아 이것을 딩셔는 언어꺼 연소리와 응약서 판소리료 나누야 보있아

(1) \!iOi혁 '"리
대운용의 응악용사이넘어깨 악보는유익}앵위응써한핑요jε진 다 그허냐 구
갱성수의 전용 연소리는사설 책안으ζ 학숭이 。듀껴지.， 얘운에 응，~，기 진써

언어 즉양호써떠 란소리로언저 인'^lel-i드.양이 있다 껴용융의Hl등에제는얀소

연i익 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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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연 깅l!l1!l >1잉 영 언구

II

확대 악강의이 소이호 인식되어 았다 。 。찌 전'i!~서 앙소여는 장져의 언

어 구시익에 따아 전g력이 당하씨는애 여기서의 언이 구사인응 꺼국 소킥꾼의 공
허0' 휘깨 간다 히g다 소이 공썩에 여약 안소리에λ1 강샤 이기는 이연의 "중파
걷!.s. 1:i..,'}Ó1 경정되는 것이아 한j 려 ’*자δ 제 있어서 씬소리는 우 이~용 성강나
제 8연i3}:는 또 나릉 언이 능역으ζ 다기l요가 때운애 인암:4를 오얘도흑 하나의연

앙상얘서 안소이식의 양우."1 자연스영세 나오는 경우ι 용 수 있다

(잉 용익~"소리

。1언한 환ξ" 의 특4까f 언띠{얘 안β」각에서 읍악의 성쳐릉 드러내기 는 그리 경시
양τ} 애냐하연 키 얘 ‘!l-~ 유익「어 서 요구%~ 찍 찍영 융I아 길애를 정하기가 어연

기 얘운이나 늑-%1 연얘의 응악환경이 서양응악 중냉넥 경대 유강으호 깅등어져 있
는 경우손 더옷 그영다 증쩌 강

'0 다 응J성파 응역이 다르」ι 셋쩌 소각논 t용:"1-

앙깨 나，.는셰 소g 약 ，.용의 끼앵 인I{~l 곡 잉치~--\-i는 것은 아니기 때분이다 에용
을어 소"의 응갱응 하""Il%)--'':데 뒤의 용에 :<t~.의 친앵아 싱히 앙의 응lιq 피의
윤。1 더 높은 응으호 인식경 때가 았다 이이영 다계릉 긴껴안 새표 단시 을<'1:': 응

안R응 i 깅Lt;껴 안딩R얀다션) 안"혀 응씩냉 도식걱으혹 해석"겨 설정격인 용링응 놓
청 수 있나 옛째 강생의 응-çj-31 jl.증이아 항 수 있는 시깅새는 더러 앙응 시간 안

에 순*킥으효 ?냉되는 경우가 잉으-E-.iiL 사갱씨에 쓰인 용응용 오듀 핫이내? 한
얘보의 양응 시간가 공혁응 요구안아
그 ’냐 이상"'lA}익 잉소여는 그용강 연&H듣 거용')언서 어느 갱 E의 응야씨 갱

형성이hl예정을얀늑셔 왔R 용악애'""셰구조연어μ{ 도정정 상에}의어았q. 이러
한 현상응 응악으흐써의 잉소" 정근。， ，녕하였E 이에 여흔 연구는 한j 랴의 연

:&

"1-'정샤 주 응 가능케 하었다

2)

등 '1는 판소g 와 보。 는 안소려

(1) ~히늘연소리

앙서 언급한 바와 강이 구전으표 익써지는 앤소리는 애까훈의 ""끼톨애게 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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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융 감갱 응이 기억허샤 근용 그혀고 상e"에 새겨진다 。l릉 상기하며 소쇠흩 우
릉 얘언!， ~"'l ε칫아나옹} 이 따학나오는예 。 는 소’1의 형생썩라영 수 았윤 갱
도호구씨격아」1 상.걱。]며 잉셰걱。l다 아버안현상은 수영각정에서도나타나는
~， 스닝은 A러을 가르갱 예 욱강얀응 지언서 명요한내욕에서 ξ~;;;. 선융션응 1
g 거나" s.i'-의 깅4
휴'l l-~ .l[닝을윤한손또τ 양ε응 。 용척야 얘우상세히 2션당하

고1 한나 이 얘 스송파 제시 시아의 공간에긍 슨으증 그려는 우영의 소혀 그딩이
기:측하꺼 R 는에 。1것은 응껴τ 판소리가 아씨 보이 τ 완소 "로 연환끽이 요흔야는

것이라 δ'"τ}

' " 영Q 를 g스"
언자이 갱영에 -"J'3"}연 연스:"'1등 서을 얘응 얘 양。μ”끼↑ 선생닝 세사 객정 .ι리
λ애육 노E에 써주셨는세

#

증씩 건냐 띄어 시경용 걱여주셨다 그 。'*는 소g 응

애용때사영위의 엔중에나릉의표시를，*p.는깃。 었다 실재호사경 ι1->，의 인

증응 ~~iε~소이흥 기억한 수있는칙앙의 공긴아 되었고 "인의 판소리 기호등
>;t늑 수 있는 악보가 의었아 이런 긴의 등이는 안소4 흥 보이는 안소이오 잉느는

앙영응 칭-;>;j.~l-다 λHξ 다르다 소섹응 "‘。l듣이는 각기의 인식이 다E기 얘%이다
그에서인지 한 스승에깨 여러 저 자응이 매잉디라도 ιg 기} 욕강지 않고 4긍씌 다

E케 끌허시는 것융 성게 '"앤} 수 았다

3)

요성보와 채보

,() 암쇼R 와 g션영
개인의 소벼 가흑에 익숙찬 앤소리 장j당은 채R를 위전 오션보를 얘우 융양아

찌 역긴다 그웅'<!'익 、q 악교용에서 갱정오서보는서*양악또는서양*재를 딩손
$õ'구었기 얘운애 오선보의 、。익j-，g. ~ 서양앙익‘ 다이R는 인식이 자찌걱이다 유악
기욕장기약응。싸애증동일하께 보는것이다 이혀한인식애 용ιg 의

요선보

채ι 는 연스리의 서양응9야[허R三 논리흐 조싱스해 귀경녕대 ~한} 이연응 강조하
여 사경응 왕의 융악으로용어내τ 연스’1의 득성상 사 .ι응익에셔의 껴애 용용 기

.소익 애"'~

>Ift!!

e 잉잉 j 피 2 깅 잉 J 언쿠

g

꽉-'t~ 오션보는 8소4 의 상*파 음악생윤 얘‘는 외형융g 간주의기도 찬냐
그갱에도 융구i아':i(， 이용기아는 실기인이든 언얘 ~ι리 응。셔놓 기록하고 여구>01
기 의"피 오션연 채보음 앙용하고 있다 오선보는 이이 보년생융 확'~한 악호야기

때운애 연재오써는오서」보의 허리양파 대중생응 년어성안얀 다 ÷냉냉응 없는 듯하
다 t앤 오‘잉보에 이영께 컨소랴응 작 딩R써느、F 또는 오선보의 양소띠를 어영

게 잉에3 것인가 ι 가 신중'1 영토이어야 8↓고 이에 악는 8얘강안응 오얘얘야 영 것
이마

(잉 0년기의않얘낭

연소이 용약응 연구'Ò'l-C 얘부훈의 이 ~7rn，'ι 안소리 ; 기를 넨껴 습득하기보다
는 응익}。 흔올 애정지석으호 하여 여소리응 치 ι히얘 연구 운석한다 인소리는 이

미 에융응야으è..~.서의 .삭'1 구R응 강축 웅'~I기 얘운어] 이을 ，ιι얘융 ". 안쇼
'1의 응야ιL스와주ξ

,

영석마 풍이 r:+* 명익!하고 션영해진녀} 이러한}쩍인응 딴

소혀 이흔가또는연구'*이게 얘우흥1기 g운앙허이 잉기도에꼬 영소리 음약의
。 흔 에계를 가능썩개 한t:l-.

그언에 판소리 채깅에 ?↑슷얘 m 까지는 양응 어혀웅이 있다

. .서 언긍~}'<1l

효 완소j겨는 노얘"l-7L'l"r--~ 잉얘 기영기 예ι셔] 딩어h~'고흘 정g 는 것。1 어영고
이웃>3"]-'는 융의 응정 앙기 또한 잉지 앙아 강단 Fι한 규씩격으표 정 ~'I 맞아 언이
j 지

g-7]

liA문얘 강당의 한애아 호흥이 강정에시 오는 사성의 확대와 욱SL응 감자

하지 늦안'1'셔 끼:J-，-lA λ앤의 눈올 "1꺼니깅 f도 찌+ 게나가 쪽놀응의 구생응응
이 애우 응층히 용는 시깅새의 얘보는 더옥 。1형4. 영은 용가 안에 ‘U응어지τ 시
갱새는 순식 J에 지나가기i 하l 여기에 요4써 생깅 여 는 주요옹가 "1주'Jt.옹응
구운하'71'객영능4 이언경우씨보j뜯은근 }사의 잊용갱한용적고녕어강수
텀써없이

(이잉 7엔의잉생뾰

앤소. 신기인익 얘보는 。 온끼등까 다는 견지에서 웅딩샤젠다 같은 극올 새보~
경우라도이흔 h송

에는재뾰대생이 밖에 있지안 겐 71~1'애에는 X밍의 1헤언에존

응$잉찌

"'

개씨는소g 에 우영，1 에 나타냐능것이다 얘용에 얘보익 성향이 얀대표나아냥 수

?다

이은7B느 밖에 잉는 소각음 자신의 응악기식 흠응 얘경으호 "'''1오에 의고

실"인응내재녕지신의 소，"에비추어>lPJ나우응암으표풍어니게 i아f 것아 4. 이
‘야i 잭에서 。 흔끼는 애보인 경껴응에 갱충야고 설"인응 쇼 "'1 이어X 기까지의
객갱 혹응 원이 에 집증하?예 원다 이러한 득"'.상 성기얀응 구징용옹 나영하는 씨의

i뼈보다는우잉용의 성갱 유흥격 성양 . . .걱 션융 구‘F웅간의 용7셔 판사 용융
낀기걱 즉잉에서

i 보영 수 잉고 이에 상용."H:， 걱꺼한 기호를 잉등 수도 있마

4) 채보와 악보

。 언 양우너는 영자1끽 개인격 에엉파 석기인의 견씨셔써 억긍-~~ 수 있는 판소이

i 보릉논하고자한다

(1) 'ItS'.외 영요 8
파연 한ι랴 얘>>는 핑요한기P 안c!，::~l 채<는 성기인에셰

어언 의 01. 주는가?

더 나아ν} 애보의 경파S 효써 칸소리 익.<<는존재 가i 가 있는기’ 안소리 전iι깨 어
언 영5 응 끼치R드기? 풍의

i 보에 판정 갱동올 언겼음 애 각f자의 앙상샤’ .경} 대당

요는얀S이 다m하리야껴지잉4. 영 '1 ~안오앤 사건씨보를해견셔 "'l*~던걸
운응에었고 채보응 용하이 현껴까지익 싼소킥 오융융 앙아 마예 안소허를 유주하재
는더이

그얘팎의 01 융썩 i쩌다

'!!AJ~ 대찍}잉 얘 안:ε 히 채ι응 시작하세 원 용기는 양스러가 내우 어려써서였
아 양시 기교충성의 소다댄악용설에 성깅가등스송 *%!~6.~(lSαs←m'꺼1개 깨
우고:었는데 소여의 가올용강각킥으도 혹은강생걱으도 !약찍는 것이 얘우당
녕하깨 여꺼 겼고 소허에 내안 확산노 생기 씬 않았다 에음 등이 욕에 강 용허 소.
가 아응익옹 대표 장 냐，연 맞게 운온 것 강」ι 그영지 잉으연 쇼.용 강 옷 부S

기룬이 을였다 이러한운제융고얀하연중 "'"급 산2ε ~f.lò-갱응갱야에 퍼었고
얘중응익에종사안훈이 아

‘「조에 얘>~벼 그것응 iιl;!.$J여옥찍/'$~크것윤 J닝고

안소이 얘~，에 대한 관냉따 호기상용 갖게 되었냐 이영재 /ν"한 얘보는 잔소리에

g잉생잉기경둥센갱영파껴잉낌망

이

써 a운 눈응 뜨는 제기가 외었"f

"

리 얘녕 후 필지써1제 ，p앙 용 종 격이자 εg냉은 영소리에 응악의 영식"'1 규

칙&그히고어연영씨。1 흔얘한다R는사신이었'* 이띠까지 연소리는기즌아 다섯

이당융 -'f-，~，는 언어혀 안소e 앙 얻C 었다 이언 인식"에서 딴소g 에 얘한호기싱
응 "1-똥 증폭와었고 대친깅에 싱갱가 반아당응 채인하기에 이르R다 '"효iiH':- 옹

안완*~l 선융의 유영 아용격인소리& 잔양는소리와옷얻는소리의 원인 둥이
띄QI5' 연셔 어느잇 쇼리용 강 안는 께자.~ 언해 있었다 이후호 인사는 소릿깅융 앙

고 스리융 째우씨 "있고7 소" 듣는 귀νf~tolóà으여 강각아 강성에 의지영던 악
연한 소"공?에셔 i히대옥아다 내재익어 있는 샤갱의 의도'f 상여지기도 하었，t:]-.
이영듯 연소이 깨효는 내제 언어셔 !’스j각에사 응이써 양b쇼리g의 연환용 가져이주
었다

(낀 "'.업과꾀'"
영"여1 개 연소리 채 ι는 잉소깅1 싱가§ 강하기 ~H싼 한 앙연이었기 에용에 서옹
에는 연소리 융약 이혼에 판성윤누지 않았다 그섯도그히형 것이 원쇼리응얘우t

i'}정에서 。1용서애 정리 g벼 있; 깨녕의 용어을 는는 경우← 거의 없었 개 예용아
다 에를 등이 계연조 소리 대옥윤 얘응 얘

션!~~닝응옹 기이는

1

꺾느 ~: 동의 용

어릉 시→양 'f역 시도야? 냐 죠에 대연 깨녕응 상71-'; 쳐 연영시 "1;기도 앙았다 그냥
듣고 따야 하기안 "영 의는 것아었다 오혜여 아소허 용약 용어는 아흔 융 g고
。)는 경우" 내부옹이지안 싱기~ 안추 a융 얘 용이에 대한 t!앙은 격은 연이았나
안던J 환':'i:'l 률매우언λi

7PJ 용하세

는는용이중혀나가 "f표 창이다 영이

-t:t:J-, 갱이 l}r:h 깅이 ε)나 갱이 용연녕다 갱이 영어서다 갱응 장 상'f야 한다 식
의 효언이나 영끼는 일단 갱 융 증션으호 응의

‘: 연 'f

이웅셰 띠S 소리익 오읍융

완소리 설?뼈 용정에시 액'"에};i!.'<} 하였.>1 ~-μ2의 :'Jo성옹 젓꺼l 얘상옥의 장아응
오션보에 양사로 요시한r:t. .，..쩌 <6.잉응

g의 응고를 정한다 셋얘 을라는 r.j

bt

tι‘ 얘보션다 옛쩌 구성음융 조사‘}고 응" 성정욕 ι"댄다
이런 삭"-"연'"리 얀아당응 i 보영견사 싼소리의 응악구 ξ ’r장원랴의기
영 갱밍

다양한시깅씨 λ냉파장얀의유기!’ τγf ‘b융 ~I:;)t걱상세히 앙수"

갱

용잉양 씨3ιg

었냐 그러나 장ε 응가 안에 욕용한 ^H서얘증 써보영 애는 장삭유 군이 g。써 약
효기t "l~ 용해경 운" 아니야성융아 전he계 등어오지도 잉았 '1 그e 고 0:.깅을제

시한 ，"앙 양윤 샤 싱기인등에게는 판용격으오 어깨 우프는 소리욕앙에 도 증구f아
고 융표의 응윤 잉어야 한다는 l생 안덩이 있아 아써한 가칭" 의A나 그 응R에
악숙혀지기* 는 냐'" λ 간이 깅었다 이해한 응애용 실기인의 야싱에서 해경하ι1
딴소랴의 구전혁 살，，]71 등 g찍싸쉰 증 주익파 주R응 증싱으'-..<;1. 얘보증 혀}의 아진
우}은 서용파 창업걱잉 연용고jι 얘 기호호 "산S 혀 약)-5'. 를한순피}샤 '1고자 하

었다
。1영찌 ‘'"‘l 잉소각 악보는 구애앙J↑ 용의 성정에 ~라 다잉쟁 션옥 유쟁~ 극
애가 나타냥응 알 수 있었고 응의 상호가용에 대한 파。tol 7념었」프9. 간용격 쩍
늘엉괴 중소"Pl 얘응"얀깐 수'll?Þ-，복-';-1 71.ii!써인 언에서는년이E영 연소리
기갱이 7 놓해졌아

51

채보영 용한 딴소리의 실X 쳐 정근

m 징ε펙 이자 g시

안'"각에 쓰이는 장안은 갱양조 익흔 친%조인 서아‘t 중요리」 양증익，" 증증요

<'1, "Pé!.오". 껴오". 잇오εq , 중오여이다 。1등 장단 증 정간익þ)，소악 제웅의
진양」ε 씨'1지 중중오리 자신오매는 쟁1 t.L.i。요를 당히아으호 하었l 정강악이

2

ι악 져용의 중오 '1. 단중오". 엿중오_~H느 4용%요응 、씩악으룩 하였다 휘오괴는
갱간익이 3!.::'l{'<! 갱우-"} 2스익인 경우의 두 가지 유영.03 나타났n아 엇오리는 용
앙액j-<> lJ] 얘훈에 8훈용3조를 한의양으로 "었나 기능연 한 실기인등이 인ι↑tl-<늠 장

년 주'1흥 씨}까호 g시 '1였:>l，&↑E기는 어드호농으1 대강의 수샤를 격어두었" 진
양~약세아자는 &1 풍오에당증오리는 1νJ 중중오리의자싱오리는 ν 」
익)- ~l!ι리는 ν1.ιε악휘오i!1't; 4)
을효시하였다

J

’소

엇오라는 w ， 엇증오리는6; J 으요짝사

인스에예흐잉?효 . .씬강 \~PI 가상 g상연구

"

…정피 g시요

보등 연스리에서 용에 t이는 갱은 c ’ (5 t!-'i! l , d(5 'i'’ 인c1!l ， ι(6강갱 이웅이 아 핑
지는보용의 경우，실응 'H.l!를 8때 언기f 대잉「콕의 갱응 ξ그"그에 야흔유정파음
역융 죠사까지안 핑자가 정려한 성우영 순멍가 악보 g 익 경우는 "
갱으효 얘죄~:였다" 찌”여”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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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즉 5한 안

아칭으효 얘보었융 옛 오션연애서 서용에샤 고

%JJ~지의 얘 i 가 시각껴으호기장우냥였고 앙λ 요의 얘영도비교정 간딩6에 ~t""

흠 보는예 은 우리가 있내교 완안，"겼다

α〕 구생씩 진g이 따른

. . 응석

연-!;o.~l* 얘용 애 잉서 언급한대"완소 g 느 인용의 싼스라 렌"dictiu에5ζ 융닥찌

는갱‘i}<>1 꽁기 얘η 예 약f조에 애한 안식이냐언낯용거의'Òl지 잉근연이다 나얀
샤성 얘용얘 따5 이연의응-2. 성으요인‘}여 강껴싸다소'i!l 대옥의 익상으오 염우
하는갱도0 지 。 것응악호Cζ 구운지이 수엉 힌성에서 2 노하시τ ‘상는'* 예용에
대부옹의 엉? 인등응 싼소이 연구?덜이 갱어해 S은 i..。니 i이용 웅얘 밍:ι. 、，
악 이S응 엉 4는 갱우-7f f~:>! 설기와 이 ε이 인서되어 인석껴기 보다는 각끽r 널재
의 것으오 다가요기도 한마 그얘서 실꺼ζ 잉쇼여흘 오얘도욕 뤘도1예서도 그것응
일욕R성g에 ~Bj 석으호 성영하기강 얘， 어려 운 잉이다

연스리 개보릉 -'l-'?i 여 갱 ~I 주i옹의 용찌 속애서 4양 크께 연영의는 두 가지
유형의 기옹 선융융 찌인양 수 있는"

그것응 혼에 듬이 ~ 우조짜 껴 @쪼의 /연

을각이라용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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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싸l 띤얀 '"째‘1 '1il";}:시 "어께 갱썽 §쩌 A씨얘 .ι 전에 」이

야수끼이다 그이고 γ%년에 성우. .양기R등 갱간호아 R성보호피싸갯‘》셔 깅a옹갱이 ;IP.!:õl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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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에￡와 깅야 중상응을 d유으i 놓고 。1웃-$]-1는 F요 층연응←> 상I셔.았다
유영 )과 유명2어써 주요 층현응응 나영갱응

용잉 l은 완전!45'. 갱2 도당2도아고

•

유앵3 는완?‘도」상-2;.õ.경'"ζ씨응정싱의 5 져이느나티'-t지 않는다 그어나능
다 션용 가앵에서 중섬응 d 갱이 ~!-산4도 。}때 응o} 션윤의 중심즉융 이루는 것 5

동잉δμ'l~t e응의 ~응파 기능;..g. ~영히 다흐다 유형 1이 셔 • 이잉 폭링칙으ζ 쓰

rt:

이지 앙I 안응 외 f응의 수사용 받아 홍씨 'il"'

써는 용의 ν1농응 하거 q.， f-응이

되성할 애는 정파응서정 쓰이끼도 ιF다 그재시 계。1응융 끝였응 얘

wl-~l-도시

내의 진앵응기은서융호용수았다
인연 유영 201]1.1 e-g.응 λH캉의 의이어가용는 톡험응으ζ ι。1는에 d갱으표 자연
스칭게 희성하;.<)Lt f~응와사로 이ξ-"1;1<셔 상앵히}서

l- "Õ"}행하냐 이흔겨。 릉으표용

었용미t 슬‘에 u]-<n-도의찬앵융기용선융ζ 용수있다 。1 두개이 션윤유

형에 각각

니는 찍교에 강아의 R장응 용이 ”연 다융" 짙다

<~1!1'- 2) "'-k-찍해 ζ씩의 7 1'8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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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g 다

냐응찌 a 에‘아

위떠 여보양강。ι e융。1 유i정''!서는 도약의 경객용 쓰영고， 유형2에서는 아

내 에에 각각옹천파응7야을취 tt고 잉니{ 구성'~"'"↑선밍은 "}숫아}시악 이을，""

연스킥 iII.'"잉 >I"'~ 용씬 강영j 기 g 잉성 연구

"

영융 에의 느깅 ε 선허 다르제 나타년1다

이해 이보 τ 생우양운명，f 중증증 ι려 강?안c<우르는 S 긍타킹lJ!- 'pl산영
수의 영￥이 4.• 5 츄타양응유영1이:>1.， '1 기산영수!>=.유앵2。

얘당〈앤다 증싱용

온 간응 d 갱연지라오 와 응의 기능까 쓰잉이 디릉융 "인안 수 있다

@보""풍잉 1 ι셔 1.J 1~.~ ι~‘

. ' 는 새 iζ 냐다낭 에의 두 션응 유영응 4각 제연초'f 우조i 오았.:;:r•• "I!"'"는
우조의

ii141

기냉으호 Y그l지} 하였다 왜냐싸연 제닝ζ아 $.'l 영조 'f 우ι의 총.

옹의 기웅마성”이 7 의 강고 주 g 한곡안에서 압쩌 ι이R는경?가잉기 0얘iι이
t•

아안 선융 잉생야 영조는 싼안히이 잉생이 여유읍고 회명한 느낌용 주고1 우조

는 응갱 간격이 i기 에운에 갱 3이 써써하F 엉아

9

세 증인다

이상의 년영딩 두 유갱의 기온 션융옹 소각t:H"i에 따라 응”칙으호 야애의기으

하고 영조 연갱 ι;으c< 훌악f석 연파을 피하기도 정다

6) 가창 양상과 갱"에 따은 응표의 기.최 연구
이언링여서는 앤소리 가강야창밍애 호정흩잊쉬 얘.~응논iil기호찍겠나 연갱
의 연 '0리

i 보는 애보자가 안스걷1ξ 튿::..t 약승원 등 안에 을현옹의 ，~.정파 'J'딩에

잇는 랴;응 g선보에 2억는 것이다 채보자 }다 주판2391 채R영응 쓰기 때g에 같

은 곡이라힐::<14노 익f{l，의 ::.1<>]겸용 앙건딩 수 있4. 그커나 단지 을'1는 응→응 냐얻
i;]--'는 삭의 앙-d:"-! 애보는 양쇼혀 연구에 잉어서 선융애 션영의 영위등 녕어서지 옷

%

용잉응셔 ' " '

하고우운객이고지영써인 안스히 연구-9!- .:r측k에그칭 승 있이 다시 잉b야사연 '1깅
가 연구 망언으오써 원요하지야 안쇼리에서 증\fl.S};깨 여겨시는 ‘。℃밍이나가장 엉이

에 대한 연구는 성게 다휘전 수 없다R능 성이아 연 F드 성우양 준양기흠 예상으'-..'>
가강 양상까 갱영에 띠연응표융기호ß~el<껴 잉↓소이의 성셰에 근정하고자하었r:t.

잉소 '1 릅 아τq 선융 언으로안 용응 에 3개 .‘ ι} 곡선익 진한이라 양 수 있C
이 직선작곡잉의 연길에 따라강은구성S꺼아노다흔옥얘의 "，"1가 f 는 깃아"
인용 초보자등은 숙<:!:i뜯애 마해 소g 가 엇갯하다 그 이유는 작성파 곡선의 견안

이 장잊시 않기나각섯，Q，.:;>1-곡산응응갱와하끼내시 옷하기 때푼이다 연!ε가@영
수흑 어긋안 껴증아 맞취꺼 ;까 응응이 제 자리를 갖F아가연서 흐용아 지}앤스러에친

다 소여가객서에 와기 외해서는응이 ιμU시 g께 소4 증 l 는 ‘안호용~:S'. 얻
ι 고 있이야 ε}고 소g 기}옥션이 i 기 위히 셔는호용융서서히 얘언서 얀얀써개 선
융선응 얀~ô‘한t:t. 안약호용융 j 나지게 딸'1 얘연응이 순즈간에 뚝 영

져

옥션이5']:<]옷하다
。1양유 소히는응으표 t 오고L 응옹 호용윤 용@깐아셰 호용은 들슴까 닝응 그러고

소여 7}，ε과 쟁연。1 잉이H>냉다 이허한 상안관찌 액써 강 U이 인5% 지거냐

'1

창 %갱이 나44기도 하는에 영 F늠 갱}양으호우.\'1 λ}사안 깅셔용에 운힘기응 "

상으cè 。 것을응 기호화얀 것이U

엔자가 안는 기ÆLt 운효는 ‘ ，파 가창 양상에

그기f 올누있고 수호용"의 억 4 를 R허 냐4" 으 ζ씨 상영옴샤시찌 "i!}::;v;1 하
였q 그.i!lJl "1러정 지c<의 용용i 시 E는 판스허의 구껴쩍용 유지인"" 영시애 연

쇼리의 웅약 F조흥 가장 즉영에서 이애i 믿대 도응이 되기릉 야앙에서 샤ι「끽었다
개상 양상과 장냉에 에은 기효화닝 응표의 유영파 증휴는 다，Q"，，!-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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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아하 ξ갱용갖지 않」ι 잉하갓이 히거나한직나브갱도의 Jo~l융안정소i!l')"，

잉 잉굉쇼의

임야야 영가’l ‘!이상쓰는 ~，효 석 년 하 h 스여ε 니여인*끼얀잉굉아

나오댄 이Õ! O] 이앙이꺼엉 썩 에꺼 빼씌ξ4르영 얘 "1ε ;}C;:! 냉*，‘

연‘a 깨 '"써:l.l\f. 잉써g、，ν갱이애우';."') 얘e ‘스호{이 어"히끼 써응쇼이억다
앙깅소이능하정。1 강여셰옷야 쇼，에 우짜'1 '써껑R 하， 능"，1ε I히가 잉다

g스깅↓ 써으잉 ，파를 릉잉.，안기칭잉 S 연구

"'

영 예 쓰는 응효 기，이다 갱아j-~:’ 용갱이 응하지 양끼냐 악효C에 효샤언 유갱용 갱
"하1에 、경 영요가 없응 때

(얘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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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비를

X' :5'.

하5!ttl

" 응효 이EI7I 'x 인 용우

+

꺼1'"낀 하응이 스리에 잉이 7써8져 두 용으요 소'1가 난 예 쓰는 유? 가호이 4
아서 w안밍7애서 양얘의 'lJ--õJ-융 ~Pi'-;사 &고 하 양양。로 밍이 〈안 응갱융 두 용으
g 내는이사와같냐 이전경우이 소잉듣은두용의 소리읍내지 옷하고응에 용

쳐 한 응으-< 니온다 두 응"1 나오기 위얘서는 언지 낸 ，~.에 힘욕 g아 디씨 안
앤 영어 rε려 내야 하기 때훈액 앵을 너 '"는 의DI." {;'.R 어õ!J'응 +"Sζ 까-'ii"'↓

(양"응요어허가

(0)

+인경우

‘

a흥 소리를 링이 응경 에 소"의 한용 포6. 1!장인 소러로 대야 양

*'

았다

•

용잉 S 익

,mo

이에는 얻었던 성대흑 증야서 쥐어아듯 쇼리응 내” 하는.Ln， 성대기} 깅상"기 얘운

에 스"，ξ강 긴상1가어 나요는

’

이 "1 또는 위의 " 와 안깨호 강은 8→농 다시 、”

얘7 응옥응 용혀 얘기도 얀나 두 끽하-1-"( 셔야 겉야 소띠의 융4억4이 ξ아지"3 응표

어려응 ‘~하였다

‘이믿 •

응3 뻐" ‘인 강우

(이 l

이앤 유에

?융

가헤 소a 를 니Il''"! 앞에 ?앙옹 "잉응이 용어 응윤 수이cðM

‘

þ

쇼킹기} 윷려지는 느낌이 든다 아치 그대등 당 에 임호 용러서서 엄용 구르명 그
안P용으로 인하여 앙으로 영<:'1 1.-tJl-，드 것" 강응 아"라 양 킹이다 이 때 두 응 오

우 셔는 것이 아니 '1 주요옹의 옵표 역피를 I토 하여 그
"þ 화 S 녕14. 한연 개연→ιι 서

시응의 응.R 이i:'l7t

s에

".5'. 에이

언씨 가에갱응 이
있응 얘는 도의

수삭융 ”야 꺾는<.의 소려욕"응표샤하이 획정 71'응으로까의 도시아구훈하
였다

연i익 j 오잉 2 호;응낀잉잉의가~，싱딩구

•

(이보”응효어히기 I인영우

어10

@소j켜τ 홍성 양성응 원주오 '1끼안 용 !의 연~호 씨정한 。1연융 요λ써거나
꺼 나λ때 융갱이 높융 예는 간상에 이이j 가성용 쓰기도 한다 이를 표시아기 위얘셔

응요 꺼여흑 (J포 액영나 /양)인늘옹 )•

g

또는 t.l 'lJ'''l라고 하는이 이얘의 안

성온 생대릉 긴장사"시 앙고 s.i:'l 을 외R 융허 앙영시?는 우성윤 쓰는 것이다

(이보

"

용 이1"1:' 1'0잉 경우

(6) •

(‘)엉까 "1유오 오%년 강2 얀 까안 이응ι괴 응표는 잉"은 꾸잉응으호 (J의
시정이 흐였8융 얀경주tr 깃이나 01시 요응용쳐인

7P.l4

신성아 순강걱으호 나

오는갱1이다 이인 식의 것법은 갱찍얀응정으흐 인식하기호다는 장，，\'등의 、딩에

E。져 강h용써으'-.'"-1 재 "오는소여욕이끼 얘운에응표이리응
일용의 기;거영

?

삭싸고자 하%다

‘.'i!.

.lVl"il-_으표써

‘o

1'i~악 l αg

(잉잉응표이떠 .인 g우

(7)!
완냥리의

'1

:연응 응에는 3 성의 기능이 우드역지는응용↑ 있나 소리까되성하

외히서는~리 힘}OIj연응/성이 살짝 영어지개 피는예 주로이언용을은 이헤

응으효 하잉힐 때 나티싸고 션윤의 흐콩이 유연해지는효파가 있마 아사 '1강f금 갱

약 주업에서 응올 뜯은 후 원용으" 증융 깅f야 안딩 쪽으오 담?앤 여응끽 응갱이
내려가는 것샤 양q. l특히

정우형외 f양가 찌영즈에셔는 도 λ1의 진행이 '1생의

칭{잉으흐 올리는경우가 않아 냐다 연터1 ， 이는 도시등껴 τ 응으호안인삭하는

것에 대한 쩌고의 여지를 준다 '1갱냐

.

q보 1 0) ga 뻐 '1 I 잉경우

(8) (lI
안소걱의 소허옥에쓴 ...，.끽l"-':l.o] 있다 쪽강g온 흑익F딩에서 따옹 영"'1]에 소리

응 익뼈다가 영흔 i씨 내는 갱영으" 아치 옥양싱 용응 당강경용 연상세 힌다 소

g 가 써히는 것응 @효 표샤아었니{

힌소잉 에호외 기요;용인킹 5 안껴잉상연구

씨

(예보 1η 잉어a 가 @인경우

(9) w

설기인둥이 쓰는 표현 중에 다푸4낀다킥R느 딩에 았는이 이 다루까는 3응 전공
응 채안'1 긍라서 우응으ζ 스리을 내는 것이다 !f-.:5'-영 0얘는 소리에 장려까 R혁이
잉끼 애운에 끼'.호 구사안 수 없으며 타우치는 것안 을이 g 소리 녕역응 7H응영

4

있다 악루지는 ξ송 해당 읍& 위에 υν 호 표시히f싸

,,. •"

(10)

잃어잉기

w"\'! 경우

~δ

용소히에서 ;<F!-되는 여언 옹응 서i!1i히는 칭영 중에는 소g피 끝에 앵응 오.o} 한
용써R포강~l 시 iò]<'>B드옥이 잉냐 용긍써를애을애

응쓰는냉엉파야슷하

tι 훗으~쭉그어 쓴 뒤 훗의 끝에 앵용보아아으호예핑으호 →를잉생한다
이것파 같이 힘의 잉딩。1 적당히 조J성외아야 'll~성 욕융 구 }영 수 있다 소랴
이 강가~] 가갱씩으오 해당응효 외에

u>"~ .!t시하였다

ti"

용잉응잉에"잉

"

(얘S

•"

잃 이에기

잉 영우

(11) '"

"

앙파안대로 소"의 꼬"가 한응와g 융여 9 얘 쓰~ 71:<>-.이다 이때익 가장

은 소이를 긍러 소리 꼬리가올라7} "냥 스리의 응갱과 자연스엉

J

언건의이 쇼리

의 흐응이 잉성원다 끝이 &경'}71-<드 R양의 ∞ 효시을 얘당 응표에 기효여하엽"

〈이g … 등n 뼈가 N 잉경우

(12) _
씬소인의 구 녕용 중 유똥성。 1 두드러X 는 응~.5'. 게응

의는소qF;아대

얀응위

;애응으로 진명

연i 히 에보외

1ζ: 용낀 잉" ’냉 g상 연구

(O!i'i'- '5) 응요OJZ-1 7f ‘인 강우

(13) "'"
' " 항파 '^애로 제응

한응아셔 재용으cè 간생 하는 소"욕이다

φ 호 16) %ill빼*인경우

”

“

용명8익’'"잉

(↑이~

스"용 잉이나 뒤에서 칸어융얻 때 쓰;느 칭냉이다 해당유n.의 앙'i]'에 낭샤자익
융갱안R응 )

로 표시-S-~영디[

(이1217) 잃어~l7 f 애용우

(1S)

-~

((이헝파 안대 E 소，( 안이 서의 한 욕티브 간격으포 완.P.}εh샤 히갱항 때 해당
응g까지 ,,"i;l. .lI샤"였다

(예R •

8) gll' 이 a l7 f

.~.잉 경우

션

도서

잉

8

g 소혀염"녕을 g 씬 ε 잉괴기양잉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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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길게 소비증 얻디까 소리 융응 흘러대형 얘 쓰는 7 흐이다

에-'"

19) g .a "l2- 1개

밍 깅우

기 악죠화기호

이상의 0)에“，')}ξ 안소허의 창영에 냥기"겨 소리。1 유영응 기호화하였다 이
러한 ? 호는 우소약 제연죠에 여아 각각 "여 냐아X는，'， 생우양 용양까

‘5" :tf

~t

조를 대표안 안한 진양조 깡안r의 각각 2곡융 디]AJ으"그 특갱융 설펴보고자 하나
‘ι1 대상극응 우으ξ의

;，꺼성가 " 얀애정산파 게망슨의 " 야악f 위。l 30 아상우

셰이다 "'각 2픽웅 션정한 이유는 옥액에의 갱격인 사영아 얘익씨의 웅정안 시정
용퉁하여 악조간가창양상의 객판녕응갖기 외영이다 i꺼정가와 ;0，와상우에
는 ε에제익 갱걱잉 시건아고

" 안111 ‘ F파 26.~l-'l--"1이는 대화새의 't~껴안 샤

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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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표의 겪이 연구대상 곡애μ"ω앙악의 기호애 여릉 중허 닝!도를 얘운유호 조
사하었다 약간의 Sß운 영엔하디아노 우;ε 곡까 거 녁 ;ι 곡에서 'ì\~_ 쓰이 는 소여

쪽이 한걷히 디띔응 '"긴영 수 있다

F

‘

때까훈 쓰인 1fr'C!, 제연조 잉에서는 '.

2옥에서는 기호j씩 한 요든 칭굉이 거익

‘

α

+. ν。이 나εμ+끼 영잇다 특.-61

우조에서비중이 i2제 lμ온 ℃\.이 계떤조켜

는 전혀 i이지 않아계연조 곡

융우흩때 오두갱생 잊 옹성안성용쓰고았응용유임?수있니1-. :'E~""，는소

리릉깅야대"등이 푸으는창영으호여유융]최얘한쟁조걱 느갱융 주는에 껴연
조 아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안

s 계앙ξ 곡에서는

/ 이 애우 농온 인도포 나타났

는」네 이언갱영응 전인객으호 셔X 는 느끼d응준다하겠다 옥끽%이각영수 있는

g 도~조곡에 야해 찌연조곡에셔 터 잉이 나티았능예 우조순에서는주<갱과
옴으~ 쓰었으나 에연조，olI;.l~ 흐느끼는 풋용 느낌을 요엔아고 잉나

이상의 조사릉 1자 표용으오 융À 아?에는 "~-조'f 에연조가같이 쓰이고 잉는
~ 생앙가 @악션치 대옥에 서 에교척 이중이 있는 7]:<ì.흠 대상으호 창영용 산찌
，，-겠나

연스리 셰업 ’ I-"-~ 동잉 정@피 가잉 잉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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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R J)싸 다여 사성에 해당，，)-E 'C 이 싱앙가 계연조에샤

/옹〈표 n 에애아걷이제연ι。，용의외성기 τ으표두드러시

“

α 또한 〈요 n 샤~이 개이，，"，，"1"1 2스"시 양

q

호는 (효 n 파비숫한양상-"''"-나타났다 여"까지 ζ시한 B에 의아연!，

냐어지 기

'..a.,

，-，，'τ

우으ξ에서 /는계연조에샤주ζ 깐이는갱염이라형수있겠다 이중 α까 /는
얘영 꺼융어 { 한옹 t쩨 읍 성으호 하쟁안 예 쓰는 갱깅으소 우iε와 제연소의 가장
잉장용 캉쟁칫논 중요한 X연。1라 양 수 있겠다 이는 'hõξ 소"대옥익 lv'l i3소

이 에서 r:H 확인양 수 있는데 퇴영소야 의 을연공은 에이d조와 같지안 강영응 우
a음 >>. .~ 았다 이른 기 i얻죠 정여하연 이공파 강 q

"이 12.'"녕쇄 {il'.n 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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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셔 희영소리 능 기호화 핀 다강한 ’6엉응 구시각고 았응융 확인힐 수

있다 세보릉 었융 얘 껴연초 즉현옹이라 안시라도 생경에 예라 ~I，즈ε가 캉§ S다

-thlil，-다 션영쩍인깨\'1-죠에서는외성의 / 이 매우 ‘역히 니냉으~ 퇴정소식에서
는" 잉@갱도에그j고 ω 이 션혀 나오지 않았욕세 29，2% -'" ~1중있께 니했;4，
".용 설7N!을，e-!，::걷 등 등고 악~.에 대얘 강각직으오 싼연，>여 왔i 아온7 층

응채~‘βU피구성응파션융의 유형에 따녁 eιε응논.~영다 그이나꾀영소"'는재

연조에 해양야는 임시표등 2는 익"ι로 ‘

꺼'"기 때푼에7 강경응 간:"'l하연 자칫 흔

온셰 이용 수 있다 용흔션용 유형파구성용간의 응갱응 조시함으로써 악죠을 안단

양수있지안，앞에 정"벤갱밍에 아는 71~릉해당응에 g시해 운디현기호얀〕덩
고도 익R 훈사이 용이히뭐아 정앙잉다

히 기호와옴J영

앙의 7견 에서t 캉영에 *드 7]JÌ.음 통히F져 우a와 제연조의 가장 양상용 상석보

gμl 이번영에셔는각기호에쩌9τR느융듣융 iλ펴괴 여기서 X연외는 소여욕
등아

't 악조 안에서

갱우양

어이엔 역g꾀 g명생응 갖는지 영야덩고자 한다 연구 디V상응

;;:’* 써써 피종 진양조인 세아치을 제 9 한 "옥의 선잉조 소리 대옥이다

영구 대상안 "곡은 3 적성7}， 10 져건'-1. 12..1'1깅소리 " 안칭상{!， 26 와늑‘”이
3O.~1-싱우꺼I.~양아으J에 "잣대를 '"성장"

ε 。1안갱;}， 68 악씌ιt 76.&정

이정。1"
우조극은 ;，석생7↑ W，저건L--j， 12. 11]영 ，，~r이고 계언조옥용 ~，약릭영어
，，..，우에

g

향단으개 w 웃대응

6;

이영갱종

W,

" 흐깅이갱 이다 연갱이 쓰얀 옥

g ←리써보잉 'I"'-~ 릉인.，이가 g 양8 연구

옹

"

3 써ι';j7]- ι6 야하!l'l"l， 34 양당으께 。]고 연죠가 1인 픽응 ~. 성'l!-7j.'이". 연

정파연i가양찌 쓰인녁ξ "안정갱산.æ 박 f치이에 이 응 1ζ퍼영소"J， 50
싱앙가 1→3 Z1'은 '1강자 *예이 J우즈ξ이끼안 을연 f) 에 ""른 쇄보 야호는 께영5ι아
강이

'" 유용읍에 을는 ?녕 죠시
아얘 〈효 H> 에서는"콕익 진잉죠응유영영Sζ 냐.，.)1:i1， 앙서 갱이찬 여러 기
호 웅 융의 응용상응 피언힐 수 있는 기호응 엮주5ζ 에당 71~응 용표에 용이 악4
명 가장 。왜융 구셔때1'ð"}7]흐 ，>갱다

(요

,

우조 선앙 찌보 유형 용류

('1~. j)껴 휴형2와 강。l
~‘&되는 ‘우쪼
우조

《얘보"의 유형 l와 견。|

10. '1건셔

껴보，， ~e -iιξ

"
혜영~<1
%써장가 1- ]3각

연정역 나c\<-~ 우조

3 갱생 7} {ù_~_")

(이오 잉〉 우증 진양’ 야띤

,.

등여

"

용슨응익 m'"

헤아 강이 우4 진양속의 응현응에 기호응 유여 해당 유생웅 상펴용 경파.， o}ξ”

용으~강아내리는옥인 a 이 3 척싱가 "서건'f의 도 에 승에셔 나냥):i;:il
u 외영소리 ，。 성갱

1- l~lYl-'의 솥 ~， 'c, 헤 U• 응에사 얘우욕 닝쩌 쓰이고

있응「응 알수있다 강아내리는옥응 i얘양응가익 암응 안안하개 하앵하기 얘f재
이허한 장건의 소리는 여유용고 안 g강

*

재 을연다

기호호상에용응의유동성온 도←→해， 애←→"l'， 용

아

슬8 아외진앵。1

두드허정용안수았고 이는 장g도 간격의 도에애와 양슬라료확대피아 우조

의 양선ι 연갱이 얘우자연스영개표영잉다，;-]-:α다 안앤7 야응 I예τ'"운구
성유듣"'1- 낭" 응의 유흥갱이 나나나지 양았j 유융 경，ι고 션영 S]-i매 '(.g는 갱도
익 장영안나타>:N-.

〈표"기양뺑 . . . ，.운류

〈예보"익 유영계1Sil4ζ경.，
애인주

4보"는

340? 용약싱새양등에
6';.01흉갱tε

"초경이정
연챙이 나"냐능 져연조

'" 와학암어
• 향단으"

(cl_g-d)
‘아용••

연소，.엉 기흐.，씬 <t~'"기잉잉상 연구

”

(이보'"거앙 1뺑얘 M 용석

의와강이 제인ι 신앙으ε얘 나타난을현응에 7 호릉유역 얘앙응갱용산어보*

다 께연조에서는 우;ι에서 주호쓰었언깅아내라는
이외에 깅혀 나타나

”

‘

ν) 아 76. 3'0경이캉의 에

양상고 퇴성 기능인 / 이 깨에응 도 을 해 에서 나타났다

아 예 도는흔히 영고서』깎는온의 용정이고 해느 I 포셔지 웃t-l-õ>>냉뇌
승옹 안l-ß. 띄생하여 d온갱에서 연얘융 7~};게 한나 제이용 도와 제가 이f히}
여 유용져"-" ‘잉F융 갱성하고 았응응 앙 수 았다

"" 서 i 시는제언조 득갱이 야느 깎는 R *안아니 R 외정의 기능깅" 용
을확인할수 있다 용소리 τ 강e 곡h

아 양지라도 7}-% 형사파갱빙에 얘아곡의

운외 7171 당i다X 는데 특히 도._Ar의 갱갱응 깎는 욕으호 하느냐 에@으포 하느
냐는 ι킥제의특갱으호도꺼경월수았다 에응등어서언재는 깨r 옹응

't-영께

는 회강응의수 s'" &:기 이 r 아다 아 두장영윤 연영찍기 외'"겨 도가 시의 션
'"。으죠휴는 껴는옥잉 예는 세의 응갱이 강조될으호 지응요에

.~기호화

하였À 도가 세까지 희성항 얘의 E의 이중이 크으호 오 응효에 I'Sl 기효화
하영다

잉

용앙응깅 지 P 딩

@닝 ε，연잉껴안전엉야닌갱 S식

26. 9Ft쥐어와 ~양11-.으껴의 진잉조 대욕에셔는 2각애 ? 에 ~츠정애서 g갱으

효 연갱이 나타난다 아 에 도시의 응정이 ，"‘~ 끽갱의 자g 가 i 이 -d-g-b
"'호 계연조시 원전‘5ξ↑안B도?안"오의 션응이 핀다

" ' . 우ε@이 니빽 .보유g 용이
연히냐 I'--B~얘써

덩엉

‘S 죄 .，띠ι똥 이용

(영잉) 연죠 연 S끼 '"μlE 7녕용섹

”성 >J7} (-우조계빨
↑?얘정안 싸 S싸1 싸)

.빽지(d-\'"-C'이i우찌

’

!’스잉셰영’ I-"'S jlE 정깅피 71 C'1잉~!'l구

"

;0 성경 'f는 1-13각@지 우ι~~옹으다-7}， 끼_m 각은 제연ιg 연」ι잉 곡이다

앞서 갱러한까싸감이 우ιi이서는 도에이 중성 2.-". 응이 유1 혀으"'*각이다
예연조으 "f양’ f'lζ -",-'''f 앙~'7} 셔오 이웃-$}'내 도 λ1 의 기놓아 의 g 파 꺼τ
옥 두 가지~"아났다 g 약낙치 는 1-14끽까지 이용갱 우죠호 부르나가 15-21 각
까지 e갱 재연조호 연조

연갱!'l:X!고 22-30각까지 S영 션5ε 연쪼 혀갱이코?

31-32각까지 e갱 제연l3S-끝난아 우조와계연조에서의 가장 n응양샤 살어용
야와같"
~I 호을동""f 응의 생건응 산이성 경까 f-으ζ에서는강}아내리는욕 이이 제연
조에서는퇴생

/ 이 →의 Ji.응응견 "는 장영잉욕"인안수있있cι 또한융연

응숫슬기 이웃-$J+.- 용" 얘우 윤용객으. ξ" 에야기 예 i애 옹의 성~~ 한가지효 특
갱 깃기는 'fι 우 '1가잇는듯하었냐 그예요서얀 에'f 꺾는 R 이라양수있아

시금까시찍는 it 쟁으'--.'ò，내는욕 깎는 R 야의 디른읍에 τ 응희 생씬이나기능파
안연"꾀 명시왼 이듀이 없었'1 얘용셰 상대척 으호 계연조의 깎

T욕 에 깅증의이

옹 풋 하나 성기씩 측.\~에서 응의 성정욕 허히는 깃응 얘우 승요한 일。1지안 선에
생이 경여션 ?훈의 강소는 오히껴 얀소이 연구의 역진앵이 딩 수， 있응 것이다
이에의자는 꺾는용에얘딩승 ξ ι，.A]'익 또디H은 장영익 히갱이 잉응응께시

하였i 응익 갱정이나득갱에 ”는 이응웅 얘당

‘

갱 에 용이기에는 율의 유용성이

용영하" 나다감응확인하었I:}， 이것응 바낭뜨g 기호화 한구성융간의 악조영 야

에 신옹을 유영직자.l!. ~t겪히여 응갱간의 상호 연계성응 용영칙으호 안。.， 야 것
이다이연，닝써죠시하우으ξ의

도에"l의}계앙6의 !<，.λr '5õ..에의창영용 '1

호g 나타씨 응 얘 응갱간의 영판싱옥사설석으로씩인양수있었고L 이어한 옹석이
성까 외때5시연 '1양한 서융 유영욕

,;f"-H1: T-

있응 것이다

''1 갱생이 연g 띠 암는 ?야 주시
1"1

-'1'

잉앙"써1 셔 τ 유용응에 쓰，"1는 기호응.'6사하여 악ιε얻 ，，.양끼상용 ’i껴

보았다 。 아 앙에서는장영의 @화와안견-\'1 7 호 O，@응 ιε사히써~.각우쪼아

계연조에시 어여엔 가장 '"'딩응 보이는지 살펴!;lJl~ 하겠다 앞서 언긍하대효 。

"

용$익$'잉

는 성기얀등이 쓰는 양호 시장 또는 1얘옹 Yl~화 정 깃이고
기호화 한 것이나

@는 유'7H'용

(jτ 친생응 쓰시 앙고 우녕응 용으~써 소"를 열외 ~τ 장영

멘1.， -0'는 소히를 운간끽으효 ?어(다까 영흔 ιν1 냉 예 쓰는 장*따

@시성의기효 δJ 앙양상

안소"에 서 '1 성온 녕껑응 。 영λr켜 유애의 연화용 가지오는 갱영이다 시생S
쇼리 생응이 디상애자 는 1<"'1-등 얘기

E

하고，，*샤가 진생으호 내L기 어려응 고응응

시정으료 써리함으료써 소리의 3t응응 유지바기도 얀나 연구 대상극인 성우W-.;}

"，↑증 전잉으ε 대S에서 시성이 "'온 우-!，ò융 5ι시한 경까 우gι} 제연조어서 가창
양성、이 각각 다E게 나다님옥 안 수 있었다
우죠에서는오은곡에 시성 (j이쓰였으.4，개잉So'서서는 31，"^"J1j:으J깨 %섭캉

7 1-, 76 “정。1끼r애서아 니ε ~，ι 시성응용연 인ιl에 며아곡의 흐륭01 느깅h야 당
아재는시l 샤성의 λ% 이 인언양순측욕의 iε응이 긴장이서 이안~i;!...뻐게 되어
여유융고 녕옹한 느낌응준't:}. ~언 친싱으로 상깅의 소리을 내야 안 얘 사상용 쓰

깨 외연

엠 킨잉}7~"가 연이시기1도 한다

。째 예보를 등6써 갱잉호에 쓰인 시갱의 *엉융 셔펴보기흐

ι 우응뻐잉응의관응격유영

(얘보

'"

두 응 뛰얘잉응

"써가에 쓰인써)

i513RcJ-.

앤스히 얘 기성 동힌 정엉꾀 기갱양상 연구

외의 어보←

3 작성，f의 , .n

"

잉?껴1 쓰인 시정이다 이얘의 시성은 얀외악 1

약안어써안에 나써다옹융정; 연경여1능 7t.iι 역w 엔다 '1려한효연응 1 각

성개의 10. 12. 18. 2(j.각 m 저건너의 82j-, 'jι의영소 ej'의 잉피t. '!7 얀엉갱상의

‘

2, 10, 13, l( 21 ， 24， 29， 48각어”서도 cl타닌다
b

두악 0녕 X 쏟익해뒤P영응표쓰씨는유영

(뾰잉 )Ã~ 을의뒤밍~g

위의 예 Y 는 w.져건너의 잉각파 ’j 성상'Jl의 6씨써쓰인 샤성이다 정용션에
우의「。 상의응가오소a 를 냈윷애용갱을 지휴사기다가칸융시성으표"Pì-E'싸

고 니잉 응갱호 인검안셰 이어얘 요링은 " 얀깅갱 f 의 IS Zf, 'Ci8.~씌샤의 ;. ,
Z써써도 cf싸닌다

c

세응뒤"'딩의깅용적응엉

(이"'이씨응뒤앵S

，;영웅익 쩌Z잉

56

허떠 에보는 w 서건너익 껴}과 '12.꾀영소리의 ßα+애 쓰인 세 ,C; 뒤f 강응셰
나다낭 시성아 4 각각f익 계아응은 도터뉴송파 솥"1 예호 응정은 년3도←"도 구

성잉다 아등의 응아응응 다!-iO.지안응갱이 용잉하기 때 R에 산지인놈윤강윤 !으
g 인식한다 이허한요연응 〕α져건너의 \l,

154, '12. J1l영소리의 14.0각 "

성상가의 2각에서도 나샌"t

이상，~장의 유형응우으ξ 진영조에셔만 나야 ι}는관용격인 시성의 가상 양상이
나 디응옹 우조'\ 계연조 진잉조에서 성융의 @짜가 두드gμ 는 시생의 샤장 양상
용살아보기호하겠아

d

사g을 g용인 성 • • 연여

(얘보 m ’ g의 g응

외의 여}는 3 걱상/}'의 5 zl파 ’0 심장샤의 55 zl으오 전성파 시생용 교*l-<셔

씀으호써 성 깅융 변화를 앙 수 았는 소이대옥이 4. SZ1-'애써는 늑융 산성으;iC~융자
앤후 주융아< 시성으응 '1씨 션융판안탓션가다지속"응인 "4-'，셔 끝을진성으
，.을아오는가장기영응&고았나 ’"μ1 서는

’@

응전성으오낸후 '1'릎사성

과찬성으효앤경아힌니F샤응링의 끝용한칭으ii. "Pì-~l~운 갱이a융 쓴다 이는시
성파 시생의 교 }석 개상으호

?

히써 매우 끼승격이고 기"적인 시깅시까 구사와1

성읍의 엔회가다깨융재갱깨익고있웅올용주한 수있다 이이싼표현온우;욕
격생"의 12.13각 m 거댄니의

10. 19•

7ι 초경이캉 w킥κ1'1도 나타년:'1

1ι 찍영소악의 8.

12.

‘

22각"1 제연조꼭

앤소리 에얘기호;용깐잉영펴째잉 8 연구

e

의」여

의뻐얘@서상

"

iλ 」

q오~의쩌 '"써

위의 에보는 n 되영소예의 "가

76. 초정아갱의 14-154， 1?--2얘애 쓰인 사

성이 다 "각의 깅흑은 얘~l，"'*'l 융용소리 "각외 에우 부우 드 .'새스i'l， 15각
의 찌에는~찌써소리

，，..ιu각익 。1히이 '1 에는귀신소리들~~용대내거나

요인 .. 것이나

이상으효 상우양 춘쟁까 진양조 얘옥에 "인 시성 (J의 어이 유영을 산여보았

다 연화원양업인사생 (J응계연조}띠는우조서서기캉양끼b、이 다양히께 냐，'"
고 하껴걱인 가장응 찬~객이 소E 욕 훈휴듣 기능꺼 하었다 그러고 전성과 시성의

:ii!"J.<!:

가장으호 아루이친 소~~딩은 얘우 ?교석안 시깅 R 등구시하고 있응응 찍앤

항수있었] 시성융 정용전 의성이나의대이。'1 .a:현은이언의요충응용→。1하끼 하

였다

，않지 0'

"

@쪽아잉의기호 0' 장앙상

‘’}소리의쪽'""，t성응 -"'，-'2↑갱 혹은 양조정양 때냐π싸는현상을판소피에 R 유한

것이다 흑야갱 융 하께 와\'1 1'ffi는 노중 안에 익fδ 깨 의는，'， 완소비에서도 이아
장이 지속녕 소g 가 g 게 R니f쳐다가아，< ，닝;소걷1，< 연정되는 갱영이다 작J야성윤
소리가약했다영 '1기 얘운에션융이 낀녕되는듯하'" 염이 영어진상티에서 성얘

흩 악써1다 여는 'IJ-'J1응 쓰기 얘문에 초o!'.zl'등에깨는 。 히운 상엄이다
이셰 에보흩 찌 λ 댐으호써 3옹껴얘 @의 가강 양앙을 살피보키효 ，"'나

‘깅뽑쓰이는유형

@보써경굉혹약」

딩의 얘 a는 j 써생"의 I~끼다 제이용 ι"'을의 성융표하얘 "'R는 표에
서 E 속사。의 경파응인

'1'에옥아성융응으호씨성응의연화와선융으H 상강

융느영수 g 이t 이와용낄한소리옥은 3 꺼성"의 2μt. '17 안킹정산익 ll. 16
갱각에도나아난디}

b

응정이 오익띄때 ι，0 는 유§

(~~ 5:'영욕외 g

위의 에보는 '"저건미의 '"이다 진} 웅영의 소리가 옹갱의 간격응 우고 도약

띤소혀얘외 >1-"-= J;t!성@이찌 S잉잉구

항 얘 δ}표을타까지 앉고 양세 옥깐성E-"'- 용원

q ,g. 악호 이어

”

도약한해당 응갱

응 니 는 가갱이다 이예'1 흑끽갱응 얘당 역이 e애 용게j 응J익 경속쩍은 나L응 약

의 것 f，ι4 양쩌 힌다 그혀고 욕각영융 기준으오 욕~"엉 갱익 응갱은 낫고 응의 깅

。P까 잉 교식 긴 인안 옥익f성옹 응갱이 농o 영재 셔리에기 얘운에 산용의 이왼샤
긴갱이 대비잉다하겠다 이약각응 삭의 가장은 ?으ξ 극 m 저건너의 8ι1-， '12，꾀
영소리의 깅각에도 나다년야

ι 제 8올익고하앵히는유앵

(예보 이〉 세 응응

"

옥씩생

외의 예 U는 1ι에영쇼 'J익 ""으후 찌 응올 여흔 악강냐 } 와냉한 '^，갱 션
융이 아호 연건의는 가，.↑다 이이한 유형은 ↑조 곡애서는 ‘서생"의 μt η
의영소리 의 7 κ u각

" 앙껑정션의 5각 æ，악섹시의 ‘ í, 24각이 서 나아났ι

제연조 옥에서는 '"야싹뛰이의 27Zf, '34 향당으7 의 9각
끼ι초잉。 캉의

9,

37Zf어서 나티났다

d 제딴 진잉쪼아서 tJ @õj으로 쓰O 눈 유영

(이'"> 기업 섣영 .영 탱욕끽딩

~，싱j개의 5’스「

'"

.잉응익 '1132<:

위의 여보는 %힘안으케의

2

각f파 ‘9 끗대블의 4까으호소비 얘욕의 끝나는

λ냐4이냐 껴연조의 전양조에셔 τ 끝냐는 션윤에 거의 욕약생윤 4μ1

이도시 또

는 에 도，-)'1'오 퇴생시긴 후 중성응으효 끝응 앤q 성제 료 가강엉은 새 이얘의 소
리욕이 양리 처리핑A궁 에도 세 또는 에 도ιr익 응갱 에는 큰 자F응을 두지 않는

n

아-'I.!디인있다디자영얘어느갱루의공익으잉[소리의 긴장i

이안냉 표연하그

Lν까충요한 ß꺼라양수었다 이셔링 약d의 치씨는 있지안폭익정，:} 4 서 。우
리 갯τ 계연조 진양"'"의 유형응 ;0.야"'~에 . " 성장7F， -6'). 이용정훈어 서 유ι

하게 l-}E}낸다

이상으호 성우양 웅영기} 신‘*ε 대익에 쓰인 약'4↑성 g 의 여U↑ 유영융 상여보@
다 우조이씨는 -&~ 선융의 정"f-，응에 옥약‘“1 을아a으j츠 션융의 단3'0..'>-응응 피
했고L 옹갱의 도악시 도약 응정 앙에 쩌씨 흑3갱생윤 응으흐 선윤의 긴상킥 이안이
표증의I~q， 채 옹을 ~f고 1샤흐 "행하능유형 ξ 우으\'o9} 계연，에샤 고우'-}E'많 o

".제연조에서는각곡n 나 올냐는선융이옥끽생 i 씀으ζ씨용갱으흐 이우허파는

가창%야 나아’이다

3

결론

새셔τ 우형의 유싼 양1등 가사와한 하L 썩 양영이다 양 ~l ~입는 다

양까 냉정으" 시오.~ 잉g 지 gt 연재 효써는 요건，~ 채E가 가장 J깅연액 으효 이
루

시고 있다 기존의 싼소피 '.효는증현응파구성응에 n니른악조 R석용에훗얀

어 이에 상 gjι‘= 잉소리 연.T-7f "1루어져 왔다 그어나구에 U찍센4{는 안소킥 흑
성녕 성기얀등의

T

션성수는 엔아직 잉소각긍써의 1셔오" 강하깨 보인다 그예꺼

완ι허응윤익얻얀 8긍하여 오선보얘업 ~711，=용ξ이려냐약푸용칙표는지

영까인판f려 연구에그 g 수도있다 이 g 한 응 9 의식속어애 필자는판쇼리의우
전썩옹 얘효원 익보에 요현엑기 ~l'ð'써 상영파 가장 양상에 따흔 역려 7f'시 "호응

‘’등에 걱정"-"1;껴 보.11:4. 이는용익걱 판소여야 영。 걱 안소괴의 두츄연융상셔 양

연스혀 찌호외지 ξi 용인징 5 의껴앙상연구

”

소 g 악 성찌에 t녀 가꺼씨 가고자 8운 시도있'1

온고에서; 성우양 운'*1- 중 "곡익 진양조 소ι때옥옹 대상으로 얘요약 기i응

용한 갱영과 가장 양상요 연구하였4 양영에 '4라 "가'1의 기호응 안동었4 이를
애당 응표에 g시"겨 、약의 정링옥 찌}밍엄으로써 우조와 제앙ι익 연 g되는 가장
잉장융 상펴보았엑 이러한 깅셔는 C 응파 길tι

젓에 거 S죠애 U 해 우조에서 대양한 장엉。1 쿠，+>' 었4. 기호 “얘 증 우죠에서
는 거의 요든 기ε? 냐각났으4. 께연조에서는 곡에 여라 진척 쓰。 1지 앉는 기호기}

있었고 훌라는 응 긴 이성 / 이 양은 이중흩 차샤하고

3 었나

싼소히 t:}:섯 아닝헤

능 우조 진양죠보다 제'，~ 씨잉3가 .씬 않"1 예용에 대?훈의 경기인을응 끼영

조특에훨씬~~~간연이다 재연조애 악;아다는것은 흥러내는쪽인적성파~성
의 다흔?놓으효써의 씨는옥에 아숙히다는양"'l도영얘상동인아'i]'τH간연L 우
:ι어서는 이.，. 강경이 요우g 기 얘운에 실/앤둥이 긍용하 원 제연조의 갱영까F
cm한 우ιε의 창엽융 연? 하지 &으연 예언화 잉 4조등 J추능 수E 있응 것으포

추용녕cl.
율’t 우죠는 껴써 내허 는 R
냐} α 파

σ>'0) _?.;에하었고 계연조는 "싱

/ 이 우셰착였

/ 는 등 다 얘당 선융의 층이연응에l서 전 용 아얘로 '1킹안 얘 나라내는

강영5è5'.， "ι 는 갱2도 아얘 {?r으호 까앵하고 / 는 얘도 도샤료 장2요 연2도
。 얘 용으호 친.한다 이 에 w 는 ?씨 싱런 상대에서 영었나 영기는 느성으로

히갱짜고

/ τ 명윤 .사 저핑g 응갱이 잉여 자깨 -.51{는 갱영융 쓴다 이라엔} 특갱

으포 얀E 여 f오4는 견해걱으호 꿋꿋바연사도 아유f운 느깅이 률고L 제앙죠는 져지
는느잉이는다 신 '1인등이 우조등 '，<영조 계연조융 정웅조킥고요연한것파 상

룡안다 tM&다
셋얘 6 익 성지융규정잉써

선 Sιψf 마 <;è ‘

g

서 기존의 껴τ 옥에 대얀재고이나 셰연jJ의

'Hl으호애는욕

도시꺾는욕으호인사피어왔으세안

소g 에서 。 어〈안강의 특엉이 양상신연외는것응 0써다 특혜

껴는욕응 U 연

악즉i와연명의는찌연조의 주요장특-".J "lll는하지안， 동4영져에 우리를둔성우양의
흑향샤매까는 도，--"r의 진갱이 급하지 \，!."il-씬안하세 서서히 하행혀는경우가원씬
잉야cl. 얘운에응의 진얘응 J려하지 &고 도시를 껴는용으3안도여회-.51"는것

.잉S 익 얘깅딩

"

은우혀

} 잉다고히때나 기ε〈익 꺾는욕응 시、，}장조3 능 강엉이고흥리는옥인

"，.응 E 외주인갱영으나ξ 이 <1 한갱영의 씨쭈격인 운^'용딴소라 애보의 싱정
석。고 구써씌인 영녕이 되려라시-fi~r:j-.

9 얘 칭냉이 시성으호연항 때쓰는기호 (J와적찍이환나응 얘 @를조자
한 건과 우」ι'1 제연조애 ~.각 다은 가칭F이 니떠냥용 안 수 있엉다 언저 서성의

쓰，'lj응우스석써 얘우다양한유형으호 냐아니R는안띤제연조에서는의성거 의애에
능 요현할 얘 외。 는 거의 f이지 않았다 시성온 성대응 긴장시키지 않고 소"릉

의써셔 우성으오니등 갱밍。 기 얘g깨 우조의 소리는긴"J-"'''까 언하고 。1양의는
느깅이 강한 안양 시성이 혀옹 계앙ξ는 오은 소리을 거의 신성으오 니 기 얘fi:-<>II
안정에 긴장강}이 있어 극Z객 "을이 ~영 수 있나 Bf]Q t:l, 그혀고 진생과 시생의

잦응.ij("'\'걱 잉앵은성응-.9-] 연..tt'를주이 다f".#} 시깅새응구사i 때마 소"응익&、
다야g 내는 R끼성 。은우쪼아께연초에서 각악얀용적인소여약으표 '--W써다

우ι:에 λ 드 성용이 도아승호혀앵 씨앵 할때 'F릉경"서~ ，~.꺼양'''''처이찍}운
유영샤 sι약진앵양 얘 앙 응익 공용 도익

‘

유아생으로용이는유엉이 용용걱으호

나다났"'r. 제앙스이써는 아'1 악사성의 선융이 예밍용의 곡에서 예웅소이안띠 쪽야
상을 용안얀 혀생 후 증성응_0 ". 이우리되는 가캉 영장이 동영하께 나되써다 또한
제 용융 안고 아오 히쟁$H=%형은 우으ξ아 껴연조써사 고-T ~l타났나 연소"에셔

λμ3응 성내응 이일사키는 장영이~ 유끽성은 2녕대를 긴!"J-λl' 는 칭캠。ν1 얘용셰
이 우 정영 의 흔용옹 안소. 션융의 긴상파 。1양융 용앙5께 하고 ? 교걱이고 기숭
거인 '1경새 g 극lλP하는대 용。 하다 승@다
。 상으c..，，- 시산응 공강써 냥는 완소리 서보의 71Jt용 용;;j<이 칭쩡샤 기l장 양ν응
정"하었다 그용안 양응 농운에서 완f:'，o.~ 응익에 연구끽어 았으4. 안스리에셔 증

요하깨 역끼는 g용또는칭경에 대한연구는이진학연。?lt1-. 아예 성기걱 흑연용
당융

4' 있는 안소띠

연구 앙엄이 영요하고 아러한 냉엽이 성화되고 약1대인수용 애

연는 연스라 성i애용 ~.f"↑는 주요한 용간"' 명 것이다

원쇼격에호잉 7 흐 "'"ε~""잉잉상 연구

UI:il웅8

깅쩌「쐐성씨릭킹은↑

성우 g 증% 잉영홉 1 연'i'c:::.

~[I!e. '없악의싱~~ 써 ~m， 요뺏。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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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ansori Transcription and Symbols
Representing P'ansori Vocal Quality and
Techniques
Kim, Su Mi'

T<xhy, in

~Ie

mmmonly.u.~

sludy of panson, Weslern staff nOOllioll is die n",,[

method for transcription of the music, Pre\'io,,-, studies on staff

nOiation have oontnbuted to ,he ITI\L,;""I a,pe<t5 of JUfl5O,,-whi<;h has primarily

depended on oml tmnsmiSSlon-by """miniog melodies, modes, melody

srrucru=, induded nOles, "nd no:e chamcterisucs, Dmwing on ,his ""rlief
research, I aim w more dosely "pptoach ,he nrusirul subsmntiality of panson.
PreviMy, I c,;ru:llined sou,gs in ftnf"11liO from OJunflJ"'fWl (Song of amnbJ8I!iJ
",ng by ),fa""r Seong Uhyanll, I tmn>eribc'd and ;nvmtc'd musiC".u signs Or

S},nbols for ,he music thol take into

OOrL,;de",~on

the singing method and

''OCllization-both of wlllch are regarded as import,>nl aspects of pafJ80fi by its
p,nttitioncr.;.
! trt"<uc'd musical signs to <'Illlx>d)' die characteristics of die sounds, and dle)'

appear dlhcr "" mu,k"l idioms expressing die particu.lar singing 1IlCIhoJ. or as
symlxoL, attached to a note, Sign., ,.,ch as .. X,"

"!," arKI "0," are used to replace
" _ : ' "'-"," "Co.,"

note

"+: "...." ...:'

head" wh;]e "

VJ:

"+:'

"V>," "N," " _ ; '

and --" are added as .tm<illnents (0 regul.r notes, Through

!r.\nStribing the music using Ihcsc musical signs, in this paper I
a number of

"0,"

.un \0

wnfurn

diff== in singing Slyle bc'lween ujo and gycrny<-'Onjo in (erms

of singing "..ethod and voice production,

Fir3l, ufo " ... <es use of" g"""er ""~et}' of singing rrethod< than Byemyror>p,
Transcription of

!lp require.

IIlOSl

of the ","'een .';gns indiClting the V.riOLIS

dmngcs of """"I te<hnique. In gY<'myeonjo, some tedmiljl'''''
frequ"ndy

tmn

othe.,;,

in

p'''ticllbr

tlx,>,xmg

(retreating

"JlP<-""

more

"""00)

and

kkmngm:!lfl-mok (hreilit!g voice), which "c,--uunl for a 1.f)l<' p;rrt of 'he style,

s,:cond, in up, IP=nacnneun-JlJok (ro]Img oown ,,)ie-e, "DO") [, frequcmly
used, while heuIlY"(JfJaenm:un-JlJok «lriftinH down voice, "/') often appe"", in
gyemyeonp, Ikl1h pmanaeri",-'un-nwk 'Uld l1<'1I/1i"""IJa(~neun-JlJok are singing

method< us,-xl for a ,,1101e tone

,cdlfliques, To pmJuce

dc'StL'Ill,

yet ,""eh applies diJTerent \'=1

galnana~Jl'neun--mok,

one should ,ing a

descendin~

sound with the feeling of pushin,<;: and !hm pulling a tone wrule keepillR
>lrcngth in 'he mice, whereas to create hff1lfyc()n!ldilleun-tm/l:, the ,inger

r;:,lax"" 11is!1"" throat '"

U~\\

lhe pitch de.=n(h ru\\uraUy, Becau", of UlC'<t

diffe",n= in vocal (echni<]llc, uju <'drries a firm and composed feeling and
lff"'I',yeonju 10\8 die feeling of bnl,'llOT,

Third, it i> = ' 1 ' to recon>.iJer Our perception of kfwOI1j?ne-un-mok,

Commonly, kkwIJglleUJ1-mok i, a IL'rm indicating the plUll,,-,,<Jon from "do" to
"si" in tonic sul·fu in gyemyeoojo, H<>w,-",,-,c, in &o"S Uhyang's G'Un!1Y811J?8.-1,
which is rooted in Dortwyeonje (Eastern School), both loese<mg-,,]uch

gradually descend, from "00" to "si" -and kk<vngtl"un-mok-in which "do"

Junctions as on appoggiatum of "s;" -uPP""', tn ".!Lt, loeseorlJ?
fuc",,,endy

,,,<e<l

than kkvnflnC'Ull-mok. 111e,efore, I

,-,,~

~,

mo'e

1mt we must

n:i",estiS'"e ollr concept of the len" kkeonfilleun.mok to "CCOC"'t for the
diJTercnccs belween {he tm, techniques.
Pourth, U..:: uSJge of tile tern" sl",;ecmg (f"lstllO sound or (he head VDk",

"0'') and pokf<kaksroJJg (hi=p SOI'nd, "0") b cxmninoo, In up, ,<iseong L,
used in variou,:, ""ys, .lterna'ing wiill jinseong ("migla sound or the chest

voice), ... h""-",, in b'!Tmymnjo it i<

prim.~ly

'pplied 10 Irnk u,", of

onomatopoe>a and mimetic words, TIlli. difference ,uAA"''' lh" it is easy 10
produce interLSlfLed druru:I!ic expressions in gyemyeonjo bec:1use of the pr1rnar;,'
use of iinseong. Pokkb/~xmg .ppeaOl in both "io m>d m'>rfly<-vnfo, used
icilomnitaUy in melodic progr=<ions. In lIjo, in Ihe dt"S<.cnJing progression of
·'do·,a-ro1," ""," furu.tions as a 'ra",<iem pokkkiiks{"ong. while in di,jufICI
motion. the performer sing; the endmg pari of a note a, leaping pokkk.,k5eOiJg.

In gyemyeonjo, the perfonner gcnerruly CTIds the song on the centrol now ru'CT
making a ""''''''ting po/J<k:!ikscong in the melodic progressIon of 'he las, I)'rics.

Key WordS: seong uhyang.

c/)unlly~tl{Jga.

via.

lJy~myeongio.

mOk. kMOtI{Jnevn-moi<. loeseong. JinsfNJng. s/sI>OnlJ.

gamanacdnBu~

pakkk$kMO~1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