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ε‘&쟁 @잉 I 67-96>1 1 "" α" 

구연보와현대육보 

구응 교육응 와한 기초 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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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으1 유갱피↑ 7 능 
3_ ~'i상으1 71&.아 , 구응기호의 소용 꿔 
Y 깅증 현에육보약 구연안] 교육거 찍용 

〔꽁호목〕 

걷도여· 

씬극응약의소용잉식g 띠우 Lm~fq， 그에。지끼지소용잉때대인애는 용 

하옷앙q 이 .'에서늠 ι웅 에게 .. 'fj "'~I-'" 그것의 생싣 2 인'. 대예 'l';'i>I~씨 
잉셰 스응이 생얀 l육 현g 셰 이 글이 딩용잉 수 잉오즉 ，잉 세우1으로 이 응이 

서는 쐐 둔-XUlii q~잉00 증% 구응을 등이우잉띠 왜뻐히연 구응은 많잊 

스용의 디생깐잉식을 용끼작으흐잉여증수잉기 에운이어 0< 현정，.서 g용앙수있 

늠 기g 응익적인 *용 i 져이기 @여웬디 
구응용 g행 욕g와 기흐의 성이어 이. 서호 띠를 잉설 굉용.'이 구앓 7 캉 

되'1 애 •• 그 자에동노갱기당 ‘9도 잉지잉 기칭 시 잉여되는용성 기호여 응익을 
생하기도 앤 구응으흐 g연연 응.， 호는 잉연성응 S끼야기 에없 구응온 '1염 

이용수잉이 5 상징을.현@는양영떠잉기보영으당하전디 구응을쐐으호 
적어내린 경을응보리고 히고 구용의 응성기즙 노예흐 ￥를 것이 영각 기호S 즉 구 
연보(";;1;;&)이다 

이 글이A 는 용보와구연호의 ’얘 기응히능써 더 니IOf71 il!i!>f ~를어지는 q 
잉한 g 잉얘 대해서오 기S빠 이 꾀냉에서 '"ψ1 。 후 애잉응과욕호의 디잉안 기 

.. 영등이 경토되잉다 구응의 스용 양얘 얘낀 O 얘는교를 언정에λ↑ 9씨는 여러 
칙엉응 설용제 염하호 .. 는떼 기야 것이여 

셔앤뾰 f경%'1영주t 



% 응잉공약'i13>Il 

1주'1011 :;>연보 성간기보영 시각]1-"'.잉 현대 를호 국잊생 깨요 7벼 

I 서론 

득정 악기의 음"。 나응악걱전개흑육생연깅 나내"'는경우가있cf. 유생응상 

갱이나 기호c..~ .li현안r:t "1 때 표현용 가% 속 갱각석으호 구연율이 용 수도 있 
l 샤삭셔 가응응효고정원 수'X-었다 전자응보등 규서。r。 라고하고 후，，]-'는훈〈 

71 :5':.효 기욕，1어 유보(p<~)과4 얀다 그러냐 경우에 d써서는 후자도 친자아 강이 

구응이라용씩시도한다 또 "q 누 이 노 느-는 피"구용 -당 풍 녕 

흥 징 은꺼운고 구녕F"I라고한다 이처인 현재 응약제에서는구꺼샤 잔현원 세 

가지국1셔 가장살연 악.~ 흩악 7L~ 이 우연야치 앙1 오，1' 안영안용어떠! 구 

용이아고한다 유μι ~ι§킹R는것이운영한예바히여 구응이끼갱히숙늠것이 여 

이 7)-;τq얀 성응 우용의 다띤걱 성격이 용객꺼인 연구 F껴표 다↑각X 지 잉응 갓까도 

'i'!연이 었다 

기옥에 의하연 구δ의 전용온 여알선초 혹은 늦어도 " 끼?터 있었아j 영 

수있다 (급양자보J1S깅))에 기흑인유보는 현찌 우리가*!'ll 수았 f우응외 갯 

증기아고 할 수 있다 유보의 제작은 구응이 용용되고 9써올 상씌하기 얘운이나 

(긍양"1.보) 이후Z 오늘날까지 유보이 전용6 오랫용~t 지속피고 있는애 β 애 구 

、。의 실연용극히?하댄영역에서아이우ι 2 고 있다 현게 ξ"'!I ~l기등가르 는 

등갱 영안등얀이 구잉융 구영양 수 있기 얘운~I아 야 갱 때운에 혀'"까시 연구 영 

역어서 구웅이"끄하연유ι을언저 껴융연다 이예구는""년대 。)후부터 혀근 

4시 육보흥주욕었고 。 응 용해 한국응악λ}의 '!l회}까정융성영한아 있다 아러정 

연구 동얘F응 'i'띠R등에재 이어졌고 그 걷파 옥보에 ~I증원 구유의 ε경']7} 상당 부 

훈 ~l"예경:r:J-. n 그러나 아"l"i!- 연구가 깅앵되는 J써 어 서 ~}-'.:~얘，，-， 구응 "l-..!\c보 

"성강용 ’서F 구%{r:l1ll~1 、a인애진선연구」 ’아:;~"'， 애2써셔ε*'!!K ð썼 



구영호외생. "' 

는홍일시ε1였다”그에냐양자응용생시하는한구응의갱에는포괴야기 이 g다 

왜냐하-，육닌는우응의 잉우를기흑한갓잉뿐이아 구응의 갱져와 억풍성응 기욕 

이 아니라 설연경 예 선영하재 확인원다 특히 구용의 악홍성에 대한 이에 f그껏용 

응악 힌상으로 경영해야안 9명얘하다 아""까 융"안으g 구응웅 이해히는 것응 

엔끼가 있다 

구응에 얘한 이은척 이해의 환;1τ 에β영으」효운티 샤싸씩었다 아보영，w’，"응 

구융응연구히기 외애 이혜구야아야가지호유보를주욕깅응에도용구하고 기존의 

연까오H=- 니R츠홍콩~， .lò-여주었4， 이보형은 유보애 기특원 기호;의 원경응 구응익 

{'!영으호 보고 구옹응 응생으호 응익용 지시히t 구여 쟁위5ζ 싼당엉냐” 이 연구 

응용애 γ년의 기욕 즉유보s}'Oj'응의 우연옹 。，-，칙으효서호아은'è!'에 ，쉴 

수 있게 씌었다 그려나 여기서τ 구응 상세융거，f-!il'자 옷 g다는전에가았었4 

다갱애 우응 성세아 싱연의 우재능융약 연우에서가 아니아국악 :;)t.용 연구에사 시 

작혀었나 교유 현잉어 애 는 신갱의 옹찌까 증시피기 때푼에 구응 실연익 이익이 여 

찍부티 간파되었언 것으오보인다”득히 최근에능구응사허가 구영까 용시에 악 

보'1 용영가효료재^I의었고 용보야구 S의는 구용의득성이 잉F혀쳤으여 그교용척 

용용노 오씩잉 "1 있냐” 
구-f.-Ë- ，0，_익l않고스강찍구엔히는한언그것의 성취'1 혁신그 1고교유파소 

1*1:& JI!!'t g~lIf l'i:!lr. l%l); 써 「야.c.ι쇠 i이 .. 뻐 서용 야ι r어 씨아 

~16\'-， 2OOl); 깅엔 r거운.;;I iOl:1! Ð,f .. 에 찌안~，q.1rJ ,,((,(-'1*' 셔융太얘 tμ쩌t μ얀 
@에 

” 이예구 낀R야 기흐잉ι ’강얘씬싸즉'<!1}"M구'''1.19571; 갱 애 f썩꺼으 
깨없 써씨 강，~.~연 t이5찌ε(얘 .썩이 ”’j): '1>\-건 「극%샌 

& 얘얻!인f. 19SJ) 
~) 'i'1Iiγ r빼지"“의이아」응생R 연구，， '~""'~ι1 치 8 잉"서흩 '''''' ‘%약 

연우.~. 19971, lν%역 
씨 ol 'J-I'-. ‘。g응이용정 앙유"')<>tll-의 r.;.., :M, !>fJ::' ;o'õ'"l-:;;t。 딩이 ε 디애으':，(1!'l!' "I!-:':교인 

1쩌아이씨연삭샤@우g κ써이하 'n에 8깅，，"1<1'구링약듀가야 ~g 'i:''lB-. 
“전교잉얘 •• ’§영) 갱생"1. '주용옹응강 뼈안지노%언.T， (~l%: '6-깅얘 
교 굿의g째인 세 i인~， '008). 

S) <1.""ι ‘j-%，엄얘-$'òJ"i은인안 )잭연"써째←'Mii!얀%。싸언국에영 
，.，섣:T9:I，1WJ);염도회 1용앤웅갱쩌i‘’!~，，-그잉잉 iι어，-우응용양%"I!- 71조여성 

'-"용끼셰옹 e셔승영염쩨 잉이이 



7띠 용g응역에，써 

등에끼시 끼여엔아 그영에도 g우냐고구용에 접근ilH=-l예 정제가있었다 특히 기 

야구응f 혀근까지 특갱 Q}-:기의 깨인 교승에~한앵객인 영주 안에서안설영되 

고 3 었기 얘운에 륙성 악기등 전공혀지 앓는 λ}당ε 업은하기 애허었있q 이 균 

"1τ 언꺼구융의유g앙욕드야"기위해 구웅의 '1보(noouion) 기능에 대해 다 

루이보허힌다 얘냐~I연션§격 응의f 전수앵위호서 구 i 의 쟁씨가극옥외] 호 

다 장엠외야꺼 구，<}，，] 꽁유원 수 있는 앙냉응 기보。끼 예운이다 1언대 구응응 기 

ι 영식용용상거인 7!-"'_ 즉， 샤4 꺼 715L을넌어션다 구응응 시각석 소동응 녕어 

갱"서 의사스용 새제를구축*'고 았기 얘운이q 따러시 구융의 기보 운세를 디흔 

샤에는 시각꺼 9각꺼 기호체계응 용λ씨1 거흔써6 찬G~， 온고에서는 각각용 유보 

와 구연보오 것 }고 기보와 의사소용의 용제를 용‘)걱으호 끼흔하도증 악 것이다 

구웅의 가보훈재는 구용의 정켜아 일깅이1애용연되이 잉다 。1 을。 서는구R의 

정셰가 기보에서 언*--1- 어영제 구헌의l'.=-7t를 다루제 원 것이다 여녁서 이*μ”서 

는 산얘인구에 기얘야 구웅의 정재용 약승하고 。 섯융 구에화한 다양한 기깅 셰계 

의 상얀깅응 경는하고 "1지씨으효는 현쩌 한갱 구응의 기아와 쇼:풍 양엉응 서승하 

개 월것이다 

온 연구어 { 는 구용이 시갱하는 니연석 현상으 구연>3}Y] 위해서 용이를 힌갱였 

다 옹고에서는 구응션연 은 신재 갱각걱응악앵위을 -구응 이인}산에 、。f익갱위 

가야L 여{우νa척으호구유 연싱융엔갱낀는이온격 깨넘어g 영정었다 또안 악 

보 는 λ1각쩌 "녹융응 X 하는 용에ζ 응악기욕 ，용 응악기!능 시각응 을흔이 

고갱각꺼 기응응도포팡해三용셔호λ%아였나 ~ 읍경 은 갱zt;끽 키호응 -용 

가끼호 는사가격 기호를 H녁，하는용여호사R-ð'뼈아 이영케 하연구응 육호구 

응산연이 각각 서호 디싸 "'\'씬융 갓::'1. 있_，'t<>1 서명히 꺼 i 용어상의 흔안'E-.~부터 

이'1외는 개녕껴 용한융 영양 수 있융 것이다 

2 구읍의 특정과 기놓 

우응 사에등용해 파악한구음의 늑정응 크제 애 까끼효 내{ 진다끼 첫 언’씨는 



구~~~에양 n 

응영기효익 인안생 두인쩌는구영 시의 예승꺼 경ξ성파 j믿생 그:~l고세 인써는 

"션싱의 기능갱이다 구응의 것 언째 특성을 이해하려띤 응성기호리면 깨녕융 이해 

해야강냐 음생7 호얀 구응 구앤 샤 언이처영 용잉녕 응얘’ 이다” 용갱S 8갱은 

최소전의 잉" 안에인 융션~구현야는에) 이것의 잉 츄가용보도 끼옥현" 에1 11.대 

이+ 누 너 k ι二 야 강응 것은구응의 옹성기호이다 응，4!71~는응의써 τf당을 

상정꺼으ζ 요"히찌그횡용에 잉。서 인정한 TI-~I응 따-E4. 응생'1호로나εμ 는 

옹약걱 *갱의 구져걱 내용은 응얘 융높아 연주영 강세 샤경새 풍Q 나 J써￥ 응껴 

응융경예 초성 '1응요E 응농이는중성이오용으5.， 연주영용특갱한 며이어- 시 

후 퉁짜 강은 히얘한~--}!~ 강세약 샤갱새는이상의 냉엄싸 그 외이 요소를흑'" ‘ 
으표 연야}를 응이해 나타낸다 이꺼영 옹성기호는 구6 산천익 핵싱 요소이다 

O잉검 •> 。씨강 원 구S 

? -j 융 • a s ‘a 를 

(엎"얘피리구응 

에얘N←이쑤" 씨니세 낭λ투 i나 

〈악보"응응".t-지옥상영간의 기용1 구응이고~， (악효" 억사중장씨유의상정 

이 {[~.~↑의긍=" 
" 에-"'-'11. '구양이 지λ '1는 익이야 그 윈암응 연!，/". '%국응악샌고 '\'β갱"서~m왜 션웅융'\ 
연구찌 1m) , 21쩍 



” 용양잊 ~" 

산익 "l~l 구응이다 외의 약보응에써 거g고。 는 웅 당 흥， 용 파 강응 융싱? 호 

가 이니에는 네애L써운나g니 시E 나아같은용성기호가이지왼다즉7 각 

용갱의 초성은 특갱 악기 의 응애응 상깅하고 있다 Rε 득정 오5웅 응 높이둥 지정 

냐] 있" 용 시우←는 운현업 。] 서갱법 강옹 연주망을 '"μ꺼며 이 ~]애 요 

성까 } 정 강은사갱새가용어 있기도하다 니비가외의우악보응호연용연한공 

격 션윤 즉 앤용{&nn융 갖고 >1"1 'è!:, 강웅씨융에 영4"'1고 있응깅1 익엔딩다 그 

헌예 〈악보 "샤 〈악보 ”에서 ~응파 간옹。1 강응 구도를 갖고 있응이 의앤되고 

냐연 잉자익 지i<'l~ 악'1영 응잭파 효영영잉용 안 수 있다 

우웅의 두 언’씨등영인 여응직 장조성과，]용성이란등히 f응구연응용애 i션) 

외는 숙성이다 f응f 위와짙"] 규각씨 있는、。성기t용용1얘 응악의 규영응 우영 

해내는 7g능 외에도 상조석으호용.~용 재구성헤 앤다 예컨대 연주자의 개성파 상 

상91) 운경영 니아니객 정얘 풍샤 걷이 기보엉에서 기호화되지 옷한 영역듣이 구응 

으호"현원 수 있다 뉘응구연은 응악규영으토우터 ;<h~rsc운것등까지도 정아하 

깨 R현원 수 있다 

〈잊:5'. 3) 0써갇거엄 구응 

” 징 1 g 안 지 

<~~.보 "응 거운고 구융 구연용 에보앤 것인깨 운현에 요성이 있웅아 획안잉다 

이는응향응i~l석으포는용-7hfð)-xj '<l: 연주자의 성상에서는충}히 7배한것이다 

~}연 같은 용성7]:Q:를 샤용한다하다라고 응악격 경"는 띤"'찌71!‘ 안rl (악보 

이〉는 앙 우 유경응 제외하연 응징기호가 강다 그어나 유~.J-<I! 의미 는 시닷 다"4. 



구연보잊 !'!<II'l보 η 

C익잉” 에없 다리구응 

사"-'1 ""1 .1 '1 '1-"-

이노애 ←=아뼈시ι 

〈양보 "에셔τ 같은 기호 즉 운천한 융성 으표 잉 기호응 λ냉가끼얀 그 { 

악끽 익이는 ’k러댄다 왜냐히~. 서g 다S 응익혀 시간이 관여하기 얘푼이다 응 

악걱 시간익 지씨는 유악걱 해석의 "'1<' 1.2-;부터 생긴다 

이상의 〈익보 "샤 〈악호 ‘〉이써셔” 얘"'것파용 나".기 외얘 특정 7 호응 

λ%하지 않는-~션에서 구연옹 τμ+익 안건원응에~"'. 냥는c) 애 R 의 경우 이 

이낸 연" 느 고악보 욱보에서는 구연되지 F었다 

구응의 세 ~쩌 늑g 즉 구응의 기놓성응구용 섣여이 신재 용익링에εg구하고 

二l 욕K는 구옹성연。1 아니라는 정 예용에 쩡꺼난등성아다 구응 가창으호 싱현의 

끼얀 。1져μ개시 구용의 성현 '1 아시악 ‘'i-.R는 개장이 아니라 악기 연주였다@ 여써 

서 구웅아 그 자에도 아경원 노에가 원 수 없었 3 쟁윤 디R드 ，)장 강예약 션영하게 

구영와는 정이 " 을흔 연재 우얀 시나이처야 구응 구언이 그 자재료 옥영원 ,'" 
경해가 되는경。도있다 그 -I'--l-늦어오 초선 초l츄어 확인3는 구응의 션동 용은 

'1악f응의 전용은가강강해로서 갱웅생옹 갓는것이 야ι-1 "1-. 유악 댐으포도융 

"기호의 논g 쿠조가 찍P킥l' 고 그 잊강생이 판건되는 경우f 기익I'C응이1 영정원다 

띠R↓서 구응、E 야기 실천'1 찍싹에셔 JI.&..용익성융 훈인한R는 기능응 갖고 았다코 

"건도직 @ω는우응싣영아용%언에 요욕 "'."1 51.-구에띤히조정에HT응우연가셔오 성갱 

언아.'아 ]셔 } 이는&용격인 }용교육애 아R논。끼내에 션용끽인 구웅 lι‘의 3ι논기δ1진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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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수있다 

구응융 흥t얘 습득되는 기초응악깅의 내용들은 다용 여섯 /씨의 응역으Ji!. S의딩 

<1.첫언쩌 언저옹에대한인? 숭혁(..g.의 유，.I( 조，. "운응용) 우헌’이응?니걱 

셔써[ 대한강에강세의 연아아강조엑센브’ 새언찌 응익써 대정구초씌 01얘녁 

(안혹，1는 장인h 악구나 년악 장즈용의 1가 여￥ ~'ê!-. 형식 풍L 네 언쩌 용악겨 

해삭혁파 상죠셔 효연연(지즉외시 않ε 용의 지흥 ;<l%.\;l.운 산상의 장a걱 효헌 

응-).4:셋 언l에 특갱 악? 익 실써 릉 일야기능 능쩍(악'71 연수엄 용L 여 섯 언써는 

유악석 의사에당파 강응 응악꺼 소용 놓허까 ~련의이 있다 예컨얘 구응이 잉옥칙 

으오 제시익뼈용 얘 융악h에 대한 인지혀 구」ε걱 이해악 강도와 싱도가 농。에다 

따혀서 구응 신 융 응해 강4>억 인지꺼 。.’‘= 융←이1 해석걱 갱조격 능걷 그 

라고 야기 성친의 능력도 향*용 수 있나 단h 강4의 웅켠까 기능응 상호 운"' 

것이 아니라 구응이각는 강지릉 용해 동사걱 응힐석으호 수쟁원[ι 。~，건얘 안*적 

구유 정취는 앙기를 유도영으g씨 응악의 새P우에 대한 악숙양은 응용이고 Ç}욕 구 

ε에 대한 사속한 중‘~ 니아가게 안다 또 구{:..g. 어려 앙양의 응악l애 스용에 기 

이안다 셰혹 이; 까지 구옹의 스용 앙양옹 잉앙직 옥 스승에제서 찌찌껴재 e안 실 

앵되~"I 'è!， 온 ”적으호 구융의 소용 영양이 t얘향영 수밖에 엉다 구웅응중애 구 

연자싸 갱자 구연자야 구연자간의 상호서 의샤소용이 옹건적으표가능하기 얘운이 

다이 구응의 소용응 효연걱2호는 이언 얘깨체도 없이 갱각-~~~'<l-， 즉 귀에서 잉 

으cè혹은 앙에서 귀효의 진생안 일。 나R는 것처영 호인아 그러냐 〈악!I. 3)의 경우 

써링구옹의 소동에는구와 잉 λ""꺼구연자의 -응악킥 대':'1"이 슨재안다 구'i"!;까 

의 응아씩 내연이아는 것은 우연자의 응약M 얘한 용g역"'f ~녁경 혹은 창조적 성 

* ι .， 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표 스숭껴!7( 구응을 응영언 셔야l아 . .:;:t 항2 아도 

구융의 구현 걷고t 다i다 또안 〈악보 ‘1'1 강ε 영주샤" 구언한 구유인X 라도 

융익의 천재에 따라구연건새는 Rκl진다 10) u:j-리H 구응구연에는구연사의 응~ 

각 깅낙VJ:쩌}등얀썩 그러고 강조약이 육안썩으표용S 되이 있다고 r 수있냐 이써 

9) '?l_~뼈 … a엉저 지영희써 사세 빼。1*"'1<껴 샤새 얘녕(2í)J). l<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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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우응의 소용용 상f，，~ 욕 귀아 입 그g 고 구?4샤의 얘연(뀌 ‘→구연자의 ~연 •• 

잉)이 긴”앙융인 수잉다 

3 구음의 기호화 

구응얘 기보 낀 야 깐연δ뼈 가장 언저 tll.v드는 것온 육보이다 그 1나 유보는 

우연응천세~하애 않으연옹얘용기충한기" 씨찌이다 응검외 에싸앙식 즉 기 

호화영갱이 새기 영.5è 'i1>l;\년정응용보가구연 J이L↑언꺼 일수없다는갱ξ 시사 

얀마 。"써싸는 구옹의 7 호야얘 샌련，}겨 서승이도Si 앙 것이다 안， 흑갱 7보 

쩌재용 기흔냐기 보.t:H::-， 오히려 우응 f인응 논의의 증강잉으" 상끼오 한내 그러 

연7 구연응 시각걱 기호호연찍λ ? 능 앵외융얘1'3. 。얘 힐수있다 예보는젓용 

셔인 기보영ιR는 다응 킹이"M， 역시격으로 채~ 얘외을 71*%ι재 영년 ~"μ+펙 

앤천은 ，"였기 때i꺼 새보야 기보는 안연되 어 있기도 혀다 Rξ 채호응 거응하연 

운화영깅 계형"특갱 기보밍보다근용객인 시왼에셔 응악기옥아 여헤 ?애를 갱 

토” 안 수 있다 야하에서 구응 기흑 앵4l의 푼3녁 8써U정응응 경토링으ζ꺼 구응의 

무엇。1 끼록을 응i껴 드러나야 하는지융 기다컨얘 보.5õ~주 항 킷아다 

" 깨보와기보 

채보나 기보는 등 아 익}보러운 경고"응 얀을어앤다는 성이 서 는 안1다 그 에나 양 

사의 얘외의 욕요는 서.5è 4으다 얘보는 섣애 융약유 영씬얀 기"i-.'으흐 냥기고씨하 

τ 앵~1 'll예 "1얘 71Jι는 그 원션이 싱에 유익이건 음갱 약보 건 간에 이이 갱얘전 

규영약 기호등융 서용.%}<이 옹’「융 상정해니 는 앵위 이다 ，깅}서 채보는 등러가는 

응악응어영꺼든 고/성시"는것이 주가;는데 비해 기보는용악기흑의강예를준 

'"껴야，~};三 잉이 우션셔으흐 강정;써야선다 안!-..얘보는 궁극걱으호 기보의 앵위응 

기껴 용끼@되기오 471 때푼에 7].>0.의 i뻐 앵찌I~ 용 수 았다 그6 나 "보는 기보 

판혀 얀올준수6 는 것도 야니기 0얘운에 이3써써τ 우선 양자룡 운아히어 이혀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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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것이다 

융악 기보는 기록 운i인을 망진시킨 대?훈의 치역에시 요얘 진?터 혜경얘았언 

꾀저었냐 그러나?억 영로욕응 시?영호 기ι의 양엠파경파는당>.!t=l-. εε 근때 

이전까샤 각 지역 영호 께안한 어려 가지 기보영등은 서~간에 소웅외시도용었나 

성지어 요얘견우1더 약보음항용였던 경우라1!-><]i!}5õ， ，"，성용 제야하언서호 디R른 

동키에서 안등어진 여연 기보 방식률이 깐나오 홍영"지도 않았다 이 때1애 샤징 

상근대 이천까지 채"는기 •• 와구영εμ1 앙는정 }증 하나었q고얘성양수었 

다 예컨대 오갱 기보의 역사를 7]-0진 유영에시 B애기 우정까끼 j꺼낸“이@꺼ipti.씨 

는 역~， ‘1 ηansIlomion) 싱아↑ 연곡과 구영ι'1"1 앙았고 상까어 양 F근 흔양이 

이 이해의가도 었다'" 또 "'W년대에 재Z의 ;'HαE 아잔 }시었" 예꺼대 예즈 

힘주의 흑갱 여E응 아표 듣I 얘보히f-E- :.t갱에 4 연곡H'm‘J 경사가 7꺼밍의기도 

했" 얘앤다1이 한국앙에 정묘 3 애" 션안"까지 응악 예외허 얘빽 기 

•• 의 한제 는 용운영었Cι 예천얘 (산즉‘긍υ)와 강ε 유bι늠 익ι'1 채ι 그리고 기 

보가 동양딩 앵위의 경파었다 

깨보 .위가 기보의 용제오부터 훈g되어 인사이기 사꾀한 것응 늦어도 2ι‘기 

이후의 연 었다'" 얘보앵위는m애가 초안견혹은안영원갓애가꺼넓다 깨보 

는기보.，\ 응악각 깐제를오릿용상유꺼였딩경앙에서부터 나온깃은아L 었" 이 

때응에"기 얘보논응익싸기욕에 있어셔 갱영닝융아추지 옷었다 예냐하연 t각격 

요우에 따라 71!il.앵외가 이우어인 것이 아」기 예운이~11. 얘ν야 기!'.의 구운에 

있이서 판건은 옹악 기휴 시 가보" 판련원 관d 를 수용하냐 마냐였옴에도 용구하 

고 초기 얘보거뜯은 二1..}!-용 영두에 두지 않았마 성지。1 초기 새보자등은 '1보아 용 

악 간의 갱앙옹 ]이사야.:;:t Ai보와완깨여 기보흠 영개의 것으오 생각아기도 었다 그 

。1유는 채보에의 각극칙인 요구가 새표푼 ~f{è- 용샤외 연난7뜰에 의얘 생져났기 

'" 장 애."- !l.져~v!"'?l 융'!l). '.찍 기호에으1 앙아% 이영i펙!o， >0'이 

j끼 ‘rι 7… ~" ‘S뼈 T“ “. ~ ‘@ α"". α"*"，，，，- of ,u;,<ic ."ι 
ι-η“∞-.-.1 "," ';00 2001) 

13) Tc, 뼈 Tα"""，，"00 • 싸 .".,.. C"'IT αι“~7 ηι v ‘ “ “‘3m{""""" 
ro',,", 2001). 



구연 R양>101"" η 

얘γ이다 w ’가 어두우너 개보에 연의응 7"겼던 정우는 티용파의 응.çt에 대얘 언 

구릉 진앵g덩 초기 인즉응약i영""등이었아 이응응 얀(주의 응악 운회필 요영씩 차 

원어 i 연구” 수 잉다고 -，견영고 응익인휴아 연우의 영수 컬’P인 현상인구 

r띠 d""rk)의 후4，' "l7il~꺼 채보를 정건i;l세 앙。'f-'등었아 이등의 ~혁에 힘잉어 

수 jg옹 구선응악틀이 기흑잉j지1의 속세 연'1l s:끼 λN혔다 그영에도 용구에}고 。1

을의 채보 이상옹 응약샤 기보 간익 ，.씨는 다응 것。 었기 띠~::i':애 근용격인 용깨 

가 i갱의이 있었이양 께이다 

초기 i 보-"'*응 j 보의 이상양은 Ilcn~unin j"", Gilrnon(18'52-1933):i!} CII •• ries 

‘ c'gcr{Jfl86.-19791 능으~ ，~.R‘ 는 채보-"l%ξ 동얘 상여을 수 있냐 이등의 이상 

양옹 서~ "N은 운와의 산R잉! 유악응 보얻직 시각써서 껴영칙- 기-%sc 냥01는 

것이었다… 이 파갱에서 객싼은 도흥 녕。1애 파획이g는 이신용 등에 엉? 도 했나 

어하는 jε1 얘보&뜯은 껴낀격 시연 혹은 아야3억 기혹이 "능쟁 여러 "숭이쿄) 

듣응 세샤@는'1 그 건샤 얘씬칙 얘보는 모씩의 zM잉융 닝이서 하니P익 이녕이 의기 

노영다 이 끼역척인 。，융 쫓는연구'''l가증가하언} 그극년@ 는 7 깨 써보가 

응장갔다 그C 나 객관칙 ~lIJt.음 지향'"''' 능 샤정에서 i 보-"H슨윤 영잉걱으cè 특정 

7 옥 .식융 고수강 경우 오5 려 얘보의 갱싹영 혹응 파약f지 Z껴앙생응 손상시결 수 

있냐는정응인 싸개 끼었나 이는써응까다 노갱킹 얘.!;.lJ겨 운제를띤초꺼으호 인 

’ 얘기 시작얀 것。.171도 엉q 이려한 이영파 엔실 시δ 의 R승F에 대용히기 외얘 제 

시인 것이 etic . eπ"'. 외뿌사 내? 샤1 규영석 0""''' 야 요"걱(0=끼iptive) 

채호흔응 。1아'" 그러냐 아러한 채보흔 등은 껴싼걱 얘보를 판찌시키는 파정어 셔 

노정깅문제 즉 기보아옹약간의정양올우시한경파-에센” 가륙의공8아가 

휴허 옹에 대한이은칙 내용깨 융1개한것이었다 싱세""-2 기 •. 안이후E 이흔 

아호은보스냉의 l얘어<ÞJ 측 객관칙 얘보에의지양옹션과강옹 영양역& 가싱 수 

없었다 ''''인 o]it 인측응ç~l!]애서 용앙한 응〈악에 얘얀 얘~ 경아가 ;>1.5l.사의 

… 이 써'1-'1 >h'. >:-11:<> '1<.스써외 는운서연녕H용상.]t)으효 상잉앤1 c. ,""""C T"w"" 
ι 띤 'Mι ~"ι‘.n_ ι" '''''"Dl씨 ，~ ι 19;;7, pp.6j--<;. 

'"이에얘예세는여명§셰자세히섣명쩌 잉아 j 띠=."r'"ι:rlp<iùrl. ~ilU.'<<O!ogy" 
~，-씨 (Londoo. 19')>). pp.llo--I:i>. 



" 응잉양>1m.: 

판정파 얘、ι 늑표에 여아 딘f앤 수 았디는 사수”이 ~!정되언씨 그~의 채보 앙헤에 

대한안성직 。찍'"시작되었아 U이 아 "건이후，. 새ι의 얘'tP.l에 대한정각파 01 

흔7~의사띤꺼 써보S옹 후띄히}가 시작영고 그대얀으로득갱 이흔이 쩌샤오지는 

，엉4 또 이 우정 기계세 응양 기록동úecordinw; 이 대중，~}의연서 약보나채R능 

객판성용당:!>-양수없나늑 8응-o-~;세g서i 유인석자 잉용순잉게 혀있\.1 이허한 

정양 히쉐 X써기 후인의 연 ι~H등응 ι-:<!f'권 영흐 ’”당시컸던 C예라 기i엉응 주욕 

." 각각의 기보법。1 강1 았는 미녁응 검도하지 .응 수 없었다 기보의 이익이 

싼 응아익 '"를 그에 ~딩얻 앙λ1으오 드러얘는 것이다 이러한 상용융 안덩하'1 

각도 하갖 W' 가 :f-~사의 'J보흔‘"H 객찬석 껴보는 얀사 꺼(ι”’……) 채보 갱도호 

후휘었"" 얘인으흐 개념씩，~，야n 이) 에연온이 등경아깨 도었<， 개녕꺼 ~1l."ι한 

채보자가 핀언한응야셔 논나 흔응 ~악 :r.;-~I의 재정끼 영마나 용악 기흑에 안영퍼 

었는지를 훈재 상는 것이다 ." 기1\1-31 얘보 깨녕온 2씨 n 기 후，~~ 이전에오 여러 

7 보 한계 속4써도 .ι인의는 "l 지 안 그영에코 그것이 응각 기흑의 에성 내용이 
오이ι 앙센다 

한궁응야응 ‘ 보하려는 a)J4 는 상당우앤 얀용융익이f야 영양응 영았언 것이 λKl 

이냐 그려나 。1쩌까지 거S야지 m에안 한즉융익f 채3ε에 뎌 큰 영향응 이진 것 

응 꺼래의 기요 안%이다 인족응악야응 J，세시 앙예 운파여}으호옥임한이후 갱에 

'1 흐부터 써보증주장하고설연강대 "1얘，선해의 기보강성은걱이도;00녕 이상 
지욕원것이었고 그지아의 연천응 음악사띠의현실칙 요뉘 였다 따아서 "애기 

이후 힌국응익에 대엠 채보는 정국의 기보 지등파 응익~:-ÖJ 정eol혀반 두 7 지 기 

안 위에서 이운이ïjq-:고 할 수 있다 

한，음악 채ν~， 안련딩 이 두 가지의 기안응 융익에 대쟁 대도아 채보 정파에 

경정 쇠인 영향응 이쳤다 에용 들이 ~신 장악원 제용의 유약은 193잉년애 지후호 

이광피[애각.에 의얘 7αi 었고 에 .. 이후g느 국링국악원의 깅기수에 의해 디써 

채보되었다 Bξ 민요얘보는초끼에τ의국인이 중족사에(ethni< 성π끼야i써 다투 

]써'"뼈야찌G" T=""",," ,od An>l,...,. ~，=， '" pp. 2l3-짜1 

경 얘 οI"J-~J이 원여 융 웅이써 iκm ‘η i‘'" 



구언흐외앤O육오 ” 

었지안f， 20세기후안에τ응아파시에 의해 현장 석구의 후속약재료수갱의었다 여 

기서 주옷한 인한 정응 이왕칙아악깅와 국깅국악원의 새년; 정간잉와 용자보리R는 

갱얘의 기보퍼 재응 용용91':h， 션이고 응악~"t-;?은 대ι 호 요션R응 시냉었디R는 

정이다 또 이의덩 이 익)-.!.!.'는성에 응아응 연주함 수 g 고 용 에 얘당기보체끼도 

강 앙:Jl 있는 아악우 우생 씬등이 후친 ‘>성응 엄두에 두고 인든 것잉애 B 에 π"' 

의 경우논 가칭자가 기보한 ’ 이 아니 라 오산 기보 제계를 장 이는 연까'><}샤 응악 

이영의 용삭까 기용용 위해 얀든 것이tl 이셔잉 채보의 ~ • .R~~ 경파는 그 영외의 

기킹’이 우잇。1기케 따라 달라전마 이성의 샤셰 중에 주3안 안하 새보의 욕효 c 
zμ+는 유익F이냉애 대하 응시。1냐 응。κ}힘의 운식이Wl서는 욕요는 직R연구 휴응 

e대응아학어 시각의 지f'~ 석에 2얻극격으호 계양연 것이라고 용 수 있다 왜냐써.， 

천홍최 인 기보@ ↑는 훈석의 기능까 크제 강화되"H는 않았기 얘용e 나 

그인이 상Zε 애보의 경 ? -당응악 ~8!.~와 안경원 외의 두 가지 잉'J<I 교사한 

다 산ι 익}보는 거의 대영밍이 연수샤가 교습파 기륙응 외해 안ε 저이고 악보라 

는 이]11 불에 익슈강 사*κ1 얀든것이기도 하다 1기 아 20'~71 후한의 {:)jε 채보는 

”씨기끼까 지슷의었던 기보의 찬동파 연옥씬상에서 이루씨졌다 즉 산조 개‘ir 

특 g 응çl-S: 기흑하4 기."인따는 ?동석인 ll !i'.-!'l 옥요와 인욕성 잉녁] 았4， 그허 

나안조ι는상치 g 분석을워젠가보i"H는욕"도어느 갱도응으""1켜갔다 '"새가 

후반 이후 '00여 중이 녕5 산!”ε 악보가 아를이지는 껴갱에서 기와에 있에서의 운 

석 가능이 -합의걱 으로 ~，안에고 있r:j{는 정옹'. 기보의 ~ • .ltlt 파거보'1 찍장'.!>þl 

g 용옹 샤 }서냐 경제5'5. {È~는 기약;;.~ 'ÕCk'r응 용용아고 ，ò-석용으호 널" λ다} 
잉다 전연 연소"， 겹'1 중온 처응에는 연난가능에 의해 애보되었 X 안 이후호는 

산쪼져영 그 옹의용 연주한 수 잉는 응Çt7띨얘 P 얘 채보'1었닥 이써한 악보5의 

용도는 처e 에 은 가억파 끽써그i"j:i!. 훈닉에 ?νg이:ll><I 'l:!:， 연주2널이 갱어임으" 

씨 특정 캉써버 특수'"융 이영하는 앙영으포 찌t1l".!>I9:ιt 그러나 산조 야의의 캉예 

를~1I.l，!한야보를응이격 기보갱잉상의 장회의 정도가크시 옷하기 얘운에 7}-l;냉 

n) 이효9 이l조 ’?ι애 나타션 기업Q엉의 유영파 언앤"아걱옹?씨~~~니 애씨정(ι"' “ ν←잉""， ", 이샤.'11=. 



” 용~익 l 깅g 

이 영어지고 강경 간해의 강앵 상 。}의응 산소연다는 q]-.ι에의 의흔도도 크지 않 

다 얘g써 양'1 강가외 얘보 악호등씌 용해 그 한쩨 대얘서는 산찍 ;,n
갱도당논으각기 어연다 

。싱에서 한극 f전응야의~~.!，!Jt거등'1는파정에애 안갱깨정이사료 [:N응우 

가기 기욕 푼찌}가 었잉고 ‘ ，~익 경.께 찍장용수옹 기깅 규칙과 욕끽에 있어셔 서 
호 영양용 수고양았U 는 정응 1에얻 수 있었G~. 

2) 구응의 구연과기륙 

냐릉 구~-응악파는 영히 우응 채"이 잉과 경영 응 층용시 잉고 i 보 사 안드시 

?흑해야안구융의 온경에 대한 ε의도욕녕깨 찬영외에 옷@ν] 얘운에 언써 구웅 

의 기륙 훈끼는 얘우 조정스영꺼 기흔쉴 수엮에 엉아 이5써 서는 그러한 낭정융 전 

깨표 ;츠의를 'i!7! 안 것야4. 

한국응악응 '1I.lò-하기 시작하연서 연연주욕영았언 것응 기보천용아우강었던 구 

잔응인>'1었다 구전응아을중에서특히전운?닝글의응야온다양한영얻으깅 얘μj서 

있아 그러나 구응은 전운7당의 응"t이었응에오흘구하고 채~융이 낮았다 "냐" 

역구옹은공연용용익” 아니았끼 얘푼이있Lι sξ 우용이 깨효되었다하서라도다 

은 경。아 구얻되는 륙징용 보안마 구응 새보는 가아긍 산쪼의 깅우를 기 외 하연 

대쳐~-'"전흉악얀 기~앙냉인갱간v뽀쳐제 내여서 이운。〕써고1 또영인을이 학 

생등이 학h응윤외얘 。14어지는것이 ι용。，다 구응얘꾀에 있어시 기존의 기보 

관융응 념이 훈늬적 옥걱응 훈명히 얀 것응 지안 빚 해 져의 입아었다'" 

이? 끼}서 구웅을 i 보하 악보의 종수가 앙시 잉'1 얘용에 아양한 7 보의 문제등 

응 거흔안 수는없 h 그러나새보잉구공파구용 깅여까 "1교해보연 구\익의 용꺼이 

악보애인영되는데 잊끼지 이껴&정이 잉었디t 정융양수 3 었cf. γ'%시프응약 

칙 유엔융 기호으1 일강성응 흥애 싱연얘t.Jl"I '1!:， 한'"으호 구연X써 띠μ} 혹응 강응 

설연자"끽디라도설현;l.!?껴 g라 아니연공악걱 기교와해식에얘라그경끼가 

'" 잉노회 양의 ~"α‘ 



9언으잉띤이% 에 

당혀진다 아이검 깅을 얘운에 구t'* ol~~"↑지 알려진 기보 앙엉응 용얘 기혹하는 

대 한기 가 잉다 응ε 。1상의 ‘L찌에 대해셔는 채요의 '\9나 양용 능라는 영잉 즉 

우언가 에 이라 설한 ι녁껴1 여아 용악에 예라 서g 다응 악보를 안등이내는 강껴 

i 생각F채용 수 있다 그라나 이언 정응 우응의 기보는최 운지b샤 아"，↓ 응악의 즉 

흥져 연석R응 기~~는운헤아관인의이있다 즉흥은전 인휴가융약으갱산얘내넌 

방꺼이있다에 대에표주양용응악 τ써 ε이에서 잉어나연 그g 한 익티셔서 우용j 

즉흥<>] <>]꺼 운F응 서오 ~"， 지 앙는 R혀의 관꺼에 있다 한당응악써 셔 즉흥이 

응야 규앙파 싼연야'" 언구3 대R객 사찌는 {!-:조cJ-.'" 이 정우응 용해 보연， 산ξ 

의 ‘수용 이깨는 기보의 운찌와 AK.J.?)- 우판하다 구응의 정우 6악규냉짜 딩규영응 

용시에구‘현하기 예훈에 기R도 이응안영해야하기는하t1 그허냐이는즉'8'껴h드 

다← 운.:<I]cJ-. 니싸가 구용에서 응악2억 규녕 딩규 j의 운재등 냐?려언 우응 사헤 

까 지긍보다 않。J-op;};il. 구음의 음악걱 규냉'f 그것의 "융성써 대앤 규'1이 영건 

원이후혀야，，，，하다 아 정여시 현쩌 앙킥씨구응시해을용얘 확인되는규영 녕 

규영의 운에는 응악석 규영윤 준수"，r;:는 특갱 옹악가의 깨성이라]l 얻갱한 수 있냐 

여라서 〈악.>! 4)와 감은 현상응 현재 세AJ'Ð .j육보릉 종!%~ u얘 안5시 주의를 요얘 

는정이나1이 

영국옴악의 갱우 구용의 써보 푼에는 ellc' emtc. 의우가 내1자 gλ려 규냉 

칙 새보εF과 아l흔 시'"'，에 었다 오 냐하연 구응 채보는 구유융 용해 응약써 얘안 엉 

운파혀(0‘，-"1，，찌) 중경응 잉기 위해 시ε잉 것이 아L끼 얘R이에 우응 채"는 

야에까지그，o/'-!-옥앤슨사링에의해이중 겠고 그옥효역사껴안걱기&<>]'-1' 

안순한 인지걱 용재를 얘깅석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응응 용얘 상정의는 따，. 그 

응?ι 즉 7 악응악 용 이애하기 외찌 앵해졌기 얘훈이았다 이 검에서 구용 얘보는 

Z이""<>l"，" Bl，끼"~"". ''''''''-'''''"'''''"'끼싸。…cι-， ‘ IU=S ;n “ 
4 …",/ Impro<…”짜"by """"ρF‘얘，'"ι“~.“ @얘 d。얘'-
1m, W27-45 

“) 이샤앙 'll<1JJ;\,f<iI'l i"증i이@’여 뼈 ""의 f<iI'l<i- .p."씹 얘대잉 1m); 
.，찌숙 깅중약M금영의인앤정‘5구j써염이암뺑 ”’.1~ 견액 t_~ 갱 
생구ζj f냥오염의 생성구g‘샤 즉% 생도R앤용 J 8(':'요 아국악임 뼈 

"，’특갱 우사에가구응의 영따 잉 수능잉다 야 정 011<1 "''''양써 얘~ "1".l1!-구응 사빼 
용석이 ".구잉{ 



" 용앙응익 씨P 잉 

져응우j터 c_c 니염자 규영셔 채ι였고 그것의 상얘 푸}은 etic 외푸까 요사 

걱 얘보가 아"아 가보 11"갱 이있다고 할 수 있다 

여<1서 간은 구나응의 새깅 경4가 악보아니니흔 갓은 얘보흔의 S쩌가 아니~. 

외약강은 즉흥이나구연4의 개성의 훈제이기나 j 보자영능역 혹옹응악격 λ 각 

지에각고 g 수 었t:l 이 중」 구연~，에 의한 i에는 서보의 진i을 당i'Nl개 히t 

근용(애인 이F.J이 용 "i=- ?l'λ 안 애보지애 의안 "이는 세냉하세 경능에。P양" 석어 

도채보자연 해션의 i써인지 놓릭의 안계인지는훈영히 예져와야~};기 Q얘훈이다 

새보자 얻 히 석 익 치아」 옥! 에게 다앙한 상k쩍응 연 수 있도흑 융는다 그혀나 

채보가의 능’의 ‘}이 "ι 능쩍(에컨애 기보의 연낀양융 깅갱시키는 능혁 파} 응악 

끽 능역 요투」늠 영일8↓개 정토히ß"m다 예*1-'<1， ，':약응 기옥해야얀한나는강" 

옹 특갱인을익 사고양시。1고 '1보 옷연융 양응 수 ￡ ε λ}이셔 조긴 역사 재~}~l어 

있으며 갱응의 ~쩍응 서옹~.’라 끼 인자가 있기 때운이다 이 조에서 얘i자 영 웅 

혁 ιp 드당대 '1 개보수준융 3닝제 .lò-of，웅앤성에 응악의 상상랙에 대정 P찌 

에는 도$시}끼 는 *~간"이 

얻연 현쩌까지 응야자에서 주욕하꺼 앙고 있는 정은 듀서。이 그 자께g 기ι영의 

기능응수’!안디운정이나 우옹은연잔인 7l:~게저흠 춘수짜고았고이등흥얘 정 

찍한 의사소용응 @ 수셰 해춘아 ~p축 구응 구연응 mι 제 ζ샤의 이익 증 하니아 

ι 간의 고깅「운제를해영하지 옷하까안 샤각혀 기보에셰이}비쿄안수도 ~용 안 

• 냐%한 용약2킥 정보흠 청각기Is-.{î- 용얘 전날얘 주고 "" 에영대 구‘ 구연응 

악보가 요연하지 옷."iiR능 ., 응야의 호흉 단위와 강수~， 연주자의 깨성 응웅 표현 

한다 "1흑구응이 시간익 :f<.응속에사"진다는경응유악전애의 ”앙씨등훈약격 

으-"- ，양악히깨 에τ서 시영격아"11'1-. 정간보릅 ~~한 대부운의 전용석인 기보영이 

훈석윤 그증싱에 두지 영앙연갱융상기하년 이약깅￡ 구연보의 익F정도상대적으 

호 간소잉G~ 응흔 우용 구연보응 전연혀인 푼'1용 기~서 셰 호 간주야기에는 안제 

가 았시안 정”삭걱 7]&;져1 꺼J가 시각꺼 기보 에4 의 도용융 안용 수 았이연 운에는 

깅) 이ι%깐죠악왜 샤해용영하? 샘 이응웅해 4아의 원 양에 @시안&우 @아 

,. ‘~， lOO8l 얘업 간호가 연긴.，는 까 껴R져야 능약 씨찌 에껴오 썩 



구연잉잉l잉k 잉 

당각낀다 에건!，~ 구연으흐 구현'>! &<if-;걱 용갱 단익능 λ껴l- 71!!'영 ~~.서 그얘외 

기X응 샤용해서 3ε힌!tl-'늠 것욕 이느 갱도 가응하기 예운이다 

4 구응 기호의 소통방식 

구읍4븐 현쩌 혈용양 수 았는 ，p앙 강혁얀 응악셔 의샤소용 도']'-0]나 그건에 구 

f，의 ，"킹애 ，]인이 경우에 여라 다5극기 얘푼에 갱야 구용웅 의사스용의 수단으 

호 핫용아지 옷었던 경우오 있다 。 셔 는 구음용 7 호야싼 여러 7ιι제찌의 장 
6과 만꺼응 갱.s;.i!-}여 구응 횡.'익 재 훈재융 6ξ:&:ι;~~ 것이"1 특히， 연재까 

지 'l%씬 구연의 기'!i]i.사 양식옥 건토힐으".써 각각의 영업이 구응익 이연 수성 

응 구켜'1하고 있고 장11:4 ~안제는 우엇인지 갱도얘보도증 야 것이다 

" 육보 

연채 우e 가 야인안 수 있는 기징 오때젠 유>.는 1572인익 것이다 유덩는 상대 

꺼 Lζ 연화우@한인간응악윤게측-&-:는애 λ냉J 었고 기동양영이 f 가 얘문에 " 

세기 이후푸터 지긍j지도 증기사제 사용되고 있4. w세기 션안-71 '1)-자 인간 흥류 

제 용익에 육~'L'iL 기혹외었지간 '"애，] 후안J옹찌는 인속.끼}시도 기득용 얀1# 기혹 

의 옥，] '"혀있 다 "'"기 후.".에 얀을껴진 작요는 w얘기 꺼i끽} 에교'j이 디까양 

얀，]호률 λ%하고한긍g얀기록깅다는특싱이 있다 안엔 육1예τ: 구응구연 

샤 사용ε1τ응정기오가상당히 잉이 환잉g끼얀? 그 중에서도 훈，] 호료 효기하기 

쇠‘F요씩 용응i이 연주영과안인잉 ，]호가칙종꺼으효 잉액!r15:l.악 즉 유보는구 

연 시 앙야되었던 여러 기호 중에서 영우를 운자~ 기;었C는 상응 앙 슈 었다 이 

상에셔 육보는 옹 g격으로 운-;<]-ι의 측정을 갖고 있다 

작보어서는안을'!~융으효읽히는응갱의 초성3샤응용객을 증생오응응응응응 

이을장갱한다 에컨대용갱 기운예 「 응초성E오쓰던해긍 c 이연 펴려약 

대긍 [ 이언거운l냐기아긍 양금용윤냐끽앤다 즉 거거까고기 는해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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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바L 노니、는 01혀응 덩풍낭용잉「은거운고를니니l앤다그년매 융악의칭재에 

예라초잉에서옴썩융나티니 는 X응옹연희한↓ 에컨대초생애 g 융λ%양예 

i 은 c c' 처언 특갱 악기으1 응썩용 시갱3눈 것이 。'*' 응악거 

액럭까 악기 연주의 갱영이 7 호j씨F씬따 ~}연 유보익 、익경 중 중성응 응농이률 상 

정전다 얘릅 등연 T‘ι'l- •• ~ 는 " J-"~↑ • , 보다 유깨 상 낮옹 응응 지시앙고 
1 는 e케 λ성써 증갱의 응깅↑나 i응용올상씌안다 l(í.--18셔끼까지 증생응고 

갱 응고을 나얘나는 것아 !!'i:~ól었시야씨 현재 중성이 코성 응고을 냐‘”냐는사해 

τ 얘우 한정걱이다 예컨대 중요세헤야온 갱얘친 응고를 증성의 잉경ν']:9:흐쩌 운 

;<}.tìðJ-<거 정대(이 융 자&하고 있.:i!， 7)야긍과 양긍은 윈칙격으호중아다응@기호를 

지갱영q 그gμ， "야긍의 경우t 응의 연정용아용해 흑정중의 응고앤화이 복응 

드U께 하기 얘응에， 성얘진 익rr냐 용역 안4써앙 중껑이 i능 성 응고을 나티맹 양이 

다그려나아상의사에등재오하연 연재 .보아서중정 lι응응상"석용고릉 

L 타낸대 한영 유보에는 cl냐r 사헤 어이"파 강ξ 펴g 의 서갱영올 냐대 

나는 운자가 동깅*김I 스잉 -용 -경 흥 파 같이 거운고의 여정냉이나 주 

영융 지시허f\=- 1.;:,;>;171- 용양한다 。1러한 운애등은 대써호 육보의 다흔 운자기호아 

경j 지 앙고 등갱 ~f기의 특정 연주영옥 걱시-는 기능응 한다 

그걱나 유R와 운샤기호 중에는 위의 ε용 원칙애서 벗어낭 정우g 었나 에컨대 

추가~ - r. 초생이듬악석의d 는한가지가아니냐L 중선응이이용양경우충성의 

운샤기 호안샤시고는용악걱 의마증 여악항 수 없」프t셰 연주영 주 나애꺼는 ’F자가X 

(예컨대 완 처영)등응 응악외 엑역k에 띠~， 니연 의"1호 용용되개드 한다} 이 g 

얘g에 ~.보의 눈자가호안으호는응악격 연"의 세푸릉 왕선에 따。꺼커"1는 야영냐 

에건얘 ‘F응 거운~으1 푼언영올 나~t애는 기 i인대 응@기호의 구연 사 용 은 

운현이 아닌 상상“ * 의 저흘융 '"β17)"'- 인다 오 "'"도 ζι애를 안으효 흔는 
연주엉응 나타때 λ 안 경우에 "'픽서는 응의 얀욕윤 나-'ll~R는 기호호도 λ냉딩다 

얘나에 4와보응 g끼t7]iε의 일강영꺼안의〈은"겨 i에석"81'는대 엉거가 있다 니아가 

오는 융약걱 표현."'i 연주밍P이 다응성 7호"외시도 옷었4. 여녁서 육보에 구응이 

잉) ’j센 잉의 조1\200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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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혹외。1 잉씨안우응이 싣영션에드러나는응악성용잔앙고있지 k연 유보안 

으호는용악MJ융 기인하샤 포칙안 수 없이 그덩μ 도 휴?하고 유보기깅여 사g킹 

이유는 응ι의 기보흔 우1얘 영도의 기보 기술응 애용 인요A 없" 때F이다 실제 

료 연애는 한을 냉。k스기을 할 수 있으여 총용혀 유Y.율 인R응 수 있다 

깅갱간보 

다용응〈종요재해*의 찌푼의잊#등?욕한구유보이다 'è 융정 즉 응성 

7t~'는증 이어져 기등되어 있다 

LI-';-_Lμ'1'>01.-써 r.La]으으 t너 ，-I--I'r-'--1어너"러노나」느 

와의 구요보등농얘서느각응건의 용약쩍 시간이 긴지 영은지를잔혀 앙수 없 

다 t 한 융경이 샤자히는 공긴의 크기까 강기 예응에 각 {강엄에 겉응 응야에 시간 
이 힘당g다고 추측힐 수 았다 ~흔 위의 R해9J-{)-옹 구。 보는 매우 극양까인 사 

셰이기는야지안대부운의 육보이써는*"-t~끽 시간에 대에 새잉하고웅문얀 정ι융 

재당하지 %는다 4 건대 득성응 혹잉 특갱 단"어μ1 조응 l 어 즈7 증 힘으오싸 시 

각꺼으료~강융의가 등얻이"t. 이 얘 공→이은유악객 시간의운경응 앙시 한다 

그려나그갱도이으오는 1쥬보사응악애 시강익 i에릉선영하게 쩌연히는이] 한제 

가있'1 

을i에 있는 μ-")-71~등이 정간"의 갱(!t.)"1 안으호 등이가연 응영기호;익 유악 

석 샤끼"" 띠)등 7냥할 수 았t 구응이 정간에 기욕의는 경?눈 두 까지 갱우료 

냐누어깅나 것써는 갱강 안에 훈자호 깅 응성기호가 들이가는 경우 %찌τ 갱간 

안에는 4자4 등이가고 정강 밖에 Rαq 응갱기호가 영기"는 경우g 나i'r끼젠다 

천X덕 씬의& 정간유 •• 냐고 양 수 "고 후자는 성간을자영쟁육.1;'. 라고 양 수 있 

다 그언대 전자보τ+1::: 후샤꺼 시 장얘찍￡오 더 양은 용약정보응 영윤 수 있다 실 

세~，써기후씬에 얀ε어진악ι:그 대1에g 정"융자영앵유3ε ι 제를띠념는 것 

이 보’이다 갱간옹지.영용보는갱간a익 이익록 용생기호의 응악척 시손 시 



"' 용6염 ，m， 

긴의 i 이를 동영히 해 증 훈" 아냐다 융지보올농얘 특J성응응 지P성양으호써 육보 

의 한껴 즉 중성으포 g사원 1t자713.가 여혀 응응 나E탱 수도 있니t 훈재(상대 

석 융고를 나이째는 갱〉흩 해경할 수 였다 이써링 갱간융가영앵육보는용갱기호의 

해욕응 보다 정교하게 얘준.q 그_C) 용질적으호 갱간육보나 정간융자영 i잉욱보← 

욱보아 이안7r'^L;;t 영종의 운9'W.로시의 안계을 캉고 있다 g가}보의 앙까‘ 응" 

의 구2ε혀 연와짜 강생의 연회등 I이f'개 P꿰하기 이경다 에건내 천〉i 구성응의 

연~， "'h으기 갱조(↑;영) 풍은 용자보포 따르꺼 여악깐기 어려운 요소을이나 

3) 스댈 기보영(오션기보영) 

현재 연싹응"에 λH용되는 스냉 기보업은 오션." 갱정해의 A바." ‘'i<끼 있다 。1

중 구응응 71 ... 캉 스녕 기~엉응 오εl시보정으호 정갱인4 .. '<-선기보영응 스영 기깅 
언의 시초냥터 2 금 씨 양갱 F는 ~갱애써 디써한 기보 i 져 'J 용강(hybirichzed) Ó:] 

었tl 한즉용악 얘보에 새용되었언 9진71-'연 끼 는 얘에효 l애기 천"기까지 사 

용의었년요성기보영끽중일쭈을영 응 션택한깃아다 증 오선기보냉은 .g.'tl。↑

'f 농이용 ‘씨에 시각 ‘ '1-호호 구연8 는 정융 기보의 @경 섬 내용으요 하 •• 이 의 

의 7옥 잉엉즐〈뜨 악깅eμ} 션찌2한 다 S의 경이i 높이음 g시이↑ 구연한다는 영 

에서는〉요션기ι‘경파갱간보도아칭가X 이아 그려나오선끼보냉n강용용의 단 

계을세영하개 안얘 여건대 세써한 익등의 연이R즙기녹앙 얘 유용'f나 또 잊잊 

그깨찍 기호등 에영대 응'lf. ， 보표 죠표 등응 。 이 표운혀ε1어 있기 애푼에 악보응 

용한 의사소통 상의 ，융융 농영 수 잇!고 니-<>};가 장안 잊 용 구ζ의 연파 ?끼 연 

주에 얘얀 지사를 익르게 ，;1-"-1-영 수 잉제 해주기 여 r 깨 운석。 도 용용하다 

그역냐 오션기깅엉에서는 시간 기호가 2->':-영융 기용으ζ 하기 예운에 한극용악 

에서강이 3운양 3소펙옹 J1;록안얘엔'1흐융이 있다 또 오산71!ι 양rιg효τ 구 

응의 응싱기호가개g 성우의 ~잊딩써언 기흑5끼 예운에 구응의 7 익펙요헝 능 

혁이 오흑4깅 가능‘써 .'아 그러고증자 간Kr.llJ의 간칙에 얘흔기보성의 ~찌 예운 

에 건동카응끽R의 "1운응 즉 연속퍼에 낀앵되는 이용옹 이 걱결하제 표현‘ 기 공안 

하다 이갱에셔구응키보샤오{쁘처재를샤용양경우에는 m 끼 친안711 시 



구잉보잉@이"" 8' 

λw진 .2...(iJI 치깨를 λ"깐 것이 아니아 걱어도 아q 기tti.드 。후에 쩌aι갱잉 " 

보 서 1애용상]해야안것이냐 얘건얘 잉}지요 01운응기호 아양한그Z 연 7 호 동 

(':W써기 후'L\óI) ð)종샤 「연예응익t"% 7녁하기 외해 찌~정원 7μ등 앙영용 용용 

히이야안다 즉 연대응억써1 샤"1는 요션기호재끼 는 ?윤응 7 옥-;;H는애 있어시 앙거 

의는 냥정듀융 얘경양 여X 가 있다 

끼 그얘픽 기호와 얀어 지사어 

이잉펀 7μL에깨 승용엉해셔 사용히는것이 정간.와즈 3기보냉이었다 우 7 보 

업응 t:J.ß 7]!;!'f에 ，，);;-)여 상대쩌으흐 앉은 용의f석 정요증 냥'l!~는 것이 샤성이 

지안?그영에도용구하I 어진히 7보g 지 옷.-;;H':-내땅을ι 닝야있4. 저한대 정간 

!인와 스영기보영 영어는 기호가 아닌 연어 ~" 어나 」이에 기호둥이 있다 。l러한 

깃응응 용얘 기보 잉계와 영，외 것늑인데 추/댄 것이다 에컨대 스댐 기인앙에서 

얀어 지시어가 'PJ엉 깃응 용파 ,; 여 년 전 연이었고 갱간}보의 경우도 그래와 기 

호를 갱[기}히이 유악걱 내용융 ι다갱익에게 지시한 것(': W.<17) 이후의 일이었다 

구영의 갖우， 응성71:'ε} 용자7 호의 영찬성에 의혜 안 해'1딩 수 엉'" 갱잔응자 

푸7 유보냐 오산유보기보는 "수엄이나 ，<껴융 안 수 잉기 예운에 이에 애한 ι안 

이 영요하나 그얘역 부호든이냐 단어X 시어는 이 얘 유g하다 

징간보 처찌에 사용야는 그혜찍 기호ε응 악기의 재성응 F영허 3조연애 니 ι 단 

이 꺼시。 는 연주영 동야 연화음장 양께 얘 <,-t:f. 에건매 A ι3 기. "1. h. v、 p
Á ， I ，~， C.U.S.L 느 7，'0， 15，나~‘는힌쩌 λR용아는이띠 대쥬의강용각 

연주엄에잉한 7)~등에.>l，，51 ""9'1 융려 1시대'1"용응에해 f 영주시손의워 

서를 앙8주는 당어Pμ1'1이다 오 오션보에 추'7R! 기호등 예킨대 크에센'" 다드 

혜센도 액센트 기호， 5성 7l:<t 써b자g 잉시효，에료기，f.7)ú\f.M. l 용잉중 이fθ; 

,,;) 깅 얘 정싸 ’떠구g악와써& 얘얘 1%11' ".싱얘 띤'1. '잉j 용 ?유힌싸 앤굿 

얘，，'9"앤'f~ 1')')2) 

@까영에 f에금아"μl~ 7."끽1응야iιI%S: 



• 응잉응익양잉 

영요 숭표 용도 엔재 '"'용악융 기흑이상 악ι에 꺼극2예으호 -*t.원이{ 니""~:기 갱간 

보나오신기요엄이나양깃없아가보껴제 니어서 기호화5');끼옷엔갓등 에건이” 

4'용 시4새와 연주영 그이고 판용 아 원 g군(음@ 의 정우능 。"되 기후등을 섞 

어요현하기도한다 

그래씩 기호아 만ól:< 아는 구옹 7)!1.의 보잉에 용정척 도옹융 주기딩 한다 예 

등 등연 상대걱 유고흠 나각 R긍 증생에 얘얀 가호걱 경한융 보앙지}기 위얘셔 순 

위치 양웅 에컨대 거운고의 왜 이통 해긍의 왼손 이‘ 등융 그얘씩 기호효 표시하 

연구유의 2개폭샤도웅에 원L 또유껴익 연3똥보다우에걱으오나 대기 위해 

헤긍강의 j서H용용요시아:il. 또거운코의 얘성파소정을 구，è-t-)혀그해어 기호 

화하연 효와4억아다 m 욱흔 악기 영호개성이 아으기 얘훈에 그껏용 표현하는 기호 

응E 악기 영오조긍씩딩1써 수나씨 없다 이는우옹기보시 인간영잉게 수용해 

대야 한 잊이아 그 1나 P용 악기에 갇응 응약용 기혹힌다 양지냐E 채ιι4 영호 

서호다은그얘픽 기호를λ%짜는정은주온해야한다 τ% 려운영응언채 주" 

l시성 Jι. ε6 여타 그래픽 Yl~야 당려 악기 와 J계없이 녕러 영어성 있게 샤용 

S다 그려나 약4 연 "용2석 연주영의 경우， 기호의 수효도 앙지안 얘보자 영효 기 

호억 ，0양애 븐 ;>}<>17~ 있다 이에한 션을에 대6’ 서는 악기 영주자야 ~l~ι샤 그리고 

연구사간의 토혼이 g요혀다 에"대농연의 갱우 용악구ιC걱 장깅응 기호르 표 

시S 는 것을 녕이서 응각 표연상의 에캉냐 연주자 연 개성을 드이냉 정우 단일하 

농현 기호호안요샤;는 것이 웅응 영이지 정토애야한다 이런 갱우 (i!-극앤유〉의 

연6요나 수파영 이강의& 중흑용 ‘ι씌해서 기호"， 재구성한 수 있고 또는 얘앙기 

흐드 이후에 보‘}잉그얘찌 기호 쳐제를 서 6킥으호 캉8해도중응것이다 

하용 "1증이 ，~.억응 연하게 할 수도 었나R는 갱이니} 까연 "옥응 해야안 하는 에 

대전 고인은 유악기록응 t]-7) 전 경토에。'to'l-l:'- 애우 근용혀인 과져등이다 에컨대 

껴풍응익익 안용구§ 나타앤 그래찍 기호등 중에 구언칙R능 것이 설새 악기 연주음 

” ‘~;7‘g이 ’'"，.，웅 거운고이 애 i정e 얀가익 에예 상의 끼성을요잉야시ι ‘"ι 
., 잉앤 "가""'!!'iI!1l\혀끼 ", 성 빽 등생이 L)<': ι U씨기 시욕창생"함，ß-O:씨찍 

i 찌'"깅써& ’R웅 씨익얘 =ι 기냉옥 



구연오잉여양 "' 

히는 것ιc) 이 3나능연수지융의 승언이 있다"' 이허한영인을의 ;언 }륙징 연 

주밍에 디9찌 서 링도의 유정71 3'.71 얀5e}지지 %았언 이유을 추측황 수 았게 한다 

↑「에 연주어서 간허화윈싸든손속입。1나서잉 응융상찍내려띤 응각찍 논리익 갱 

t!-1N은 ?흔이고 근유 운동도 딩1껴하] 정교해야한다 '1악 영주 시 아려한 우g은 

λ 간융두고사?듀하연서 연주되는갓까 씨 .14， 7 의 얀，)걱앵용으cè 싱λ 이 은 

올끼억(~ιι mcm().}')~!으호 신혐의기 도 안다 며{써 영인늘의 증언져엉 구응보 

다 성에 안주가 성디는 특갱 푸운은 '1 ξ 설건의 ~.용생아 기Sf의 효육 상응 녕어서 

고 있응응 앙 수 았나 이얘 얘해 균이 기”등 ')경 나는 깃이 2억성한 ’ 인시 7낸을 

안)c앤 써핑한 .갱응 원지에 대얘시:..: -<='의가 연요히냐 

51 구연보 

구언 샤얘기악응이6 영강정었는응잉기호효상갱인냐는정에꺼 우연은현설 

찍.E-..i;i기요의 m응딴 수앵한μ↑고형수있나 다얀구연응다른기보켜재서영 시 

각-m.'-71 아니라갱각기보이고’@ 흐프는 시간욕 갱X 샤’1 수없다는정에 1 구영 

굉다 구응 실연이 제한ε 걱 있곰에도 흠?깐E 그갓이 λm시시 &는 이f는 그 마 

턱 얘푼이나 구연의 마빅 증하냐는용익써 대정 기억용융? 여κf융효융적으호 

갱영아세 한q는점이다 이 껴은이성에에 기흥싼다등기보닝와다i지 ?싸 그 

언에 구응 구연슨 이! 까지 서는한 기보엉"'1'는 되k른 ‘원의 미'<15ξ 가7 고 있아 구 

연보는 시각기보안 'iti'l 응잉기i의 소생 언엌에 대한 구에껴 의이등 ’「인안 수셰 

있제 한다 얘컨예 i성의 연회-"J r. 의 응악서 의이응운영껴 양수있개 해준 

다 또안중성의 경우E 기용기능7 즉응고등"]J.]\l"l-i:드기놓여에도읍의 지t 강 

씨 응..JJl 'J-91 연화에 얘한 지시 기능이 었는셰 이는 구연에서 성게 "인원다 니아 

가우언온응정?호ζ 요인되시 앙τ"아E 증 개성의 X영파호용잉 그혀고 셰￥ 

m 생얘극 "l%'ll 얘@ 얘잉-(2009) 

씨기.，，， 응 Mμ~.에'"성~.，이 P인잉이 r.," D. &011.이V띠’‘ llu"h,,", _ 
C. Provine, &chard R=ill 짜 _~èw '"σε-ιγιι Mu.= 3nd“….~피@… 

1∞L 



g。 ε않씨-잉 

걱 ξ악 해삭에 환한구애써인 샤양융 지시한다 이.，에 구응 구연응 잉인걱 가 8에 

나 기까꺼 응엉키욕〈늑용떠 재생?서는구영ε'1:": ， 기ι의 옥갱파 가능적 요소를 두이F 

-R;} /1보영이라고 양 수 있다 비록 구연효τ 시간은 고정시키지 }얻다는 만자가 

있지안， 싸거와 달리 영쩌 구연보는 노응기냐 정퓨더의 도유용 항。 더용 효꺼이으 

로;용용용수있다 

악인는 g 각f직 연~，얘 대하 시각Z걱 얘 R 용이며 응익직 유영융 안엉-oH드 의에도 

융끽써 대벤 기욕 규영융 {써한 정1띤응4 기도 하다 기욕유끽을 옹얘 성재 융악 

올 반영8 는 영이응 악보이다 다05.<1-_ 구융을 운시화히이 기록강 용보는 인썩우더 

기만원 앙석 었지안 구응의 실세릉 꺼극예 상정격으호구씬하기 에응찌 구영보보 

"1- Â사가 중다0l 하샤는 어정t:}. 이 장에셔 구연보는 궁극걱 으호는 익t!i'.을 <1깨 ,C 

히지 앙고직갱걱으호 용각상용 천용하고 。 얘하기에h얘핫용되었아고안수었다 

5 결론 현대육보와 구연보의 교육적 활용 

유악 4흑은 기jι새쳐 '1 인RF}갱'f 통시에 딩*1셰 익X 세 원다 S갱 71& ;i에 

계에는 갱해친 규영。1 았'1 얘운에 그유익융 ~，으는 파갱에시 기등되지 옷응}‘= 것 

이 생겨나재아연다 이에 I 한 얘얀응디에도표오껴되었 C↓ 예컨대 6믹J가ξ드 이 

후요선보와‘1이특정 '1보규칙아 고수오는 한이서 7 흑양내용융 조정"는 것이 

그것이냐 그런예 이어장 경우 기록되시 ~~ 것응 수용τ운 갱도가 커지기는 했지 

안 특정 기보영셔 찌용되거 } 해쩌의기 선t 지 특갱 기보의 관해도 지속이기 얘운 

에 에전히 해경되지 옷-'31-:고냥는것 E 잉다 이 정。 서 응갱 기~，덩응득성 극연융 

안영양수깎에없다 

7보외 건 471-당랴지는 것은키R 셰쳐 의 ‘F끼 예g까ι.t， 7 보 커l저의 i씨는 기 

요의 주에약 S표 그여고 λ]Y}에 당허있다 71 Ç, 과 표용응 거의 오는 용악 기보의 

영지애 욕표이，"， 그인띠 지역파 시7 에 에라 여P 에 디흔 옥표등이 추가의기 도 했 

다 예응 등연 서잉이 경우 근얘 천후호 기보영은 이상의 옷요 외에 응qm~온 

응악 용중융 δF슨，"' 간의 으 λlk용응 기F능게 하고 악양의 특창정파 켠위를 드러 



구5호와명8보 이 

내보아는젠옛 g석용 려해서도사용도었다 우히응악의 성사상악보는보폰파 

끼어과 그혀고 껴융응 외혜 팡용ε”이h 二1역나가 W'，기 후안 이후이야 '"호소 약 

1끼는응약서 의사스용이냐 작용의 .외여} 앙건성응 *시하4 용석걱 7능올 수i영하 

기 시사했다 즉7 씨세기 후안 이후g는 젠국융익파 판련잉 오든 익요는 이상파 경 

응"'양한기능용다ζ게끔계용되었다 구、。r 얘보의 경우도한국용악기보λ}이 제 

적응 그대호 따eν}고 있다 

오보이R=::ç자보익 산동은 m세기 후안기에도 이어졌지안 그간의 기!;l..{!쩌융 

녕이끼 는 사건등이 여 "M'아 에건대 운자'1호의 중수7} 정ι 늘어갔고， 다앙한 그 

얘" 기호와 년이j 가 용용되었.'?c9， 유보의 경양응 J아안하기 외얘 갱간융자ι 

나오션보도걱극석으표시용되"아 그언에여'1사 용이료응정e 스"뜨 기U， ~. 

요션기보앙삭이 "1 흑전해의 강석응아니었지안그훨땅은견용격인 기요한g 용 

에 수영‘고 있디는 갱이아 에g예 안느시 한 i 걱。 시나익사소중올완연히 수앵 

야시 앙아도 원CR드 정이 그것이니1-. Of, 갱간M-.!i.는 서영꺼 그래역 끼ι염의 장갱응 

찌용항용껴fJ!.있다 아 정여 \1 2(애기 후한에 λ}용원갱간유보나오션욕"는"새 

가 유보야 구언잉다 이 때운애 。 응 끼경대유보 ~l-;il: fr 수 있q. 엔대옥}는 전애 

의 육보의 가혹 판헤에다 여러 기호등올 추가엉으호써 구융 해옥의 갱찌성은 너용 

높아겼다 현대육보는 인차핵으도 현대 국익j-~유 현장에써 후여응용 씨도하고 '1 

약을융기 위해 P뜯어졌요(깅갱자 깅긴계 깅대성 갱재국")， :<1;::에는 R석옹 위해 

(킨E찌) 안률이었다 이하의 그연옹 7 보가영"1나성깨흥얀영 '1는지응상정걱으 

로}여준'1. 



• ，릉~g"l '1132<] 

현대유보gλ냉징갱간 i에*" 스에프에제는각각의 장단갱이 냐으다 두기보 

밍 -"'-'P- {}악에 대<;4 7 딩2킥 기억파 찍융 그히고 훈서에 유용하지아 전자의 경우 

응익끽 익샤쇼통에 있이서 후자는용악석 X내듣드러내는에 있에서 한치가 있다 

。〕러약 기.싱의 운제 는 γ응의 온전>'1 강꺼1 잉도허]o}양 R끼어]다 

/내꺼옥 요시."i'l-t용생기호 } 우연영 예 구연응 실제 기악각 연주보다~"응에 

잉현의λ 안 용응 그 안얘:5'-"" 구사굉다 에컨얘 한국유악，~ 원f샤 안N응이 있는예‘ 

원f은을걱응아고간용응공격응을사이융에우는 유인원 if，:tl::fr)O]야고 영 수 잉 

-.:J-. ，or영F서등ε j얘용개 읍지。]냐 예잉대 ~어지지 양는 b 운응도 유영응의 한 

가X 이다 갱간체애나스때프 처k 에서냐을걱용을기득하는예는어려응이 .cι 

그러나 유연응응껴1 대한가보에 있어꺼 잉카의 a껴쓴다프다 정간보‘제시영 판 

에걱으효 운자기호E 기ι얘하는 경우 운자 객a에 허용원 -lMI허 증 하ιF는 기호 

"인 용자아 문자 사이에 냐연f 응익잭 응을이 를어가"여R는것。1다 이에 

비해 -오서보 의 경우 기호찌}원 )응 파 응 λ"" 에 을어강 수 았← 또 다응 -응 

ξ 기i와의이 있지 앙아 용흔 애lr/}~.ò드 이후 응 과 응 사。1응 워터톤 

(q""rrer tone).Q....~ 71~2아<>l-J<는것이 판에셰익었꺼얀 。1등동얘시도외생셔링 g어 

지지 ~는 연속'" 유"'，응펴 기흑하는 에는 영게가 있다 이서경 기보 상의 기호등에 

대한 용악씩 의이의 해석이 7]J인의 강애§ 아르는 한 시킥기보애는 선거 H14. 
또 오서에써대여셔능응고와양쩌 λ7 가효연5H은끼 각 e←놈의지끽시간의상 

예칙비융응용간잉경이호요현헨ý 그런대요션71Y.싱 서 지낙히영용사가대 

얘서 얘징에는 유연"숫응이 굉깅걱으" 용군fèrEl'h응 이등 애에는 공강 운양의 효융 

응 'tc→이기 이녕c，. 이 정우 유연응능응 갱간보 나 오샤보 나 항 갓 잉이 그애와 

기호도표시하"" 것이 영~"나 외의 λ쩨응에서 용 수 있는 것져패 성경적으호 시 

각 7보는 "호등에 대한 응악석 얘석이 71!!의 강애에 영얘이기 @얘;ι에 한제가 있 

다고용수있다 

한연 현이육보에서사용되고 있는그래역 기호는응악강<11， <lj-71, ~. 인자 영. 

다g기 얘웅에 갱애진 응악}응 까응 잉식으호 해야뼈 수 잉아 유히 정간보이 갱 

우 그얘찍 기호료 λ니용와는 기호응익 종류가 c성보 보다 더 않다 띠아서 응익f걱 

t얘삭 차 또한 3아 이 운제는 익，~을 용한 의샤 t용 얘 영위가 양강경 얘 싱킥아ι싱 



，언으외 6이욕> • 

다 애나칙연응’l찍외λkι흥사약보는얘개응안에 ~HJl융의갱와캉의오릉 0'끽f 

한 수 없나연 i싸ι자와 실언~l가 서E 다는 경."1-'를 내게 S 기 얘운。 다 이 정응 보 

안하기 외얘서는 최소앙의 응악 ~I호에 얘혜사는 표준화" 이운셔져야한다 7 호의 

요준화는 익사소2흔 용흔"1고 기이과 jl.유 그러고 운적이‘ 크게 :JiÕ!념 높씬 수 

있다 

기호의 요준회ξ 선R교육의보다R는익반 1육에사 얘우 시낱히다 기호익 R \'é 

~λF 는응약깅해병 ~j-;기영륙성과응악구조걱 인판성 니아 } 기보에제 명호 

"보관에를용얘 효현영수있는것까 없는 께이 우?안지 I하되 。 ffit:j-. 또한 

구웅의 킹우 아직 용운한 ~.j-7]영 λ+ilI I7]- 악보되지 옷’i!l7] "에훈에 。1에 대얀 충훈한 

숙 걱도 이주어져'0'힌."!-.>1판 현 싱영에서는 5준rξ 영우이1 두1 악콕의 거λ 서 

구죠'-l- ，"，.악의 서염걱 는피'1 상생적으료 파악핑 수 잉 도록 일잉성 았께 71~등융 

사용쩌야한다 또 특정 악기 호 구연되는 판용석 '1깅새응용 연주가의 개성에나 새 

J덩셔의 애꺼응 기옥혀R는 것파 영L익 "'''씬애서 우써걱으호 경토이어야:3"1-나 

지 에'"으로시R용되었언이걱 기보밍응응악기흑의 옥표9새응악격 성격에 ~ 

라 당3ν* 이 경에서 구응 기욕응 와얘서는 기흑 욕표얘 따약 여러 기보영용 ’ t 션 

영"셔 ιμ*얘야얀다 즉 얀"응이 유‘윤 언주밍 딩야 심상의 g현 둥용 끼S승b 

기 위해서는 외 정에λ1 거흔딩 기보잉 외에도 디딩 기보영 에컨대 f아영 악보cl 

어려 X 억 3시} 용히을 애갱으료 한 이)연 용도 강」가 용 수 있을 것이다 그러냐 이상 

의 구유의 7]:tlÞì 강연S 여 .생S 는 3.은 운제응응 구연보능 여곡히..e.-.'il. 영용안 

으g씨 .낭경운 애견원 것으오 보인다 구R4 수않응 용악 갱보응 고스~，얘 ι?고 

"기 예운이디 

”이영 정우유이영 j 인잉사썩중에예해 야츠바썩교싹걱 i엉찌를 ι S'.* 것윤 
7)-\;'"앙것.Q..."-'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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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20th Century Methods for and Application of 
Kuum (oral syllables) Notation 

Kwon, Do Hee' 

There "'" many mays to communicate through mu,ic in Korea, It is not 

enough to have on \lnderslanding of ,he ,,'hole system and, WIthin thO!, melhods 

of communication, In !his paper, I consider kuiim "" " musical OOIrurruniattion 

'Y"'effi. Kuiim is irnpcrttti,e in KDrc:tn u-aditionaI mu;k education. 

Kuiim is "",J in different ""<>ys according: to the b~>aI of expre,~,ion and the 

thamctcIi>tic of vowd symbols. Kuum i; ,ung, "" kuum can he con!<idered 

sjmultaneously a vocal expressjon and mu";c "oth [>honelic 'Yllable~. The 

notation for kuum should he cons,dered 0 .. a musi",,1 IlOtl{ion system becluse 

i( ntlkes use of syllable signs to direct the performance, 111'"', regarding (0 tl", 

""Y to cxpr= the sign a ccrt"in kind of muo;lcal notation ,,,,,em L, determined. 

One of the com"er1lia-al ncxation "I;"" " yukp:>"hidl " a kind ci ,%,I;<! notation 

sy>tem. ',he other com"ffllion i, the uo;e of aUf.1 nctation. 11", former uses mitten 

mnemonic> the latter Oflll mnemonics. In this paper, ! described the diff= 

]:,,",ween "nrren and om! ml<':ffi:1ni<s, as "cll as tile mochanism of "riling mitten 

mnerooni<S. In the coorse of describing Ule t'OIlventions of '>i>ual and aund nwttion. 

Key Words: au'.' not."on, v,"oal "O'$t,on. con'emporary wrilten mnemonics, ora' 
mnemOniCS, yukpo, kuiJm, mu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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