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 between Prefixes and Music
in Traditional Music Pieces
-Focused on Man, Jung, Sak, Bon, .'ie, Mi, Sang elC-

lee, Jin Weon'

Some musiml pi= in Kore"" tmdilional music use prefixe> such as 'man,

jung, silk, bon, mi,

Be

etc.' These prefIxes are surcly assumed to relare to the

contents of [l1l.lSical piLu'S and especially, sak has heen knmvn to set fast

=-.
1his Sl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prefix", and the

lIllL,jcal conlents by researching and arranging the prefIXes seen in music piec,-'S
of "ongs during the J=n Dyna"ty peri<x1, music pieces of lJoheoja, and

mu~

pic,-"" of YCOiJgS9nh=ng, 1he results of the srudy are shown below,
Pirst, "-, ",-'Co in r Gukj<xllwlJ, and r SIksan .<eoIDmcng Munj¥>J(OoI!ection of
Stksan), it is known that

IllilJ,

jung, and sak are unde",-tocd as the concept of

pilch oIong WIth the concept of ["'" lempos.
3o:x:000, throngh the analyse, on the mw.ic prcfues of IJoheo/a, (man, han,
Jac, mi, and hahyeon) are understood "" the preflX'-'" ~." has contrast mem;ng;
of (sak, se,

so, -'3¥1mg, and j:uiJ and it

is ,-"nfrnned uw !he nature depend<

on the ",:<lions according to the [>itch,
Third, ha,,-,,(] on Ule analysis OIl the mustc p1e<:e' of Yi.'ongsanhlX'SdIlg, il is

understood that the prelhe> of (""II1, bon, die, ilI13, "nd sang) were used for

me sea:ions witll regard [0 the pi[dl as me same as Ule music prefIxes of
iJoheoja such as (Sdk, se, so, j'" and 113).

Founh, while man meaIlS low notes, ,derring

[0

a notel:dow <-"mg ;n r

{'illkjoaJgp." ;t is under:tr.od that mere i, a oonnection in rne:>nings since in the
tuning method of Chine;e guqin, tuning mat U""' r=n playa role in lowering

notes. CoosequenDy, s"k, on the contrary, can be undetst<xxl to rrt:!ke • note

high, tightening a s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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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악곡사용접두어의
음악과의 연관성
안냉)， 중(<f!)， 삭~ø:)， 본 i=), 세(빼)， 이，.) 상ü) 퉁을 중싱으로

이진정·

O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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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계영 악F곡 딩 엉우어 훈석
j

정우"1의 익J이 연야

‘ 옛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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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l)

션용응야외 익F곡에 싱싱치 않께 풍장히운 안H어) 중〈ψ) 삭'"1 용(::$)， 미(양)

애 01 등의정두어가 있다 잉강세으호일어신바아같이 안"중 삭f파강응경두어
는 7P.Ü't빼) 계영익 응씩써 사%!<l:\!는얘7 얀대영(안太& 과 중얘영(<1':kJl;l)은요농

낭 전해진 익F써는 핫이을 수 잉으여， 삭얘엽"太셋으호추다 디양안} 악주등이 훈

@극얘응종’이 g
，，=년 여용 영까"잉사띠."써 R 켠엉 성낌닝찍δ . .얘앤예 선{ 셔에서안응에 얘
인 4씨 잉는자:응‘어주셨다 잉이 아ζ r~ lJI$:tt.oIl 기 S 잉얘용으 ζ i힘에 "도뼈이

"IB 옹고깨녕으효 λ% 용얘것。이 이야 g‘기 9 찌얘

:i& ..];1응 '.>b니 m 운

지외잉수 없는”이 써 이 ι 잊 가져샤성 잊융여 익R갱갱에 호이 ξ @써 I $;"-1-간재호응

생1지 이 행 익성까제 의페니 야 j μg 익쩌주성 건요성 선갱이 이 자씨등 링여 깅응

잉 }의 ‘&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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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앙S써'"'

화외에 오늘애 。1으고 있아 용 세와 길은 겁두이는보허7}( !I'-1t子) 계영 응익인 용
양잉(;j;:\l!λL 셰환잉， • •시에서 찾아용 수 있냐 이 계영 g익h써도 식용 ~H융
수 있는예 세용잉의 정칭얀 삭안잉，. .λ에 그것야↓ 환양 제영 응?에서는용횡
잉의 연것으포 。영잉 웅 3λ)이 보이기도 힌다

이"영 다P양하제 R이는 깅퉁옹약 악곡 샤용 갱두어는 영재 정각e~이 그 뜻야
용악격으로견쟁이‘에있4. B~'λ 안그정등4의 웃이영악에제 어경께의펙내적

용의는지에 대얘

는 연구가 영요한 싣 g이각 히{겠다 따리써 용고에서는 갱두어의

S 악괴의 연완pj응 증십으호 그 웃응 상펴보고자 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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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악곡 별 정두어 분석

J) 기곡 계열 악곡
7 r.T 계영 익F극애 사용원 대표적인 겁우어τ 안 중 삭야다 이허한 얀i삭 대엽
은 r양긍신보~(lif!l'l!iii써 ~.드연 요두 정파갱(0ιι후) 상기옥(프:111;1에)에 셔 니낸 것
이하I 한다 이는 얀대
1 영 증대영 에f니벼이 상} 연강얘응 까시고 안전해옹 유악에

여R는 것응 잉생수고 있는 자료가 성다
r양긍선엉J가 1610년 연강의었으프표 이며 이전얘 인대영 증대영 식띠”영이 오
두존재었나고연수있는에

동λ 에 잉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이의 정tj-~ 당윷

잣용 수 잉는 상횡아다 다안 이특윤"'어’Jt， 1553-163씨)의 r현긍용운유키 JCZ:'l!'JI!::Jt
l'Jj~)에

ι찍어

.응 여러 .의 이?5Z호서 죠용하고 • • 찌썩 g~ 스열고 • • 하

다 고기유하고있으으요?띠1엉응 통얘응대영파삭1대영이 딩건잉윤，"엉웅

"1

추어 갱작항예용아다
안) 증 식의 정듀 는 타르기 즉 속으잉Hlc연이 있다고 일써추터 일러져 왔다

안J 증 식144잉도" 강연시키는예 있어 중요한 역힐응 하였언 7P응으효 아익(주g

1&n-1763)의 t 성ftλ냉J 긋조약fψ"" i1!11:~)에 실인 긍이 있다

m

，응익욕사용 엉쩍 g잉꾀 잉생

〈얀용" 우e 냐악용짜 7è' K!<i애에 애1l:t{:!..1I;엉까있는깨 형삭이 다경;!<>l.서 깅끄용응

구 g이 잉이 그충에또느영에‘웅앤φ

a 것"'"’”것 λl 까가"'.이 g으내。 것용

은얘 갱영9임 ι기n어’ ，}이용<'"에 느잉 깃응너우느_~l‘ 세 사깅둥이 상증ξ 내어 에)*:1

~，} 오예l 중간것응 죠긍 .으나 S:V ~f엉뜯 λ써야 석.íl.， 7~ 퉁용석R 것은 e 예엽
(:;I;:-!li、의 i얻조<~이아그얘얘;이@언이세가지 ξ에 동간1'.'"냐그장이 U 쩌}고
져《‘여 。를 안한것이

jV <f')

외 인양에 얘르연 얘염jι에

!l 증

쇠끼끼 있는서l 얀옹 에지의었" 삭용 쫓고 았

는예 。~，이 갱가 4응급해진다E 연탄하고있다 정;“11"，웅 삭은속g의 양정에서
해석용수 있는응이라할수 있다 따라서 r성호λ냉j에 의씨히써 tq 숭 삭은 익

S기를 나찌내는 갱두이~ 이얘，>껴 왔다
하지안 이얘에 인용~H능 고에용써'"“’~~ )π'4.1851) r국ι악，'，쩌@’1!@:)ßI

〈푼우우익7}{;l:>t_~:!1:))에는 이와" 다E세 안， 중7 식'*윤역 개녕으오 이해할 수
있는정 a용주고있아

W% η

곡효능 ι쟁꾸미 상오~"I얀 ξ 삭 상잭 /l(~)o; 셈 우듯 ?낸에

잉는 것을웅아야하.íl.， iI-~-'fFl~- 예 "는깃9 삭F。 아하에긍으호부터 이예에 잉는것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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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생하딩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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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대영 증대엉 삭대영

e 진흥융익겨 어 서

r성호λF딩J에 의거.에 얘η훈 용도의

개녕으나응 이혀 BJ-l는 것으호 용 수 있는 정우카 대부운이나 그어나 위의 *경R의 기

흑용흥미융재도이익의기득ιι나 λ.]J]걱으호뒤저지기 r 하지안 안 증 삭않용
농이의 개녕으나응 이얘한 수 있는 애용 제공하고 있다 즉 오응안보.(.li* ... ;~)에서
궁(Bl융 중싱으효 아해 응을응 πl\t~)ö]내 잇 응등이 식ffn'이리연 것아그ι 。1것이

바표 ‘~I%삭 싱조(=:011 의 7](lGlξRξ 것이다 그영다1연 r성호사딩 r애 나오는 tι 증J
식F。↑ ·↑르기가 아니 라 잉승E이의 개녕으오 얘석되어야 "ð"H三 깃아 아닌7r?

고j니g의 이러한 즈}의 개녕과유사한*t!이 또 잉q 영냥""의 고짝지{，，<y，

o/'t)& -!>l~"f{，e.lμ) 이얀부{주Iõ，fI:， 1661~1732)는 r사3선생f쥐，(!i!.W li;ιu，에서

고찍옹이 얀납한 안 증J 삭용 다써，.1 강비 녕이('1'&)와 최셔](;a찌로 증었다 I식산
션갱훈깅 J 'i'μ 시(용) ''Ct영와 (WIfli;\!'껴 수흑원 간이 운용융 아래 인용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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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1 연 '~P.e 즉 그 섹}용7爛Rl~l1= 깃잉니 4 δ]>.:- 가얘 Y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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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악은잉잉 j서을

연씩

뼈J2~릇언>ta- %:Io'서얘엠갱 S 얘&

ilõ
?

신밴 r죠

m

용잉응익씨잉잉

외 인용이써는궁응중섬으~낮。찌명명(후。 1내 늪아지연 F 찌)즉 웃이 되
어 위의 의마를 가친다 이는 :영즈와 우조에 얘한 .석으호 흘 수iι 있지안 다용의

하~H능 도이이 세8싸내 이효애터 핑이('1'-&，)라고 。 륭응 얻응 것이대 생자는
오g 이 측(0)히여 칙새(앙씨)라고 。1응융 엉은

’,
이

에샤는 영이와 ~"ij가 등장

한다 여기셔 세(.)는꾀어세g 논"'8.'1.;지만 r국쪼악장j의 식){tl:l따응-B]t알료해
석원되어 농다는 뜻이아 우려일링 세는 ;써양}다7↑ 의". 삭은 자씨"호 용 수
있""호유샤여써 있다

。 에영장융고썩영때잉'.영 중π1l1l，삭}얘영옹응농이의 깨 1으혹얘싹샤 7~
g다코 생각잉다 그렇디맨 이언 앙삭으호 해악에는 것이 정찍힐까 성에 응익f까익

B 교가 원요하다고 생각딩다
고익~. 에는 여러 고악，&에 )ι이는 인이엽 익F잉득이 갱이외어 있아 이러한 악
용늑의 영갱융 소개δP껴 보연 안때영iζ는 영조안대영 ".H써영 낙λ1."<"o(!I1p}영) 얀

대영 고죠(i'i，jlj)， ll] 아안애영 동아 있마 r신중응성니(;"l[!j!l;"õlIl는 인내 엉응 속" 갱
얘염 (ftj:Jit)이다 기흑셔고 있기도 하다밍

。 을 얀얘영융 연구한깅영응은 '"곡 연*형식의 역사걱 전 R 영장J에서 주.il.

..응 궁 •

조(꾸영) 즉1 잉종{jι

"iI

으」표성는"'l&-st 강은낮은조호 주호 연수g 었음

융지척하고 있다”

중얘영 의 익념으표는 쟁조 증대 •• +조 강얘영， 우죠 종영잉 .죠제연조 증대
영 ’에연 중대영， 꺼앤 종영잉 둥이 있는cι 이는 r~급신>>.，J(~“fWi'liil에 보이는
죠와 같이 쟁조 +1;.(J1엉L 명조제연죠(￥ • • • 영)

4

우g껴1연조，(llJ<I'lll' ill il:'l)의 4조

표 연주외는 증애영。1 잉융옹 영해주는 것이다 삭대영의 익콕으표는 영조 삭대영
우죠이얘영

1예정 .조계번조 +<껴연조삭대영등이 있는에 이튿익조도증대

영의 것파강"에
재욕 영칭에 용는 Çt3ε 성으"￥터 한예엉파증대영 삭1대엽의 "1"1'성응상펴용다

에 r고아~. '뺑익안썩 신없구껴 '"얘"'. ，，.에 에 l굉 2 “‘S

”

’~'ll\~， '?타 인잉잉여 아키의

{!71'lhb('<I%<

인션 2005) ， 6석

]이 「고’/!l， 뺏악간괴(뻐 에1깅 잉 7-221"'.

"'약욕 서용 성두어인 응약생 생

"

띤 ~ì'이엉이 영조충성의 q옥인데 얀써서 중때영파 삭얘영응'ì!~ 0]야에도냉조
계연죠， 우."，" 우으녕)연조의 농온 응으-< 연주하는 ?죠 계앤의 약옥이 잉이 종깨한

다는것이다 아러한 정은얀 증 샤응 딴순히 까i기오효는것에 얘히여 f→~1 억

치이표 해석한 수도 "응융 ‘.애준다

2) 보허자 제영악곡
}이 toþ<l--'는 낙양용과 더용이 ~옹8연 "2씩 껴 영의 。pμ，<1. 보i꺼X 똥 죠선후기에

양악아의U었아코 <는쩌1 인간에서 현익「기호 연주외 던 연악 g허 }약 풍중에서 당악
정얘의 한R녕악으나i 알려'ti<'l:익보허껴오 3쩌 니뉘어겼다

'1"Õ"] "'i1각보허x 에서

는 r.f，'ι 연주즉뜯이 안갱하였는대， 핑도등이 g 앙혀진 이연딩(I?i~入)은 에얀잉'"
gλ)의 션융융 거훈-;il-'í'-‘경으호 잉，. 안든 연주곡이라하é. 우죠'Y~칙용OJ'’4영%앙
정λ)은 셰영잉의 션융윷 연주-il}<껴 안g어친 극이라 한다

호에자이 ~곡연전응 상펴보연"세기까시 보에사가커응고안F주(에 의전성약""
잉 7 능성아 ’l용.， 연구원바았다 이 C 양성익콕아 기익R피한것옹 "씨기에 을

어서이다 m앤 r연당신ι ’$'l'Hl에는 보허자 용@잉，~갱 잇도드에파 보허
~， 삭잉잉(약갱 응도도g 이 jι인다 ’유여 자 J(:Il:~:정이

는 "'환잉 (&;;!IJ; 이 예연

영잉(λ."λ)으호 보이어，"，에 기 천기의 '{}'즉긍&“5↑η W;t-l에서는 용환잉 'u
λ)파 소영잉".’λ)으~ 니아난tl，

어잉싱깅J 에 ýε써t 잇도드익아 증도투리는 오능닝의 tJl~1잉파 샤엠엽이라항 수 있
다 *얹응 • •子'ilIift 어μ↑ 여이 익보의 아용잉여} 세영입윤 정리한 바 있다'"

'" 갱싸~. '1I."l>~，，'싹~""'(kJ응 셔융찌? 음성:'1-.

1m. 1}이익

"

용양융익 씨3 잉

( 1 ) εμ딴 잉리 용c ，'" 익극 잉징

↓ζ '"

r‘§뽕.;!j~，

1이연얘앙

종λ

.,

~I!>"

”

~.!I" gpai;M“ lHHI!‘ a
,
!>!h' ø:~
方썰"

，.형λ

힌@

*용 λ

씨λ

세.잉

’..
λ•
•
이흐

iλg

."

:l':'>'.li'/t ’~:6l1'

"
'"

，. λ

"λ

‘’ λ

위 〈표 n 에서 장λ댄아 정여한 익티 영갱 。의이도

쑤王. .

•".: ’'"
1!Il!l1:e

잉안혀인
영갱

'"

려

'"

. .λ

잉도드혀
딸킥

"'λ

또는
갱도드혀

끄잉니&"에 o 환잉외 이영

을옹 안잉7 잇도드리7 온한잉7 용，.5'..."-'이("ilIJltfJ>J ， rjJ~잉(太융꺼)， "연~↓압 大“엉
λL 히F생下~)， "ð"}성@염(下 • •λ) 하생셔환잉(下 • • 영λ) 인와if(tø，*_ι 휴칭
S 때도드러) 똥아 잉냐

세환잉의 이영등표 세도도내(얘;/\;tll!ll， 에도도애ôIIIi:lhll/fr)， 세도우킥(I!>'l'1Jw생
소영잉(小.λ) 장도도아"잉생밍) ι도등이 산노도혀

잔50.-두"， 새희생씨ffJ:)，

삭찌잉-{;!!~l:ι 새도iι。1( IliIJlBJtW) 환잉 ’λL 셔셋F깅 상성 上"" 셰성환잉(iliI!ti!!

시 용이 있아 이러한 영깅을에서 에 용 ", 예연〉 웅응 〈세 소 삭) 등의 대야
씌얀 의이호 &었는에 그깃응 아iζ 용높이 의 서이아 판렷이 있다 예외격으호 아앵

성 'l'.!li W 의 r잊 m~，에는 중~J( <j>;!!사 익틱의 명갱이 수욕되어 았다'"
장사훈응에 도"릅용혜?서 빌도드"，용환잉 마한잉 3의 영갱이 D 흰잉용 이조
한웃，~드 <'17]. \-애 후생긴 것으흐추갱하고있다 즉웃도드.i:'J7t도드리보다안낀

"ξ 웃조로 연주적늠예 대하여 이융 우영야기 외해 농응 조를 웃표l으리라 하고 앙
은 조에 ￥은조의 것융 이딴앙 잉도드E 라 우온 것이아용 것이다

m

표한용양」

이킥R는 명갱은 정해 온디 익맏아 하는 의b 으서 λf>딩 것이라 용 수 있다

]잉 ?찌찌도 '}1V} 엉이 오§의 '4'"쳐익 연l>II.s-"I영?수어 ‘~lti'l'， '!It야*，'상갱신
.야구'-1l， 1\132), >biIJH，-~ι 잉'l!<è， 7')l욕 앙주
H) 연암'1 *"'=:니의"‘ι꺼에 얘얘 3이[녕얘 i연샤응<Il"til '?~"~ '"쳐 g 영연
(짧아연구」 씨1 ?J-a-"Ofè직의 19'17 와 a 씨기 생약% 여숭 t뼈 앙표에서 딸이
애서

*도드이，) 와잉 S 꺼 이양 수도 있~ '!!~71 에끼% 에없

영의극 ι.，우어의잉생언잉，

"

온"앙 P↑환앙 "도ε피얘 대한 세강잉 소밍업 웃도드여 익티 영칭옹 보아을
예 에(씨 는 〈얀용 2ν약 〈인용 3)얘서 용 수 있듯이 농옹 융역으"' 이죠하였다는
의이를가끼고있다

기곡계영 익티파보'Þl 제영 익'"어서 보이는식아 세웅용3 는?앤융아와확고

히 한 수 있다 세환잉이 야~삭정잉。1기 때e 다 얘싸익 r삭앙성생웅정i어써 보。1
는 긍 이상잉1 용등이 아오 셰이에 。 것은 r국쪼익>'b에에 얀b셔R는 삭에 되는 것이다
보허자재영펙 익티여서 냐오는소('J') 또장삭 씨약강r~ 웃이다 세는 7 능대

는옷이 ~ç찌우리'l!".2-세우{얘찌)응 ';<1'당에라고하는것용요연 자강하다는
웃으호용 수*다 j낼하다

= 것e

곧 애다는뜻용 가지고있는에 이러한 의비

가 바ζ 소 즉. ，*디는 풋파 연경원아고 생각깅다

31

영산찍상께영악곡

영 }J얘앙의 경우도 다양한 경우어올 샤용어껴 응앙익 득생융 ?μ)앙고 잉나

영

{:)-.!잉얘용 상령샌上 gω 증영산〈ψ.W) 세영산， • • 미) 가악영。lILU!òl1잉"'

상

뺀E응”이{三ttli!시

하현도gOll下"'시

영북도둥이 l ':1;.i<f，;'!l λl

아영 W~) 군약

"홍) 동 오우 9콕으호 。1큐어껴 잉는 오용극인uι 이중에써 세영 S까지의 약곡끼
주용연다

-고익보j허!l<rnY'!41에는 고익보에 수흑찍이 있는 양산에상 상영상 중영산， 써영

상에 해당띄는 익다녕을 갱 g 한 바 있다 이 지R 속에 ~이는 상 3산옹 영산3이상
'"띠g上， .W~{i!)， 영산펴상 대

*"

용영산，. .ω)， 대영산〈太Eω) 생형산， . .

띠) 인영산".띠) 둥이 있나 중령산은 거의 중령신으호 g기되어 있으악 한자아
~1-iT， 혹용 안융에서 종과 중 퉁이 i씨 가 있용 똥이다 세영산의 경우t 세영μ"‘g
g띠ι 찬영샌잔영산 잔영산 원 찬영샌 g 용띠L 장영산，. .ψ) 삭영 λ>:..J.(tm:끼L

소영인(小gαι S}"ol산(下응띠) 동아 나아냐고 있다 r 옹1대i"μ gλ~ilI)약 r용대
가야금영.J(;JII:大1!.V!!il$~)에 안냉tt 중영산 삭영산의 녕갱이 λ나*되고 잉디는 정이

이'.'!'영"

r~긋암성괴(\\'89)，깨 n1. 1\(>--1 920;<.

?‘

용앓익’~

주옥녕다，"

영앙짜앙응 그 옐히피F영에 대한 r-t응 연구가 있었는이""π9년에 영잔의잉융 것
으.5'. +1!씨는 'óli은보... (:IlmillJ얘 기흑g 영싱~l%;갑당(i!:ω8쩌써.，은 거운고의

유현 4껴효 연주외 언 것응 유현 ，'.호 i2져 연주‘ 킨 곡~ 현영익 중령산에 해당
영다 1애 기 영산펴상의 다양한 연주곡용 g고 있는 r유예지“;!í!!:~ 에 보이는 영
산이상은 시긍의 상영S에 8얘당하고 서댐산은 중영산 영산!이 상이승에지는 가악밍
이에해딩하고있다

용생송。1 갱.~ 영산-:õl-\l"의 역사쩌인 당선새쟁애 대한 도표를 강조히연 보다 명
확하세 영앙회앙의 'l~진펴갱응 이i얘할 수 았융 것이다

〈죠" 영승정리

IIdltllll21

~m 11!.용.!ll -1î:1<L~

I! w*m

1!1lJ.1H

{쫓띔f써
中흥，"

-

I!l1J i 'flll
. .양Ili_
(mIlU,)

용，"융*

브톨 • •
三앉， λ

{르"入}

~Eψ

φ 용山

내앓α

，1、'.'"

뻐용山

가력떼 õl lλ

1JD!I1훌入
三

••λ

三월[에λ二

. .三'"

..

. . .入

( t'l.\ iiλ’
'M없

m없

ε.

η‘
!룻

'"’

'"

‘ ’s

15) '%<IPo.입는순-;uJ\!\lSl 써연생영호이어'-，^，<il 7써야”얘끼흐의것얻주정
이'.'아 ←고이!t，- r양응익앙피쩌 서씨잉 ”용19>"'.

씨 **，'''-~여웅"써옹 잉ξ각 ，~， 씻 도.lI %~

언릉익콕서용잉투어밍응의 j 의연 δ성

”

유현 ~1를 7얘 g 용허다는강1단('1'''')용이형상ξ 운수한우리안호 응노g 라고
영연하고 있는세， 상령/앙써 ~~이를 웅껴써 웅%'~아 니옹 것융 일 수 있다미
또한증영산에서 가라응 연잉써 안등이징 r유여지 j 의 영λ，)，ßC상 이층 꺼~"가}야모
요;ι냥의 세영」이 되는것융 양수았는예 오늘날과강온상영산 중영산) 에영산

에재는 허 도요에 아르연 ，，~기에나 영성원 것잉용 알 수 있다
이어정 정등융 고껴항 예 상정상파 증령요 에영산똥 웬 영산에상을 농에 올혀
연수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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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에셔 나다 }는찬영산R즈바죠세영산의 전5늦표연。1내 찬경산의 • • ω

‘1.1il'l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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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의 세응 a 운유가 7r.;-"'1다 〈안h 용7 상 "J>는원얘의 잊응 갯 언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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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응농이'"긍뜻을가지고있다 얀악￡는얀신〈양크 라고도용익는1에 얀''M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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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킹이오칭호 용리는대 바로 2연!， 5한 7현융 연).，'7씩 농。 어'"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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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f의 경우이가 오듀 용웅격으효 나티염응 양 수 있나 그리고 아응 ，곡 연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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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비얀이 λ내되는 것으효 보얀다 영 -8-Wl에서는 우 의 "1가 오두 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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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씌~수있지 앙용까추갱하7 도하었에 이응려삭，서ι"" 자지다

야다아 경이 해석되이 강g 의"1표 용 f

，，}t\-e샤아1

았용융 갱토었다

.앙고 • •

’，~"‘서빼뺑人m 갖조의 • •φg 잉

‘ì J!" l/lJ;;:

ll'fI~. 엽 ’영쩨 ，~

'.I!w，，-~.o<""， 1εα

•

끼δg

r뼈 ''''''빼을 잉 g앤구i 연%인'.ii!. 19:에 에1 딩
김영εη 틱연뺑@써앤 잉 i
앓효 「縣"， 서'"'

!'!:II:n-,

'io!', ‘

'lI.l'."I.

새&ι쩌@어

영

J<!ti:'llh j tJi(: ... ~t{1'1":e，IHt. 2(α

'/'itii1, '*,,"r.t’i 싱냥 g 니원잉 갱 ”잉 . .ξ，51μ 잉않
정얘 1보써2.. .•햇.，써융 /서없‘i!I';'， 190영

,.

영

!잉잉l 의원"

서& ε댄

=

‘~， 三@잉써생핀@연구'" 'i!i'않‘한 g 냥낀국형$굉뼈 WJ.7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