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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만의 전통음악인 북관(北官)음악은 현재 공척보를 널리 사용한다. 북관음악에서 사용하는 

공척보의 기보체제를 익숙한 한국의 공척보의 기보체제와 비교를 통해 북관음악 공척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편 북관음악의 공척보는 뼈 를 기록한 것일 뿐 살에 해당하는 실제 연주는 연주

자의 기량, 학습배경, 악기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주할 때 마다 달라지는 

즉흥성을 내포한다. 본고는 북관음악 공척보가 지닌 해석의 가변성을 악기에 따른 연주관행의 

측면에서 소개한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기보체제 및 기록과 실제 연주와의 비교는 북관음악 공척

보에 한 기초 연구로서 학술적 연구의 토 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공척보, 북관음악, 만 전통음악,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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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척보는 특정 한자를 사용하여 약속된 음높이를 표시하는 기보법으로 중국 

전통음악의 기보법 중 하나이다. 초기 공척보의 문자는 관악기의 주법 부호에서 

나온 것이라 알려져 있으며, 당(唐) 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1) 공척보는 당

(唐) 이래로 오랜 시간동안 중국의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

졌다. 공척보는 현재까지도 중국 전통음악, 희곡 등을 기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

다. 공척보는 중국 내에서 오랜 시간 쓰이며 중국의 주변 국가로 전파되었다. 

한반도에는 고려시 에 공척보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공척보

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등장하는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세종장헌 왕실록(世宗

莊憲實錄) 권1372), 세조혜장 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 권483), 악학궤범 

권1․권74),  악후보 권15), 금보정선6)이 있다. 세종장헌 왕실록(世宗莊

憲實錄)(이하 세종악보) 권137의 원나라(元朝) 임우(林宇)  성악보(大成樂

譜)와 세조혜장 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하 세조악보) 권48 속의 ｢신

제아악보(新制雅樂譜)｣는 12율 4청성과 10개의 문자(合․四․一․上․勾․

尺․工․凡․六․五)를 병기했다.7) 악학궤범의 경우 권1의 12율배속호(十二

律配俗呼)에, 권7의 당부악기도설(唐部樂器圖說)중 당비파(唐琵琶)․당적(唐

笛)․당피리(唐觱篥)․퉁소(洞簫)의 지법에 현재 공척보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출현한다. 우선, 권1의 12율배속호(十二律配俗呼)를 살펴보면 12율과 공척보에 

사용되는 문자들을 연결시켜 놓아 그 내용은 세조악보와 동일하다. 더불어 

 1) 中國藝術硏究院音樂硏究所 編輯部 編, 中國音樂詞典(人民音樂出版社, 1984).
 2) 국립국악원 편, ｢세종장헌 왕실록｣,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0권(은하출판사, 1986).
 3) 국립국악원 편, ｢세조혜장 왕실록｣,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0권(은하출판사, 1986).
 4) 국립국악원 편, ｢악학궤범｣,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6권(은하출판사, 1988).
 5) 국립국악원 편, ｢ 악후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권(은하출판사, 1979).
 6) 국립국악원 편, ｢금보정선｣,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5권(은하출판사, 1984).
 7) “中國雅樂以十二律爲譜俗樂以五凡工尺上一四六勾合十字爲譜 合爲黃鐘四爲大呂太簇一爲夾鐘姑洗工爲

夷則南呂凡爲無射應鐘各以上下分爲淸濁 其仲呂蕤賓林鐘不可以上下分上爲仲呂勾爲蕤賓尺爲林鐘其黃

鐘淸用六字大呂太簇夾鐘淸各用五字而以上下緊別之緊五字夾鐘淸聲”[세조혜장 왕실록(世祖惠莊大王

實錄) 권48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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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지법도 기록하여 각각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설명하 다. 권7에서는 당

비파(唐琵琶)․당적(唐笛)․당피리(唐觱篥)․퉁소(洞簫)의 산형에 공척보에 해

당하는 문자들이 기록되어있다.  악후보 1권은 ｢세조조속악보(世祖朝俗樂

譜)｣라는 이름으로 세조악보의 ｢신제아악보(新制雅樂譜)｣를 그 로 필사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세조악보와 동일하다.

비록 공척보가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에 한 학술적 연구는 

양이 많지 않기에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국의 공척보에 한 연구는 

1934년도 송석하의 글,8) 1948년도 이혜구의 글9) 장사훈 등을 시작으로 개론서 

수준의 간략한 설명을 수반한 소개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 에 들어서며 김

운, 이진원, 권오성 등이 공척보에 한 집적된 연구물을 발표했다. 이진원은 

｢악학궤범 소재 공척보 연구｣10)를 통해서 악학궤범에 사용된 공척보를 해

석하여 성종조 황종음고를 추측하 다. 권오성은 ｢공척보의 약자보고｣11)에서 

공척보의 역사를 상술하며, 중국에서 공척보의 표기를 약(略)해서 적은 속자보

를 한국에서 약자보라 칭했음을 밝혔다.

한편, 중국의 공척보는 만에도 유입되었다. 중국의 한족문화가 만으로 전

래되는 계기는 두 차례에 걸친 한족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福建

省)과 광둥성(廣東省) 해안지역 한족이 17세기 중반에 청과 명의 전쟁으로 인해 

만으로 한 차례 들어왔고, 이후 20세기 중국공산당의 내전에 패한 장제스(藏

介石)의 만 이주로 인해 또 한 차례의 한족 유입이 이루어졌다. 현재 만 인

구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만에 중국 한족의 

음악문화가 만 전반에 전래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明), 청(淸) 에 걸쳐 

만에 전래된 중국의 공척보는 현재 만 전통음악의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척보가 기록만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현재 

만에서는 공척보를 상용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8) 송석하, ｢현존한국악보｣, 한국민속고(일신사, 1960).
 9) 이혜구, ｢한국의 구기보법｣, 한국음악연구(민속원, 1996).
10) 이진원, ｢악학궤범소재 공척보 연구｣, 한국 고 음악사의 재조명(민속원, 2007).
11) 권오성, ｢공척보의 약자보고｣, 한국음악연구 제36집(한국국악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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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전통음악은 계통에 따라 원주민 계통과 한족계통으로 볼 수 있으며, 

한족계통은 다시 남관(南管)음악과 북관(北管)음악으로 표되며 모두 공척보를 

사용한다. 이 중 남관음악은 중국의 남쪽의 음악문화의 향을, 북관음악은 중국 

북쪽의 음악문화 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북관음악은 만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악으로 도교 사원의 의식음악에 많이 활용된다. 사원에서

는 사원 안에 있는 신을 위한 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를 열 때 음악

을 연주하는데, 이 때 연주되는 음악이 북관음악이다. 만에서는 도교가 광범위

하게 퍼져 있으며 지방마다, 마을마다 도교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관음악 

역시 넓은 지역에서 쉽게 연주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공척보를 사용하는 만의 전통음악 중 북관음악을 상으

로 공척보와 연주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관음악에서 현재 널리 공척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술적인 상으로서의 공척보는 연구 집적물이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관음악에서 사용하는 공척보의 기보체계를 익숙한 

한국의 공척보 기보체계와 비교하여 북관음악 공척보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

해 여러 악기가 합주할 때도 하나의 공척보를 보고 연주하는 북관음악의 연주전

통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척보의 실제 

활용을 북관음악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 한다. 

2. 본론

1) 중국 공척보의 역사 및 성격

만 북관음악의 공척보는 중국의 공척보가 유입된 것으로, 먼저 모체가 되는 

중국 공척보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겠다. 중국음악사전(中國音樂詞典)12)에 

12) 中國藝術硏究院音樂硏究所 編輯部 編, 中國音樂詞典(人民音樂出版社,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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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돈황)당인대곡보唐人大曲譜 비파보

<악보 2> 백석도인가곡집 악보(좌)와 별집(우)

따르면, 공척보는 돈황에서 

나온 후당명종(後唐明宗) 장

흥(長興)4년(933)에 쓴 (돈

황)당인 곡보(唐人大曲譜)
가 그 기원이며 송 (宋代)

에 공척보의 글자에서 반

(위 또는 아래)을 취한 속자

보를 거쳐 명(明), 청(淸) 시

기의 공척보가 된 것이라 

한다.

송 (宋代)의 기록으로는 

심괄(沈括)의 몽계필담(夢

溪筆談),13) 진양(陳陽)의 

악서(樂書),14) 강기(姜夔)

의 백석도인가곡집(白石道

人歌曲集),15) 장염(張炎)의 

사원(詞源),16) 진원정(陳元

靚)의 사림광기(事林廣記)17) 

등이 있다. 이 중 백석도인

가곡집만 악보이고, 몽계

필담, 악서, 사원, 사

림광기는 공척보와 관련된 

기록이다.

13) 沈括, 蒙溪筆談(臺灣商務印書館, 1968). 
14) 국립국악원 편, ｢진양악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0권(은하출판사, 1982).
15) 姜夔, 白石道人歌曲集, e-book 中國基本古籍庫. 
16) 張炎, 詞源(臺灣商務印書館, 1968). 
17)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1218, 子部)(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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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계필담은 악률 중 연악을 설명하는 부분에 공척보 관련 내용이 등장한

다.18) 당우삼 (唐虞三代)부터 송(宋)까지 포괄하는 진양(陳陽)의 악서는 권

11919)와 권13020)에 공척보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악서 권119에 등장하는 

연악반자보의 연악은 몽계필담의 연악과 같은 것이다. 더불어 악서 권130

의 문자 나열 순서(五․凡․工․尺․上․一․四․六․勾․合)는 세조악보의 

것21)과 동일하다. 

백석도인가곡집은 강기가 지은 가곡악보로 모두 4권 구성이며, 1권의 별집

이 있다. 가곡악보는 공척보와 유사한 문자가 사용되고, 별집에 그 문자들의 명

칭인 ‘방(旁)’22)이 등장하여 방보라 한다.

그러나 당(唐)․송(宋)․원(元) 의 이러한 기보법은 공척보와 유사하기 때문

에 공척보의 전신으로 여기는 것이며, 공척보라는 명칭과 현재와 같은 체제는 

명明 에 이르러 자리 잡게 되었다. 만 역시 명 의 한족이 거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공척보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중국 전통기보법이 그러하듯, 공척보는 실제 음악을 온전히 담는 것

을 지향하는 기보법이 아니다. 음악의 모든 것을 악보에 기록하기 보다는 실제 

음악의 골격이 되는 음만 악보에 기록하고, 실제 연주는 골격이 되는 음을 바탕

으로 다양한 선율들을 연주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채운다. 이러한 악보 기보

의 특성을 선행연구23)에서는 골보육강(骨譜肉腔) 또는 보간강번(普簡腔繁) 등

18) “12률은 청궁(淸宮)을 아울러 16성이 있어야 마땅하다. 지금 연악은 15성에 그친다. 개 금악(今樂)은 

고악(古樂)보다 2률 안 되게 높아서 정황종(正黃鍾)이 없고 다만 합合으로 려가 마땅하다. 오히려 높

이의 차이는 와 태주 사이가 마땅하다. 하사(下四)는 태주에 가깝고, 고사(高四)는 협종에 가깝고, 하
일(下一)은 고선에 가깝고, 고일(高一)은 중려에 가깝고, 상(上)은 유빈에 가깝고, 구(勾)는 임종에 가깝

고, 척(尺)은 이칙에 가깝고 공(工)은 남려에 가깝고, 고공(高工)은 무역에 가깝고, 육(六)은 응종에 가깝

고, 하범(下凡)은 청황종이다. 고범(高凡)은 청 려이다. 하오(下五)는 청태주이고 고오(高五)는 청협종

이다.”[蒙溪筆談 樂律 二 중].
19) “황제가 반포한 소악집 중 정성번역자보가 있다. 또한 균용반 부두 임수징과 교방 정부두․화일신․하

원선 등에게 당 이래의 연악(燕樂)반자보(半字譜)를 써 넣으라 명했다. 한 음씩 구현금보로 태악의 자보

와 당 이래의 반자보에 맞춰보니 모두 청성이 있었다.”[악서 권119 중].
20) “지금 교방에서 쓰는 앞 7공과 뒤 2공은 五凡工尺上一四六勾合의 10자로 그 소리를 기록한다.”[악서 

권130 피리항목 중].
21) “俗樂以五凡工尺上一四六勾合十字爲譜”[세조혜장 왕실록 권48 서문 중].
22) “製諸曲皆註節拍於旁(곡을 만드는데 모두 방旁에 박을 맞추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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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로 설명한 바 있다. 골보육강은 악보는 뼈 만 추린 것이고, 연주자의 

실제 연주 가락은 그 위에 붙는 살이라는 의미이다. 보간강번 역시 비슷한 의미

로 악보는 간략히 기보하고 가락은 번다하게 즉, 화려하고 다채롭게 연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승방식에 해 같은 의미로 오효평은 구전심수(口傳心授), 심령신회

(心領神會)24)라 표현한 바 있으며 공척보 역시 이와 같은 시 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척보가 기보법이기 때문에 기록의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연주자의 즉흥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주는 부분적으로 구전

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다

시 그 연주전통을 이어 연주하기 어렵다. 공척보가 지니는 이러한 문화적 전승

방식은 현재까지 공척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북관음악의 연주 실제와 공척보

의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2) 북관음악과 한국의 공척보에 나타난 기보체계 비교

(1) 북관음악과 한국의 공척보 문자체계 비교

북관음악 공척보에서 음고(音高) 나타내는 문자는 합(合: hoo) 사(士: su) 일

(一: yi) 상(上: syang) 체(ㄨ: tshe)25) 공(工: gong) 범(凡: huan) 육(六: liu) 

오(五: wu) 을(乙: yi) 상(仩: hoo) 척(亻ㄨ: su) 공 (亻工: gong) 으로 모두 13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공척보에 쓰이는 각각의 문자는 약속된 계이름을 의미한다. 북

관음악 공척보는 이동도법으로 볼 수 있는데 각 문자와 계이름을 연결하면 다음

과 같다. 합(合)은 솔(Sol), 사(士)는 라(la), 일(一)은 시(si), 상(上)은 도(do )́, 

체(ㄨ)는 레(re )́, 공(工)은 미(mi )́, 범(凡)은 파(fa )́, 육(六)은 솔(sol )́, 오

23) 왕야오화, ｢복건남음 공척보로 살펴본 중국 전통음악 기보의 특징｣, 국악원논문집 제24집(국립국악

원, 2012).
24) 吴晓萍, ｢中国工尺谱的文化内涵｣, 中国音乐学 第1期(中国艺术研究院, 2004).
25)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 중 㐅(오)와 비슷한 형태이나 다른 글자이다. 만에서 사용하는 글자이기 때문

에 만의 발음을 기준으로 [tshe] 즉, ‘체’라고 쓰겠다.



만
북관
음악

문자 合 士 乙 上 ㄨ 工 凡 六 五 乙 仩 亻ㄨ 亻工

발음 Ho Su i siang tshe gon huan liu u i sisng tse gon

계명 sol la si do´ re´ mi´ fa´ sol´ la´ si´ do´́ re´´ mi´´

한국
문자 合 四 一 上 勾 尺 凡 工 六 五

율명 黃 大太 夾姑 仲 蕤 林 夷南 無應 潢 汏汰浹

<표 1> 북관음악 공척보와 한국 공척보 문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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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는 라(la )́, 을(乙)은 시(si )́, 상(仩)은 도(do´ )́, 척(亻ㄨ)은 레(re´ )́, 공 (亻

工)은 미(mi´ )́를 나타낸다. 공척보의 문자는 솔(sol)부터 두 옥타브 위 미

(mi´ )́까지로 두 옥타브에 가까운 음역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의 공척보는 기록에 따르면, 합(合) 사(四) 을(乙) 상(上) 구(勾) 척(尺) 공

(工) 범(凡) 육(六) 오(五)로 모두 10종의 문자를 공척보 기보 문자로 사용하

다. 10개의 문자는 12율4청성을 나타내는데 합(合)은 황(黃), 사(四)는 (大)․

태(太), 일(一)은 협(夾)․고(姑), 상(上)은 중(仲), 구(勾)는 유(蕤), 척(尺)은 임

(林), 범(凡)은 이(夷)․남(南), 공(工)은 무(無)․응(應), 육(六)은 청황(潢), 오

(五)는 청 (汏)․청태(汰)․청협(浹)을 나타낸다. 이처럼 공척보 문자 10개로 

16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척보 문자 하나에 많게는 3개의 율이 해당하게 된다. 

공척보가 나타내는 음역은 도(do)부터 한옥타브 위 레(re’)까지로 한옥타브 조금 

넘는 정도이다.

아래 <표 1>은 북관음악과 한국의 공척보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순서 로 단

순 나열한 것이다. 북관음악 공척보에 쓰이는 문자의 부분이 한국의 공척보에

서도 그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북관음악 공척보에 쓰이는 문자의 

종류는 13종인데 비해 한국 공척보에 쓰이는 문자의 종류는 10종으로 북관음악 

공척보에 쓰이는 문자의 종류가 더 많다.

이처럼 북관음악과 한국의 공척보에 쓰이는 문자는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척보에 사용되는 문자의 총 개수가 다르다. 북관음악 공척보는 13종, 

한국 공척보는 10종의 문자를 쓰기 때문에 북관음악 공척보에 사용되는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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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다. 특히 북관음악은 공척보 문자끼리 옥타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한

국 공척보에 사용하는 문자보다 더 많은 문자가 등장한다. 북관음악의 공척보 

문자는 사람인 변(亻)으로 옥타브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上)의 한옥타브 위 

음을 상(仩)으로 나타내고, 체(ㄨ)의 한옥타브 위 음을 체(亻ㄨ)로 나타내고, 공

(工)의 한옥타브 위 음을 공(亻工)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공(工)과 범(凡)의 순서가 다르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공(工)은 범(凡)보

다 상 적으로 낮은 음을 나타내는 반면, 한국 공척보의 공(工)은 범(凡)보다 상

적으로 높은 음을 나타낸다.

셋째, 한국의 공척보는 사(四)․일(一)․척(尺)을 쓰는 신 북관음악의 공척

보는 각각 사(士)․을(乙)․체(ㄨ)를 쓴다. 한자 및 한국의 발음으로 보면 한국 

공척보의 사(四)․일(一)․척(尺)과 북관음악 공척보의 사(士)․을(乙)․체(ㄨ)

가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만 발음을 비교하면 매우 유사하다. 

만발음으로 사(四)는 [sì]로 발음하고 사(士)는 [shì]로 발음하여 양자가 유사하

다. 일(一)은 [yī] 로 발음하고 을(乙)은 [yǐ]로 발음하여 성조 차이만 보일 뿐이

다. 또한, 척(尺)은 [che]로 발음하고 체(ㄨ)은 [tshe]로 발음하여 양자가 유사하

다. 특히 북관음악 공척보는 과거에 사(四)와 사(士)를 혼용하 고, 일(一)과 을

(乙) 역시 혼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음악의 향유층이 민간으로 넓어지며 현재

와 같이 사(士)와 을(乙)로 정착되었다. 

넷째, 한국 공척보에만 공척보 문자 구(勾)가 등장한다. 악학궤범 권1의 12

율배속호를 보면 구(勾)는 12율 중에 유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의 

악기도설 중 당비파, 당적, 당피리, 퉁소 산형에 쓰인 공척보 문자의 용례를 보

면 구(勾)는 상(上)과 함께 병용되고 있어 다른 문자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북관음악은 이동도법체제를 사용한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문자는 계

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척보의 문자가 절 음고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아래 

<악보 1>은 북관음악 공척보와 한국 공척보의 음계를 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음계는 개 제일 첫 줄에 그린 것과 같은 다장조로 표기되

어 있다. 편의상 북관음악 공척보는 다장조 스케일로 그리지만 특히 쇄납2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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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스케일을 많이 사용한다. 마장조로 그려진 두 

번째 줄의 스케일은 상(上)이 중심이 되는 상관조(上管調)로 쇄납을 연주할 때 

기본이 되는 조이다. 내림가장조로 그려진 세 번째 줄의 스케일은 사(士)가 중심

이 되는 사관조(士管調)로 상관조보다 높기 때문에 악조의 변화를 주거나 흥겹

고 기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 외에도 공(工)이 중심이 되는 공관

조(工管調) 등이 있다. 

이처럼 다장조 상(上)의 절 음고는 c, 상관조(上管調) 상(上)의 절 음고는 

f, 사관조(士管調) 상(上)의 절 음고는 e로 각기 다르다. 이처럼 북관음악은 이

동도법을 사용한다. 반면, 제일 아래의 한국 공척보 음계를 보면 공척보의 문자

는 각 율명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사용된 공척보는 율명과 함께 병기되었고 율

명이 절  음고27)를 나타내고 있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26) 주로 고취(鼓吹)라 부르는 행진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쇄납은 한국의 태평소와 동일한 구조로 북관음

악을 표하는 관악기이다. 
27) 황종(黃鍾)의 절  음고를 연구자에 따라 e♭ 또는 C 로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절  음고와 무관

하게 한국의 공척보를 이동도법체제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북관음악과의 차이로 거론하 다.



명칭 판(板) 판후(板後) 요(撩) 요후(撩後)

부호 。 ﹂ 또는 √ 、 ﹂ 또는 △

내용 마디의 첫 박 앞 마디의 박이 이어지는 판(板) 마디의 첫 박 이후의 박
앞 박(판 또는 요)이 

이어지는 요(撩)

<표 2> 북관음악 공척보의 박 부호표

대만 북관음악의 공척보   229

문자 박 곡목

<악보 4> 풍입송 공척보

(2) 북관음악 공척보의 박(拍)

한국의 공척보는 박에 한 언급이나 부호가 없이 음고를 나타내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반면, 북관음악의 공척보는 음고를 나타내는 문자와 더불어 박과 강약

을 표시하는 기호를 함께 사용한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박은 판(板)과 요(撩)로 표시한다. 판(板)의 부호는 ‘。’ 

이며, 한 마디의 첫 박을 말한다. 요(撩)의 부호는 ‘、’ 이며, 매 마디 첫 박 이후

의 박을 말한다. 판(板)과 요(撩) 외에 판후(板撩)와 요후(撩後)라는 것이 있는데 

판후(板撩)는 판과 관계있는 것이고, 요후(撩後)는 요와 관계있는 것이다. 판후

(板撩)의 부호는 ‘ ﹂ ’ 또는 ‘ √ ’ 이며, 마디의 첫 박인 판(板) 앞의 박이 판(板)

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요후(撩後)의 부호는 ‘ ﹂ ’ 또는 ‘ △ ’ 이며, 요(撩) 

앞의 박이 요(撩)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관음악 공척보에서 박을 기보하

는데 사용되는 부호 및 내용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북관음악 공척보에서 쓰이는 박 부호표인 판, 판후, 요, 

요후를 한 마디가 4분음표 2개로 이루어지는 2/4박자에 

적용해서 설명해보겠다. 판료(板撩)의 개념을 적용하면, 

각 마디는 2박이기 때문에 첫박인 판(板)과 둘째박인 요

(撩)의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3/4박자의 경우, 첫박인 판

(板)과 둘째박인 요(撩) 셋째박인 요(撩)로 이루어지는 것

이다. 판후(板撩)는 한 마디의 첫박인 판(板)이 첫박에 시

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마디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마

디의 첫박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요후는 요(撩) 앞에 

음이 요(撩)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2/4박자의 당김음



마디1 마디2 마디3 마디4 마디5 마디6

。 、 。 、 。 ﹂ 。 ﹂ 、 。 、

판 요 판 요 판 요후 판 판후 요 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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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예로 들면, 요(撩)에 해당하는 박이 마디 첫박인 판(板)에 이어진 

형태인 것인데 이를 요후(撩後)라 하는 것이다. 

실제 악보를 통해 판, 판후, 요, 요후의 해석을 보겠다. 오른쪽 <악보 4>은 

풍입송(風入松)이라는 악곡의 가장 앞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풍입송은 쇄납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입문곡으로 행진할 때, 사원에서 의식이 치러질 때, 

극 음악의 서곡 등 쓰임이 매우 다양한 악곡이다. 풍입송 공척보의 구성은 오른

쪽부터 곡목, 박을 나타내는 기호, 음높이를 나타내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공

척보의 판, 판후, 요, 요후를 리듬보로 역보하면 다음 <악보 5>와 같다.

판(板)과 요(撩)는 각 마디에서 첫박과 나머지 박을 세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요후(撩後)와 판후(板撩)의 예는 각각 마디3과 마디4, 5에서 

찾을 수 있다. 마디3을 보면 당김음의 형태로 판(板)의 반박이 요(撩)에 이어지

고 있으며, 이를 요후(撩後)라 하는 것이다. 마디4의 마지막 한 박이 마디5 첫박

인 판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판후(板撩)라 하는 것이다.

3) 북관음악 공척보와 연주 실제

(1) 악기에 따른 공척보의 해석

공척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간강번, 골보육강의 특징을 지닌다. 즉, 공척보

는 뼈 를 기록할 뿐 살에 해당하는 실제 연주는 연주자의 기량, 학습배경, 악기

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주할 때 마다 달라지는 즉흥성을 

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방법의 규칙을 찾거나 유형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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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쇄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악기별 주법에 따라 나타나는 연주관행을 소

개하고자 한다. 공척보에 기보된 뼈 가 되는 골음 이외에 더 연주하는 음이나 

선율이 악기 연주법으로 인해 어떻게 등장하는지 쇄납, 제현, 화호, 삼현, 양금을 

상으로 살펴보겠다.

① 쇄납(嗩吶)

쇄납은 한국의 태평소와 유사한 구조를 지

닌 관악기이다. 한국에서 태평소가 취타에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쇄납은 북관음악의 

고취(鼓吹)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만 

전역에 산재하는 도교사원의 의식음악이나 장

례식, 결혼식 등과 같은 축제 성격의 행사 때 

많이 연주된다. 쇄납을 제외한 부분의 북관

악기들이 합주로 연주되는 반면, 쇄납의 경우 

다른 현악기와 연주하기 보다는 타악기와 연

주할 때가 많다.

쇄납의 구조는 <사진 1>28)에서 보이듯이 

지공이 모두 8개이며 앞 7개, 뒤1개의 형태로 

태평소와 동일하다. 쇄납은 우리나라의 4관청, 

5관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청이 존재하며 한 

곡을 연주할 때 청을 다양하게 바꾸며 연주하

기도 한다. 표적인 것이 지공을 다 막았을 때 상(上) 소리가 나는 상관조이다. 

쇄납의 연주는 보통 5음음계를 사용하지만 보다 풍부한 연주를 위해 5음 이외의 

2음을 더 넣기도 한다. 상관조로 예를 들어보면, 상관조의 5음은 도-레-미-솔-

라로 여기에 해당하는 공척보 문자는 상(上), 체(ㄨ), 공(工) 육(六), 오(五), 상

28) https://blog.xuite.net(검색어: 嗩吶,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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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仩)이다. 공척보에 기보되는 골음 역시 5음음계가 바탕이 된다. 그러나 실제 연

주에서는 골음의 사이 사이에 골음의 장2도, 단3도, 완전5도 간격의 음을 넣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凡)과 을(乙)이 출현하게 된다.

쇄납으로 연주하는 곡의 공척보에서는 공척보의 골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박

을 나타내는 판료 외에 등장하는 부호 몇 가지 있다. ‘吖’ ‘丫’ ‘’ 가 그것이다. 

‘丫’와 ‘吖’는 같은 의미로 쇄납의 지공을 모두 막아서 내는 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음계의 가장 최저음을 의미한다. 상관조를 예로 들면 모든 지공을 막은 소리

가 상(上)이기 때문에 상관조의 악곡에서 ‘吖’ 또는 ‘丫’ 표시는 상(上)을 의미하

게 되는 것이다. ‘’은 괘롱(掛弄)이라 부르는데, 이 부호가 붙여진 골음으로 짧

은 선율을 만들어 반복하라는 의미이다. 연주자의 즉흥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량을 돋보이게 연주할 수 있으며, 개 짧은 선율을 3번 이상 반복한 후 다음

으로 넘어간다. 아래 <악보 6>은 쇄납으로 연주하는 가장 중적이고 기초적인 

악곡인 풍입송의 공척보를 오선보로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 공척보를 보고 실제 

연주하는 쇄납의 연주도 함께 비교하 다.

우선 공척보에 등장하는 부호의 용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부호 

工丫․六吖는 mi-sol 의 선율이 아닌, mi-do-sol-do 의 선율로 연주한다. 이것

은 丫․吖를 각각 do로 해석한 것이다. 여섯 번째 마디는 골음인 공(工)에 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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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제현

() 부호가 붙어있는데 mi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mi-do’-la-sol이라는 짧은 

선율선으로 발전되어 몇 차례 반복하게 된다. 그밖에 골음 뒤에 음이 추가되는 

예도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마디의 상(仩)은 do’가 아닌 do’-re’로 연주하여 

re’가 추가된 모습을 보여준다.

② 제현(提弦 또는 椰胡: 제현 또는 야호)

제현은 해금과 유사한 형태의 찰현악기이다. 궁(弓)이라 부르는 활로 연주하

며 2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 제현은 주로 화현, 삼현, 양금, 타악기 등과 함께 

반주 또는 합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현은 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제현과 같은 음색을 지닌 화호는 야호의 선율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되며 야호

의 선율보다 화려하거나 높게 연주하지 않고 야호를 돋보이도록 돕는다.

제현의 두 줄은 5도 간격으로 조율하는데, 두 음은 계이름으로는 솔－레’ 즉, 

합(合)－체(ㄨ)이다. 제현은 합주시 중심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

는 화려한 선율을 주로 연주한다. 특징적인 주법은 활 를 빠르게 움직여 연주

하는 것으로 서양음악 용어로 말하면 트릴에 해당한다. 제현으로 공척보를 연주

할 때 트릴과 같은 주법 외에 골음 사이에 음을 2개 으로 나타나는 실제 연주 

시 공척보에 기보된 골음을 중심으로 장2도, 단3도, 완전5도 간격의 음을 골음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공척보의 골음을 한옥타브 높여

서 연주하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는

데, 이는 악기의 음역적인 제약 또

는 다른 악기와 합주 시 돋보이기 

위함이다. <악보 7>은 주로 합주 

편성으로 연주하는 개문(大開門)

의 공척보 일부와 공척보를 보고 

실제 연주하는 제현을 오선보로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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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화현

<악보 7>의 첫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공척보의 골음이 체(ㄨ)육(六)체(ㄨ)공

(工)이다. 골음 로 연주하게 되면 re´-sol´-re´-mi´이지만 실제 제현은 

re´-mi´-sol´-re´-do´-re´-mi´로 연주하여 골음과 골음 사이에 장2도, 

단3도 간격의 음을 더 추가한다.

옥타브를 바꾸는 용례는 두 번째 마디에 나타난다. 공척보의 골음이 합(合)인 

것에 비해 제현의 연주 선율은 그 보다 한옥타브 높은 선율선으로 진행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제현의 조율은 두 줄을 합(合)－체(ㄨ)로 맞추기 때문에 합(合)보

다 아래의 음은 낼 수 없다. 실제 연주에서 골음인 합(合)의 위 또는 아래로 음을 

추가해서 연주하게 되는데, 합(合)으로 연주하게 되면 그 아래로는 음을 추가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주에서는 한옥타브 올려서 육(六)이 골

음인 것처럼 연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체적으로 쇄납에 비해 비교적 골음 사이에 음이 많이 추가되며 그로 

인해 리듬이 잘게 나누어지는 선율

형을 보여준다.

③ 화현(和弦)

화현은 제현과 유사한 악기로 궁

(弓)으로 부르는 활로 연주하는 찰현

악기이다. 제현과 마찬가지로 2개의 

현을 지닌 악기인데, 제현보다 울림

통이 크기 때문에 음역 가 낮다. 화

현의 음색은 제현과 유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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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현의 연주는 비교적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화현의 두 줄은 야호보다 5도 낮은 5도 간격으로 조율하는데 계이름으로는 

도-솔 즉, 상(上)－합(合)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上)은 기본음역보다 한

옥타브 낮은 상을 의미한다. 화현은 베이스의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공척보의 골

음과 비교했을 때 골음만큼 단순하거나 골음을 덜어서 연주한다. <악보 8> 역시 

제현의 예와 마찬가지로 개문(大開門)의 공척보 일부와 이를 보고 실제 연주

하는 화현을 오선보로 나타낸 것이다.

<악보 8>을 보면 공척보의 골음보다 화현의 선율이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세 번째 마디를 보면 실제 연주는 골음 보다 더 적은 음을 연주하

고 있다. 두 번째 마디의 경우 공척보의 골음이 합(合)으로 sol 인 것에 비해 화

호는 sol´-do´로 연주하고 있어 do´가 추가된 형태이다. 그러나 제현의 연주 

때 골음 사이에 음이 추가된 것에 비해 그 빈도가 매우 적다. 찰현악기인 화현은 

기준이 되는 골음의 장2도 위음으로 꾸며서 연주하는 주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서양음악의 트릴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 마디를 예로 들면 공척보의 골

음은 체(ㄨ)육(六)체(ㄨ)공(工) 인데 비해 화현은 체(ㄨ)체(ㄨ)공(工)으로 공척보 

보다 단순하다. 그러나 체(ㄨ)에 해당하는 re´에 트릴과 같은 주법이 사용되면

서 실제 선율은 골음보다 화려하게 들리게 된다.

④ 삼현(三弦)

삼현은 일본의 샤미센과 유사한 형태의 악기이다. 삼현은 말 그 로 3개의 줄

로 되어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줄을 쳐서 소리 내는 타현악기29)이다. 북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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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서는 현재 삼현을 연주하는 도구로서 기타를 연주할 때 쓰는 피크(pick)를 

사용한다. 세 줄의 조율은 re-sol-re´로 체(ㄨ)-합(合)-체(ㄨ)에 해당한다. 이 

중 위의 두 줄은 제현의 sol-re´와 동일하게 조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삼현은 

악기의 특성상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으나 공척보로 나타낼 수 있는 음역이 

두 옥타브 남짓이기 때문에 주로 두 옥타브 내에서 연주한다. 타현악기이기 때

문에 동일한 골음을 한 박 안에 여러 번 연주하여 선율선을 꾸며주는 형태가 

자주 등장한다. <악보 9> 역시 제현, 화현의 예와 마찬가지로 개문(大開門)의 

공척보 일부와 이를 보고 실제 연주하는 삼현을 오선보로 나타낸 것이다.

<악보 9>를 보면 공척보의 골음에 비해 삼현연주에 사이음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음이 추가되는 형태가 앞서 살펴본 제현과는 다르게 나타

난다. 제현의 경우 추가되는 음이 장2도 또는 단3도 간격의 것이 주를 이루고 

완전5도 또는 옥타브 간격의 것은 빈도가 낮았다. 이에 비해 삼현은 추가되는 

음의 간격이 완전5도 또는 옥타브 간격인 것의 빈도가 높다. 이것은 옥타브를 

쉽게 연주할 수 있는 타현악기의 특성도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삼

현에는 골음에 비해 삼현의 줄을 피크로 빠르게 치면서 같은 음을 반복하는 주

법이 사용된다. 이것은 서양음악의 트레몰로와 같은 것으로 선율을 화려하게 

만들어 준다.

29) 만에서는 탄발악기(彈撥樂器)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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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금(揚琴)

북관음악의 양금은 한국의 양금과 그 제도가 동일하다. 양국 모두 중국을 통

해 유입되었으나 중국은 현재 개량 양금을 널리 사용하는 반면 북관음악과 한국

의 양금은 유입될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한손으로 연주하

지만 북관음악의 양금은 양손으로 연주하는 점이 다르다. 양금은 철로 된 줄을 

채로 쳐서 소리 내는 타현악기이며 앞에 거론한 악기들보다도 더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삼현과 유사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나 양금은 양손에 

채를 들고 연주하기 때문에 삼현보다 더 화려하게 연주한다. 양금 역시 타현악

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음을 여러 번 소리 내는 주법이 나타난다. <악보 10>은 

제현, 화현, 삼현의 예와 마찬가지로 개문(大開門)의 공척보 일부와 이를 보고 

실제 연주하는 양금을 오선보로 나타낸 것이다.

공척보의 골음과 양금의 연주 선율을 비교하면 양금 역시 골음 사이에 추가

되는 음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0>의 두 번째 마디를 보면 골

음은 합(合) 한 음을 연주하는 것에 비해 실제 연주는 옥타브로 도약하거나 2

도, 3도 간격의 사이음을 짧은 시가로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타현악기인 삼현과 비교하더라도 양금 연주에서 짧은 시가의 사이음이 더욱 많

이 등장한다.

이상으로 연주 악기에 따른 북관음악 공척보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북관음악 

공척보는 뼈 를 이루는 골음만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즉,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연주가 달라진다. 공척보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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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악기에 

따라 공척보를 해석하는 관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척보의 특정부호를 실제 연주시 음(音) 또는 선율로 연주한다. 이 경

우는 쇄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부호는 丫․吖․ 이 사용된다. 丫․吖 는 쇄

납의 지공을 모두 막았을 때 나는 음으로 연주하고,  은 이 부호 앞에 붙은 

골음을 중심으로 짧은 선율선을 3~4회 반복 연주한다.

둘째, 개별 악기는 각각의 특징적인 주법을 사용한다. 찰현악기인 제현과 화

현은 서양음악의 트릴에 해당하는 주법을 활용하고, 타현악기인 삼현과 양금은 

서양음악의 트레몰로에 해당하는 주법을 활용한다.

셋째, 사이음을 추가한다. 골음과 골음 사이에 음을 추가하는 것은 쇄납, 제현, 

화현, 삼현, 양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골음의 장2도, 단3도, 완전

5도 위 또는 아래의 음이 추가되는 예가 많았다. 제현과 삼현, 양금은 사이음의 

출현이 매우 빈번하고 특히 양금은 악기의 음역이 넓고 양손으로 연주하기 때문

에 다른 악기에 비해 사이음을 많이 넣어 연주한다. 사이음을 넣게 되면 테크닉

적으로 박을 잘게 쪼개어 연주해야하기 때문에 한음을 여러 음으로 분할해서 연

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연주되는 각 음의 시가가 짧아지게 되어 본래 있던 골

음의 선율선보다 화려해지게 되는 것이다. 공척보는 5음음계로 기보되어 있으나 

실제 연주는 사이음으로 인해 더 많은 음이 출현하게 된다.

(2) 공척보와 실제 악곡 연주 비교

북관음악 공척보가 실제 연주에서 사용될 때 보이는 특이점을 꼽으면, 합주할 

때 악기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척보를 쓴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북관음악에서 

현재 연주되는 합주곡을 예로 들어 하나의 공척보를 여러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북관음악의 종류를 나누어보면 크게 쇄납(嗩吶) 위주의 패자(牌子),30) 소규모 

30) 패자(牌子)는 일종의 드럼형 타악기와 관악기가 합주하는 형태의 음악이다. 취주악기인 쇄납의 선율에 

북, 징과 방울이 합주한다. 이 중 쇄납(嗩吶)은 패자음악 중 유일한 선율 악기이고, 꿰뚫는 듯한 음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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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골음 판요 가사 골음 판요 제목

<악보 11> 세곡(細曲) 중 석류화(石柳花)

관현악곡인 세곡(細曲),31) 극 위주의 희곡(戱曲)3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

럼 다양한 장르 중 하나인 세곡(細曲)은 노래와 소규모 관현반주 노래반주로 이

루어진 편성이다. 세곡은 노래하는 사람이 타악기인 판(板)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고 제현, 화현, 삼현, 양금 등의 악기로 노래를 반주한다. 하지만 반

주악기의 편성이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현, 화현, 삼현, 양금 외에도 

적자(笛子), 고금(古箏) 등의 악기 역

시 함께 반주 할 수 있다.

옆의 <악보 11>은 현재 만에서 

널리 연주하는 세곡 중 하나인 석류

화 공척보의 일부이다. 석류화 공척보

의 구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형태이다. 공척보가 담고 

있는 정보를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

로 살펴보면 곡의 제목 박을 나타

내는 기호인 판요, 음 높이를 나타내

는 문자인 골음, 노랫말이 실려 있다. 

이 하나의 석류화 악보로 노래, 제현, 

화현, 삼현, 양금 등의 악기가 다 같이 

맑고 다양한 음색을 가져 야외와 축제분위기에 적합하다. 드럼형 악기 중 소고(小鼓)와 방자(叩子)와 

통고(通鼓)는 삼위일체의 절묘한 조합이다. 소고(小鼓)의 꿰뚫는 듯한 음색에 방자(叩子)를 더하면 합주

의 지휘자가 되며 통고(通鼓)는 풍부한 음색과 기교로 소고의 리듬을 장식한다[呂錘寬, 台灣傳統音樂

概論․器樂篇(五南出版社, 2007)].
31) 희곡(戱曲)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극위주의 장르이다. 북관희곡은 분선희(扮仙戲)와 고로희(古路

戲)․신로희(新路戲)가 있다. 분선희(扮仙戲)는 정극이 시작하기 전 축복하기 위한 의식극이고, 고로희

와 신로희는 만에 전해진 시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먼저 들어온 것이 고로희, 나중에 들어온 것이 

신로희에 해당한다[呂錘寬, 台灣傳統音樂概論․歌樂篇(五南出版社, 2005)].
32) 세곡(細曲)의 세(細)는 세 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연의 기교와 줄거리 구성의 세 함을 의미한다. 

세곡은 관현악기의 반주에 독창하는 형식으로, 노래가 공연을 이끈다. 특히 세곡 중 소패류(小牌類) 곡
조는 명․청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 의 속요에서부터 발전한 것으로 본다[呂錘寬, 台灣傳統音樂

概論․歌樂篇(五南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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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악보 11>의 석류화 공척보를 보고 제현, 화현, 삼현, 양금이 실제 연주하게 

되는 선율을 오선보로 역보한 것이 다음 <악보 12>이다.

오선에 나타난 공척보의 골음과 각 악기의 실제 연주를 한 마디에 등장하는 

출현음의 수로 비교하면 가장 적은 것이 화현이다. 공척보의 골음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음이 출현하는 것이 제현이고, 삼현과 양금이 가장 많은 음이 출현

한다. 이를 출현음이 적은 순서 로 나열해보면 화현<골음<제현<삼현․양금 이 

되겠다.

노래하는 사람이 공연을 이끄는 세곡은 물론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만 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는 제현이다. 노래하는 사람이 

일정 음높이를 제시해주면, 제현이 합(合)-체(ㄨ)로 조율하고 이것에 맞추어 나

머지 악기들도 조율을 한다. 또한 제현의 연주를 기준으로 나머지 악기들의 표

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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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화현은 제현과 같은 찰현악기지만 기준음이 낮아서 베이스처럼 제

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척보에 있는 

골음을 그 로 연주하거나 더 단순하게 연주하여 제현의 선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찰현악기와 다른 악기군에 속하는 삼현과 양금은 제현과 동일하게 연주

하더라도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제현의 선율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타현악기들

은 지속음을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음을 여러 번 치는 주법을 주로 사용

하는데 이러한 타현악기의 특색은 찰현악기와 같은 선율을 연주하더라도 고유

의 음색 때문에 다채롭게 들린다. 또한 타현악기인 삼현과 양금은 지속음을 연

주하지 못하지만 찰현악기인 제현이나 화현보다 음역이 넓기 때문에 사용하는 

음폭이 넓고 짧은 시가의 사이음을 연주함으로써 찰현악기군보다 화려한 선율

을 연주한다.

이처럼 석류화의 공척보를 보면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각 악기의 역할 때문

에 실제 연주는 빈틈없는 음의 나열로 들리게 된다.

3. 결론

이상으로 현재 만 북관음악에서 사용하는 공척보의 체제와 공척보의 해석

을 살펴보았다. 북관음악 공척보의 기보체제는 음고를 나타내는 13종의 문자와 

박의 표시를 나타내는 판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공척보는 10종의 문자

로 음고를 나타내고 박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북관음악의 공척보에 비해 소략하

다.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사용 여부로 북관음악에서는 공척보를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공척보는 비록 기보법이기는 하지만 보간강번(普簡腔繁)의 특징으로 인해 해

석을 통한 실제 연주는 공척보 선율과 다르다. 공척보에 기보된 음은 악기 주법, 

연주자의 학습배경, 역량,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표현의 자율성으로 인해 공척보의 해석은 연주할 때 마다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다. 공척보에 기보된 문자를 뼈가 골음이라 하고 실제 연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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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표현한 골보육강(骨譜肉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북관음악 공척보가 가변성을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북관음악 공척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악기에 따른 실제 연주를 살펴본 결과 살을 붙이는 몇 가지 관행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악기 특유의 주법을 사용을 꼽을 수 있다. 찰현악기에 해

당하는 제현, 화현은 트릴과 같은 연주법을 사용하고 타현악기에 해당하는 삼현, 

양금은 트레몰로와 같은 연주법을 사용하여 선율을 다채롭게 만든다. 다음으로 

골음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이때 골음의 높이는 옥타브 간격으로 한옥타브 높거

나 낮게 연주한다. 이는 악기의 연주 음역에 제약이 있거나 선율을 보다 화려하

게 만들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골음 사이에 사이음을 넣는 방법이다.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골음의 앞․뒤로 장2도, 단3도, 완전5도, 옥타브 간격의 음을 

활용하여 선율을 꾸민다. 쇄납의 경우 특정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 아

무런 표시가 없어도 사이음을 넣어준다. 이 때문에 공척보에 기보된 골음으로 

보면 5음음계이지만 실제 연주는 더 많은 음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해석의 가변성을 바탕으로 북관음악에서는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도 하

나의 공척보를 사용한다. 세곡 중 석류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현, 화현, 삼현, 

양금이 모두 하나의 공척보를 보고 연주하더라도 각각의 선율선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현이 가장 단순한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는 공척보

의 골음보다 소략할 때도 있으나 트릴과 같은 연주기법으로 선율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제현은 공척보의 골음 사이에 비교적 간격이 좁은 음들을 추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삼현과 양금은 타현악기로 트레몰로와 같은 연주법을 사용하는 한

편, 옥타브를 연주하기 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현에 비해 골음과 간격이 넓은 

음들을 추가하는 빈도가 높다. 각 악기의 역할 때문에 실제 공척보는 굉장히 단

조로운 선율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주는 음의 나열로 빈틈없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공척보가 지닌 해석의 가변성은 공척보가 비록 기보법일지라도 연주전통이 

끊기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재 북관음악에 사용되는 공척보를 통해 

기록과 실제 연주의 간극을 알 수 있었다. 북관음악의 공척보의 체제와 용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한국 공척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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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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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ngche notation in traditional
Taiwanese Beiguan music

Hsu, Yun-Pei․Choi, Ji-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se of Gongche notation in traditional Taiwanese Beiguan music is 

widespread in modern times. In this paper,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will be compared to more familiar Gongche notation in traditional Korean music 

to allow easier understanding of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In the 

meantime,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only functions as a blueprint, and 

the actual performance which corresponds to the final product may vary depending 

on many factors such as ability of the performer, his/her education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ment, and additionally includes an aspect of 

improvis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variability of interpretation that is inherent 

in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in terms of the performance practices that 

depend on the instruments. The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as well as 

the comparison of the records to the actual performance are to be considered as 

elementary research on Gongche notation in Beiguan music and are meaningful 

in a sense that they provide basis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Keywords】Gongche notation, Beiguan music, Taiwanese traditional music, notation

투고일자 : 2016. 10. 30. ❙ 심사기간 : 2016. 11. 11.~12. 13.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6. 12. 13.


	국문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