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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琴 (빼耶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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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成*
林

훌훌

黃

俊

淵譯

오늘날 韓國에는 古代의 民族的 鉉樂器의 하나로서 빼n 耶琴이 남아 있다.

이 樂器는 新羅

이래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연원은 漢代의 筆에 두고 있으며，

寧에서 分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古代의

으로 2p:安前期까지 使用된 것이

日本에 전해진 樂器로서 新羅琴(시라치고도)이라는

日本의 正會院에 있는데， 이것은 古遺物三張(北용

1).E..로 오늘날에도 保存되고 있다. 以下 이 樂器의

起源동에 관하여 생각한 것을

이름

2,

南짤

적어본

것이다.

오늘날 韓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빼耶琴에는 新古의 두가지 型이 있다.

古型은 正會院의

新羅琴이나 樂學휩L範 所載의 글 0) 과 그립(그렴 1) 에 거의 一致되는 것으로， 權(통)는 하나

〈그림 1) 빼椰琴(樂學執範)

*이

글은 林짧三의 「東 7νT 樂器考 J( 力1J-1’樂讀，

1973)

pp.180-187에 있음.

(1) f樂學軟範J(七)에 말하치를 「상고하건대，{bp椰琴을 만드는 法制는 오동나우로 반들고 짧節本과
부들(業尾)는 玄훌의 그것과 같다. 대게 짧짧들은 아교롤 써셔 붙이지 않는다. 후耳頭는그것을

꼬리 끝에 꽂는다. 擔線(현칭)는 출끝에 받쳐있다. 천부 十二鉉인데， 武鉉이 조금 굵고 죠短音
(鉉名)에 이룰수록 첨갱 가늘어지고 柱(안족)도 또한 갱정 낮아진다」 폈尾는 후耳形에 강아부
치는 줄이고， 擔陳는 머리부분의 臨륨을 가르킨다.

?

、

“

o
c

의 통나무를 파서 만들고， 뒷관은 없으며，

뺑의 말단에는 후耳狀의

진 점이 特色이다 하겠다. 新型응 筆과 같이 뒷판을

績留(줄 매는곳)를 가

가지고 있￡며， 古型에서

보던 것과

같은 후耳狀의 諸留는 板의 모양에서 退化하여 옛모습을 크게 잃어버린 느킴이 있다. 그러
나 쉰數는 新型이 냐 古型， 또 正會院의 遺品이 모두 12鉉드로서 , 이 것은 옛 날의 傳統을 굳

게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正홈院의 것과 古型과의 약간의 差異플 든다면，

후耳

狀의 모습과 縣績의 有無라 할 것이다. 前者(正촬院藏)의 후耳狀은 좌우의 끝이 챔의 방향
ξ) 로 휘었고， 또 뺑의 한쪽에 縣績가 붙어있는데，

이에 對하여 後者의 후耳狀은 좌우의 끝

이 構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權에는 縣絡가 없다. 이와 같은 약간의 差異을
한다연， 千年의 간격 을 가진 古代의 遺物과 今 日 의

古型과는 完全히 同型이 타고

우시

말할 수

있다.

〈그립

2>

新羅풍(正접院)

正負院의 遺物(그림 2) 은 簡을 오등나무로， 후耳頭와 林(龍角)은 단단한 나무릎 써서 만

들어 졌다. 北會의 한툴〔一張)은 金댐로써， 또다른 한툴은 金宿을 써셔 權의 全面--內部
까지--에 草花文을 그려 놓았다. (南會의 한틀은 휩陽이 심하여 續畵的 장식이 보이지 않

는다. ) 이 가운데 北會의 두틀은 天lj5.觸實 8歲 (000 A.D.) 의 「敵物帳」에 記載된 金鐵新羅琴
二張을 弘仁 14年(서기 823 년) 2 月 19 日에

出藏한’代納品으로서 同年 4 月 14 日에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雜￦出入帳」에 기록되어 있다.
新羅琴은 「和名妙」 注에

收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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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所는 未詳. 추측컨데 新훌園에서 온것인가.

12鉉이

있고，

그 이롱은 甲 Z 困丁여己훌辛王찢天地. 調에 보인다.

라고 있어서， 正씁院 遺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히 鉉數에서
韓國의 빼n耶琴도.fJm耶는 그 起源地의 명칭일뿐， 결국 新羅에서

一致될 뿐만아니라，

스스인 琴이라는 것이 분명

하으로 의심의 餘地가 없다. 따라서 이 遺빼이 收훌훌된 해의 14年 以前안 大同四年(서기 809
년)의 改制雅樂寶樂師에 의 하여 「類聚國史」에
新羅樂師二 Á. 琴홉等師也.

라고 있는데 그 중 一 A은 新羅琴의 樂師가 아닐수 없고， 또한，

다시 그로부터

百餘年 以

前에 힘l 定한 大寶(서기 701 년 "'703 년)의 「職負令」의 雅樂흉 中에
新羅樂師四 A 樂生二十人

과고 하는 글가운데에도 틀렴없이 이 樂器를 使用한 樂師와 樂生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樂器를 한국의 三國史記에 記錄된 것이나， 오늘날 불려지는 것처럼，
이라고 하지않고，

빼耶琴

日本에서는 新羅琴이라고 말하는 것은， 堅쫓覆를 百濟琴(구다과 고도)이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日本의 新羅樂에서는 主훨樂器로서 쓰였을 것이다. 그 起源、에 있어

서는 「三國史記 J( 卷 33) 에 이르기를
며n 椰琴도 또한 中國의 擊을 본떠 서 만들었다

빼椰잦좋은 寧과 制度가 조금 다르치 만， 대 개 는 같

다. 新羅古記에 말하키플 φn 椰國의 嘉實王이 康의 樂器를 보고서
諸國의 方칩이 各各 다르거늘， 어찌 聲音이 같을수 있겠는가 하고，
f 二曲을 만들게 하었다.

이것올 만을었다. 王은

이르기률

樂없l 省熱縣사랑 f 월1에 命하여

그 후 子웰]은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정 것을 알고， 樂器를 틀고서，

新羅

의 륨興王에게 投降하였고， 王은 그플 받아들여서 國 l멍에 펀히 상게 하였다.(1'略)

이 글에 의하면， 뻐耶 즉 任那의 嘉實王이 中國의 壘을모방하여 만든것이 任那가 滅亡할

때， 斯羅에 傳해졌다는 說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創造傳說도 있지만，

中國 六朝

時代의 筆(淸樂筆)과 애n 耶琴， 즉 新羅琴과의 사이에는， 構造上에 있어서 척어도 다음 두가

지와 같은 현격한 差異가 있다.
一. 新羅琴은 樞一木을 써서 權(울립통)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뒷판을

붙이지

않지만，

筆은 別途로 뒷판올 붙인다.
二. 新羅琴에는 후耳狀의 績留가 있지만， 筆에는 그러한 것이 一切 不必훨하다.

(2) I東大총없物帳」에 말하기 흘 「金鍵新羅풍-꿇挑尾효뽕木. J I옳鍵新羅琴一張挑尾효햄木 J
고고

는 것은 뼈角과 후耳狀木율 일캠는 것과 같다.

그;끄

tt尾라

냉
대
그대 신에 類似點으로서 는， 두 樂器가 共히 12鉉을 쓴다는 점 을 을 수 있다. 따라서 筆이
新羅갚부로 移行되 려 면， 鉉의 制이 외 에 는 상당한 飛짧이 있게 되 으로， 이 두 樂器를 關係지
을려면， 中間的인 우슨 樂器가 있지않 o 면 안될 것이다.

上記한 「긍國史記」가 덩|用하는 바의 「新羅古記」의 說을 어느정도 믿어준다며는， 新羅琴은
六쩨}未期에 發生했고， 中國의 같은 種類의 樂器에 比較해 보면 어느청도 새로운 것이 된다.
寧응 戰國未맺부터 알려졌는데， 처음에 五鉉에서부터 점청 그 鉉數를 더하여，

觀흡代에는

12鉉으로 고정 된 것 이 다. 그 典據는 鍵의 玩理， 쯤의 傳玄， 賣影둥의 各各의 「筆I!JitJ 에 서 ,
筆의 셨數 12 를， 혹은 四時의 法度에 , 혹은 12 月 에 비 유하여 말하고 있다. 또는 漢의 京房

이 樂律없究에 기 록한 準(琴筆종류의 악기) 이 13鉉이 라는 點에 서 --康代의 洛樂筆응 十三
鉉이다←- 이것을 筆이라고 보고， 漢代에 있어서 十三鉉筆이 있었다고

하는 說에는 나는

쉰成할 수 없다. 後鍵의 信都렸 「樂書」에 는 筆類의 짧을 13鉉이 라고 말하고， r暗書」흡樂志
에 第十三끓;이 있는캠에 의하여 六朝末의 筆에 十三鉉의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任那의 嘉寶王代라면， 中國에는 十三鉉의 筆도 多分히 發生되었었고 그것이
었을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新羅琴이 十二鉉인 것은 鉉制에

있

있어서는 觀쯤系의

十二鉉筆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鉉數의 起源은 以上의 事實을 받아틀인다고 하더 라도，

앞에 서 지 적 한것 처 럼 , 筆과의 根

本的언 形態的 相違點 두가지에 대하여는， 그 起源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것인가.
런게도， 意의 모습을 한 筆類에 있어서， 뒷판을 갖지
明確한 記錄을， 오늘날 찾을 수가 없다. 筆의

유감스

않은 것이 漢居間에 쓰였다고

種類라고 하면， 뒷판이 必須라고

하는

생각되어

지는데， 新羅琴만이， 유독 그權에 대하여는 기원이 不明이지만， 훌모양으로 변하기 以前의

古式의 筆짧의 樓가 대 나무와 關係가 있는바로서，:h竹을 세로로 半分하여 權로 삼은，

를테 면 半管形의 지 터 CHalbr하lrenzither) 13) 모양의

이

옛 경흉짧의 遺制를 新羅琴이 保傳하는 것

이나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음무로， 후耳狀의 續留도 그 由來가 未詳이다. 나는 전에， 筆類에 細項을 말하는 중에

l꿇

-좋웰짧
〈그림 3) 짧(樂書)

‘

(3) Sachs, C. , Die Musil instrumente Indiens und Indonesiens , zugleich eine Einführung in die

Instrumetenkunde, 1923, S. 102.

짧(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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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 과 이 후耳狀을 가지고 新羅琴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生起的인 관계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 일이 있다. 筆類의

頭는 奏者의 오른손펀에 있으므로，

있지나

大頭細項이

같은 奏者의 右手쪽에 있다고 한다면， 新羅琴의 후耳狀의 位置와는 正反對에 있게되지만，
一說에 짧의 細項을 손에 把持하려면， 大頭細項은 오히려 왼손펀에

올수밖에 없다고 하므

로， 新羅琴의 후耳狀의 位置와 비슷해 진다. 이와같은 點을 억지로關係지우는것은피해야
될 것 이 지 만， 여 기 에 古史籍가운데 하나 看過할 수 없는 記事가 있다. í新羅古記」의 說과는
別途로， 韓半島에는 아주 옛날부터 筆類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í鍵志」는 三韓條에， 辰

韓의 風‘ f~ 을 없述하기 를

J1. fti-에는 歌舞와 軟酒룰 즐겼다. 훌이 있는데 그 모양은 짧에 가깝고 그것을 탄다.
고 하였다 (51 辰韓은 後에 新羅가 建國한 땅에 해당한다. 대체로 「鍵志」에서 말하는， 짧에

가참다는 흉은， 漢代에 變形한 以後의

짧에 비슷한 끓의 뭇으로셔， 劉熙 (í釋名 J) 나

應짧

(í風倚通 J) 퉁의 所說과 같이， 細項大頭라는 갱도로서， 그것에 類하는 形制의 樂器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新羅琴의 후耳狀의

것이 옛날에는 더욱 큰

것일 것이며， 이것을 見聞한 사람이 짧과 비슷하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훌이 라고 부르고， 공 짧이 라고 말하는 것은 「觀志」에 「彈之」라고 하는것 처 럼 , 形態는 짧에

가깡지만 奏法은 짧과 같이 棒으로 때리지 않고， 훌과 같이 손가락으로 타기 때문이냐

아

닐까. 또 意이라고 稱하고 있는것은 多數의 鉉을 가지고 있었음을 意味하고 이미 後漢代의

筆의 影響을 받아서 十二鉉을 가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언지도 모르겠다. 要컨데， í 鍵志」
의 所說을 통하여 辰韓의 훌이 後의 新羅풍의

先題를 이 루는 特色을 이 미

갖추고 있지 나

않았을까 想像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形制의 特練點이 中國에서 起源한 것이
라고 한다면，

마치

B 本의 和琴(야마도고도)이

가지고 있는 여젓개의 돌출한

아니

裝節暴用의

絡留처럼 辰韓의 民洛趣味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正會院의 新羅琴의 尾端에 있는 후耳狀의 表隻{則面둥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문득

聯

想되 는 것 이 있다. 그 形態는 韓國近海에 도 樓息한다고 하는 揮木驚(雙훌‘驚 Sphyrna zygoera) 의 때頭와 醒似하기

때문에， 或 이것을

조각한 것이나 아닐까하는 廳說이다.

이것을

樂器의 形態的模做땐로서 說明될수 있다면 興味가 있지만， 단순한 호想에 지나지 않는지도

(4)

r 釋名」에 말하기 률 「짧以竹鼓之也J. 如筆細項」

(5) r鍵志」흘 담습한 餘他의 史짧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r後漢홉」 東횟傳에 이르기흩 「辰
韓 ... 風倚은 歌舞軟酒흘 좋아하고， 흉을 탄다J r훌홉」 辰웰傳에 말하기 툴 「그 風倚은 馬韓에 비
슷하며 ... 춤올 좋아하고， 흉을 장탄다. 훌은 짧에 近似하다. J

140 모르겠다.

「鍵志」의 辰韓의 옳에 대 한 記事內容은，
300年도 이전의 일이다.
하여，

í新羅古記」의 빼耶琴의

記事j쳐容의 時代보다도

新羅 A이 辰韓 以來의 意을 繼承하고， 이것을 新羅의

日本에 傳했던 것이 新羅琴이라면 대단히 說明하기 쉽지만

í新羅古記」에 따르면，

{加耶로부터 그것을 梁陳間에， 처음으로 新羅이1 傳했다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되지

民族樂器로

辰韓의 훌은

않았다. 그러 나 나는 辰韓의 펄과 끼01111 琴과의 사이에는 무엇인가 關係가 있

으리 라 생 각된 다.

í鍵志」에 따르면， 三韓의 一國인 까辰--井韓이 라고도 한다.

後의 얘o l1ß

에 히}당한다--은 辰韓과 雜居하고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辰韓의 憂、은 #辰의 사람듣에게도
알려셨을 것이다.

따과서 「新羅古記」의 所說과 같이， 新羅는 뼈대;에서

f加Jfr: 琴플 f專承하였

다는 說을 認定한다면， 辰韓의 意은 처음에 뼈arfrl 에 전해지고， 빼n 찌에서 大成하여， 그곳에서
만틀어진 樂曲과 함께 新羅에 플어가서 賞짧받은 것으로，

{J]a 耶 澈亡의 悲劇을 윷아서，

寶T 代의 發明이란 傳說이 생긴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짧:

하나의 解釋으루 니1 어 놓는다.

이 樂器의 考古學하J資 M로서는， 韓國 서울中央 1 냄物館에 樂 A土偶 二원가 있는 r11 , 倒單하

지마는 이 악기의 特色이 잘 表現되어 있다.

正장院의 週物은 두가지가 모두 씨의 한쪽 옆

에 폈網를 plj 는 두개의 구맹이 있고(지금의 ”펀絡는 後에 補完한 것이다. ) 奏者는 이 햇5 器를
옥이} 결고서 彈奏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立奏도 可能하고，

틀럼없이 쭈口琴

의 JI.奏도 이것과 關係가 있을 것이 다.
新羅琴은，

日本에 있어서는 「承zp:目錄」에 記載된 以後에는 세상에 거의

그 後 얼마되지

앓아서 없어지고 딴았다.

람으로는 新羅人 沙당률態 (6) 이

짧하였다.

있는데，

알려지치

않았고

이 第器의 名手라고 하여 歷史上 이릎을 남긴 사

뺑~廠，

淳和，

仁明 三帝代(서기 809年 ~S22 年)에 活

韓國에 있어서는 今日에 이르기까지， 이 梁器가 빼0 1{f1琴이란

이름아래 살아있는

것은 上記한 바와 같지만， 民間에서 使用되고 있는 후耳행가 없고， 오히려

뒷판을 가지고

있는 빼耶琴은 어느 代부터 蠻形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以上， 古型 新羅琴의 特色으로 植에 뒷판을 붙이 치 않고， 尾端에 후耳狀을 가진 十二結의
樂器의 起源은 正負院의 遺動이 나 韓國의

李朝雅樂所에 전하는 古型 {J]a耶琴과

筆， 훌， 여기에 「三國史記 J í 鏡志」等의 所說을 參的하여 考察해 보면，
홉潤에 의하여 漢의 審짧의 制度을 배우고，

漢 以來의

훌컨데는 漢文化의

여기에 民族的 特徵을 加하여，

改制한 것이 辰

韓의 養이 되었고， 다시 轉轉하여 最後에는 新羅琴이 된 것이며， 鉉數의 十二는 분명히 漢
鍵 以來의 筆의 鉉制에서 영향받은 것이라고 認定해도 좋을 것이다.

(6)

r文德흩錄 J(三)에 말하기률 「嘉詳三年十一月 E 째， 治部大輔， 興世朝톰홉主후하다.
良홉 熊新羅쫓을 잘타고， 훔主에게 배워서 傳習한 뒤 마침내 秘道를 얻었다.

新羅 A ， 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