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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500 년 前에 간행 된 『樂學뼈L範」은 韓國音樂史 íiJf究의 不可缺의 文廠으로서 , 그 文歐
的 f言戀↑生이나 史料的 價植가 높게 評價되고 있다 1) 그러나 그러한 評價에도 불구하

고， 그 記錄 내용중에는 컴토되어야 한 疑心스런 부분이 더러 보언다. 樂짧I흠!폼에 나
타난 각 樂器의 律名과 宮의 音高와 관련한 기록들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r樂學휩L範」 樂器圖說의

기록은 雅樂器나 康樂器의

音高와 鄭樂器의

音高가

서로 同-한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 緣由는 아직 모르지만， 오늘날의 編鍾 • 編활

당피리 풍의 雅樂器나 康樂器의 黃鍾音高와 거문고 • 가야금 · 향피리 • 대금 풍의 獅樂
器의 黃鍾音훌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時代의 흐릅에 따라 樂器의 音高에 변화가 생
겼는지， 아니면 『樂學휩L範」의 관련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疑問이 제기되고， 결국 樂器

圖說 기록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r 樂學휩L範」 當時의 각 樂器의 音高를 파악하기 위하여 康樂器 및 獅樂器와 관련된

1) 宋芳松， “ r樂學훨L趣」의 文tI;的 맑究 .. 1"韓國音樂史훌f究.I(영남대학교출판부， 1982) , 283-318 쪽
및 “ r樂學휩L範」의 文厭的 톰f究(續)，" r 東西音樂맑究J l(숙명여자대학교 동서읍악연구소，
9-23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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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기록을 차례로 검토해 보겠다.

표. J훌樂器散形럭 톰

r樂學훨L탤」의 康部樂器圖說에는 총 13種의

庸樂器가 기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拍

敎행鼓·校鼓 퉁 打樂器 3種올 체외한， 方훌·月琴·廣寶똘·쫓琴·大筆·牙筆·廣

置 • 당피리 • 洞願 • 太平備 퉁 10種의 선율악기들이 검토대상이다.
그런데， 이 10種의 廣챙훌器는 비록 廣樂器로 구분되었지만， 대부분 廣樂과 獅樂올 모
두

연주하는 악기들이다

方훌

r樂學휩L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廣꿇똘2)

• 廣짧 • 당피리 • 洞蕭4) 퉁은 康樂과 椰樂에 두루 쓰였고， 月琴5)

•

•

牙筆3) 과

쫓琴6)( 太平蕭)1)

동은 오히려 椰樂 연주에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庸樂의 연주시에만 사용된 廣樂器는
오직 大筆8)뿐이었다. 이처럼 당시의 대부분의 廣樂器들은， 그 分類와는 상관없이， 이

미 椰樂器이거나 椰樂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의 庸樂器들이 廣樂외에도 獅樂에 많이 사용되었던 때문인지， 方훌을 제외한

種의 선윷악기의 散形에는 그 音高의 表記가 五音略讀 짧主로 되었고， 律名이나

9

IR

謂가 附記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홈樂器의 散形에 나오는 五音略謂의 宮이 律
名으로는 무엇이며， 그 音高는 또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盧樂器의 散形에는 세 가지 樂調가 나온다. 그것은 하나의 廣樂調와 두 개의 獅樂調

즉 zp.調와 界面調이다. 그리고 이 셰 樂調 중 廣樂調는 構成音이 五音略譯로 되었어도
그 宮의 音商 파악이 용이하다. 例를 들면， 牙筆의 散形에는 盧樂調 9)가 보이는데， 그

2)

홈樂椰樂효用之(권 7

3)
4)

古只用康業 今쨌樂尊用之(권 7

4a).

lla).

方훌 • 홈짧 • (홈)찢훌 • 洞備 풍의 악기 셜명문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없으나， 時用빼훌물才圖
홉의 I훌훌花훌處容舞合設에 그려진 初入排 9 1 J 圖에는 이 악기들이 輝樂器와 함께 편성되었다(권

5 llb).
5)
6)
7)
8)

調結按홉之法 與훔뿔훌훌tt 同 唯꿇制各異耳 只用獅樂(권 7
只奏細樂(권 7

3b).

9a).

律法同鄭홉覆 此不圓공. 太平備 本於軍中用之 今定大業之樂 昭武훌雄永n等章 흉用之(권 7
只用홈樂(권 7

13a).

10a).

9) 牙筆의 홈樂調는 빼樂훌염처럼 5음음계로 되었으나， 홈짧 • 당피리 • 洞備 풍의 散形에는 (下五
下四 界下四 下三) 下二 下一 界下一 宮 上- 뿜上一 上二 (上三)의 7음 음계처럼 표시되었다
(권 7

1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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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에는 i홉黃뚫이 {井記되었다. 따라서 간단히 康樂調의 宮은 律名으로 淸黃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宮(淸黃鍾)의 音高도 일단 編續의 i훔黃훌 (c) 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方첼에 기록된 律名 10)과 여러 廣樂器의 散形에 나타난 IR.調
에 의하여 가놓하다. 즉 훔樂調란 말은 없지만， 홈짧 • 당피리 • 뼈備 퉁의 관악기 散形

에는 廣樂調의 그것으로 보이는 五音略謂가 있고 또한 工R讀가 表꿇되었는데， 그 五
音略調의 宮은 IR諸의 六과 佛記되었다. 그러므로 이 六에 의하여 그 宮의 音홉가
編鏡의 i훔黃鐘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요컨대 『樂學뼈範」 당시의 牙第 • 大

筆 • 康館 • 당피리 • 洞備 동의 居樂調의 宮온 律名으로 i좁黃鐘이고 그 音高는 지금의
그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樂學뼈範」의 당피리 散形이 오늘날의 당
피리 散形파 거의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서도 分明하다 하겠다 11)

廣樂調의

宮은 淸黃種이나， 한편으로 庸樂器로 연주하는 빼樂調의 宮도 그것일지

궁금하다.~樂에만 쓰이는 쫓琴과 또한 庸뚫똘(月琴 포함) . 牙第 동의 散形에 보이
는 平調 및 界面調에는 五音略諸외에 아무것도 佛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獅樂調

(平調와 界面調)의 宮이 우선 律名으로는 무엇이며， 나아가서 그 音高는 또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가 문제다. 환언하면， 이 獅樂調의 宮이 당시의 樂時調와 꺼경調 또는
七指 중 어느 調의 宮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첫째 疑問이고， 그 宮(律名)의 實音高가
그 다음의 의문이다.

첫째 의문은 『琴合字譯』를 參照하면 곧 풀린다. 즉 「琴合字譯」는 「樂學행l‘範」의 廣
좋홉훌훌의 平調와 界面關 散形올 훌훌載하였고， 실제로 그 廣좋훌훌훌음홉 平調慢大葉에서는 廣

똘똘의 子鉉 제 4 주(柱)를 食指로 누르고 줄을 묻어서 宮을 소리낸다. 그 廣뚫풀의 宮
은 같은 악보의 거문고 慢大葉譯에 의하여 거문고 大鉉 5 패의 宮과 같음을 알 수 있

는데， 그것은 『樂學載範4 의 樂時調 三指의 宮(林鍾)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r 樂學훌t範」 홈좋홉똘의 散形에 쓰여진 각i調와 界面調의 宮(子鉉4柱 食指)은 fM훌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廣뚫똘의 獅樂調 宮의 해석에 의하여 쫓풍과 牙筆의 平調 및 界
面調 散形의 宮도 같은 椰樂調이므로 林鐘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컨대，

廣樂器 散形에 나타난 獅樂調의 宮온 淸黃鐘인 康樂調의 그것과 달리 林鍾이라 하겠다.

10) 偏次及四淸聲 與*훌훨不同 十二律之外 用홉u훌太策姓洗f中呂 i育.，者 옳欲便用於훔樂耳(권 7 lb).

11)

張師빼

r훌훌圍樂器大觀.J(文化財管理局，

1969) ,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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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번째 의문은 이 했P樂調의 宮인 林建의 音高이다. 즉 빼樂調의 林훌 音홈가
당피리의 ;t.u훌 (G) 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향피리의 林훌 音高 (Bb) 와 동일한
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이 점온 廣樂器의 散形만으로는 쉽게 결론지올 수 없는 문제이

며 뒤에 검토될 椰樂器의 音高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빼樂器의 音商
가 확인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鋼樂器항에
서 계속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r樂學뼈L範」의 圖說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牙筆

의 뼈a樂調 즉 平調와 界面調의 散形에 보이는 宮(林鍾) 이 廣樂調 散形의 下一(南無)
과 같은 줄 즉 제 5 현에 기록되어 있는 점과， 또한 康꿇똘의 뼈P樂調 散形의 宮(林鐘)
이

廣樂調 散形의

六(淸黃鐘)과 같은자리

즉 子鉉 제 4주에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12)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康樂器에서도 鄭樂調의 宮(林鍾)의 音高는 실제로 康樂調의
林鐘보다 높았을 것이란 생각올 불러 일으킨다.

이상 r樂學훨L範」의 홈部樂器圖說에 나타난 廣樂器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먼저 康
樂器 散形에 기록된 훔樂調와 獅樂調의 宮은 각기 달라서 廣樂調가 淸黃鍾이고 椰樂
調가 林鍾인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또한 그 康樂調의 宮(淸黃鍾)의 音高는 編鍾의
淸黃鍾 (c) 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椰樂調의 宮(林鍾)의 音高는 康樂調의 林
種 (G) 과 달라서 그것보다 높았을 것으로만 추측되었고 구체적인 論議는 留保되었다.

ill. 거문고 律名의 륨홈

椰部樂器圖說에는 거문고 • 椰뚫똘 • 가야금 • 대금 • 小管子 • 草짧 • 향피리 동 7 종의
樂器가 차례로 기술되었다. 이 가운데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鄭뚫똘 • 小管子 • 草짧을

제외하고 나머지 했b樂器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樂學휩L範」의 編者는 鄭樂器중에서 특히 거문고를 重視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여러모로 자세히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거문고의 설명에는 특별히 많은 樂調의 散形

이 동장하는데， 각각의 散形에는 五音略諸와 더불어 十二律名파 時用 宮商角徵쩌 및
五調의 宮商角徵꺼꺼 퉁이 빽빽하게 쓰였다. 그 결과 樂時調 및 꺼꺼調와 七指의 각 宮의
律名이 모두 드러나서， 그 宮과 律名의 관계를， 예컨대 거문고의 樂時調 三指 宮은 林

12)

牙第(권 7

10b).

훔寶훌(권 7

5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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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이고 껴꺼爾 六指(八調)의 宮온 淸黃種임올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문고의 樂

時調나 꺼경調 둥의 宮이 律名으로 무엇인지는 따로 輪議할 필요가 없다.

論議의 魚點은 거문고의 散形에 기록된 律名의 音高문제라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
하여 먼저 주목되는 것은 거문고의 여러 散形 중에서도 가장 자세한 樂時調 一指의 Z듀
調 散形이다. 이 一指 散形에는 유독 工R 諸도 佛記되었다. 게다가 그 기록방식도 廣樂
器의 散形에서보다 더욱 세밀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淸黃鐘인 六보다 높은 音인 五
와 高五 失五 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쓰였다. 그러므로 一見 이 工R諸에 의하여 {얀

記된 거문고 十二律名의 音훌를 『樂學뼈L範」의 雅樂器나 廣樂器 律名의 音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올 것이다 1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이유에서 g훌體된다.

『樂學햄L範』에 거문고 三指의 宮(林鍾)은 大鉉 5陳에서 소리내고 六指(八調)의 宮

(黃鍾)은 遊鉉 4 패에서 소리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三指와 六指에서는 林種과 黃
鍾의 소리내기가 결국 서로 같다. 그리고 이러한 『樂學뼈L範」 當時의 按鉉法 및 運指
法과 소리내기는 以後 『琴合字짧 J • r 梁琴新짧 J • Ir遊훌훌志、 J • 0"三竹琴諸」 동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 년 동안이나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줄
올 밀어서

소리내는 약간의

演奏技法 14) 과 文鉉과 淸鉉의

調律이 單純化한 부분적인

調鉉法 15) 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大鉉 5 패에서 소리내는 林鐘파 遊

鉉 4 패에서 소리내는 黃鍾의 音高도 『樂學휩L範」 當時의 그것과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
하기 어렵다.

13)
14)

李흉求1"국역악학궤범 J 2( 민족문화추진회，

1975) ,
15)

1980) ,

124 쪽， I때註

86

창조.

張師助， “거문고의 力按法에 따른 演奏技法의 發展에 대하여 .. r짧園傳統音樂의 if究.I(홈플훨，
122-146 쪽.

當時의 거문고 調鉉法과 지금의 調*i法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r樂훌빠.

範」의 거문고 調結法 理論은 疑問투성이다. 기록에 의하면 거문고의 大鉉 5 패와 遊鉉 4 패는 각
각 樂時調 (4 개)와 꺼꺼調 (4 개)의 宮자리이어서， 鉉을 조였다 풀었다 하여 각 七指의 宮을 항시

그 자리에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무리한 方式이 當時 그대로 쓰였옳지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만약 大結 5 패에서 칫H훌(一指)을 내려면 그 줄을 아주 느슨하게 하여야 하고， 또 南呂
(橋指)툴 내려면 그보다 줄을 상당히 조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指나 훌指 어느 쪽에서도 정

확한 音高와 좋은 소리릎 얻읍 수가 없융 것이다(遊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소리는 척당
한 張力으로 당겨진 중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r 玄琴東文類記J 의 大쫓중에는 宮

인 빼呂톨 大鉉 5 패가 아닌 大鉉 4 패에서 소리내는 二指의 樂曲(平圍大葉 -名 洛7](뼈 및 大

葉 金從孫풍)도 있다. 따라서 이 樂曲은 二指임에도 「樂學훨L範」의 三指의 調結法읍 쓴 것이다.
그러므로 r樂學뼈L範」의 거문고 調鉉法은 再考되어야 한다. 줍고， “大葉에 뼈한 if究" r훌術짧
文集.1 24( 대한민국예술원，

1985) ,

101-13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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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시의 大鉉 5 패의 林鐘이 당피리의 ~，U훌 (G) 과 같은 것이었다면(佛記된

I .R.

讀의 R 字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그 이후의 어느 時點에서 거문고의 指法에는 변화
가 없이 그 音홉에만 큰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樂器 자체의 構造가 달
라지는 물리적 변화나 여타 樂器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변화에서만 가
능하겠다 16) 그러나 그러한 혼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인 또
다른 해석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현실척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인 해석은 거문고 散形의 -指에만 보이는 I.R.讀
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그저 구잭으로 기록되었을 뿔이라는 판단일 것이다. 악기의
律名올 친절하게 기록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時用 宮商角徵쩌와 五調의 宮商角徵쩌까

지 한꺼번에 혼란하게 기록한 편자의 집필방법으로 미루어서 律名아래 I .R.諸까지도
기록하였음직하다. 그리고 이 工R 讀는 當時의

거문고 律名의 音홈가 지금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게 하는 단 하나의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附름하건대， 거문고

一指의 I.R.譯는 잘못 기록된 뾰足이라 판단된다.
요컨대， 獅樂器를 대표하는 거문고의 散形에 기록된 律名의 각 音高는 이상의 理由
에서 오늘날의 향피리 律名의 각 音高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즉 『樂學뼈L範」의 거문

고 散形에 쓰여진 遊鉉 4 패 黃鍾의 音高는 오늘날의 향피리의 黃鐘 (Eb) 과 같은 것이
라고 해석된다.

N. 가야금 律名의 률高

가야금의 散形은 r樂學뼈L範」어l 다섯 개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그 다섯 개의 散形에

는 예외없이 五音 I各讀와 함께 12 律名이 佛記되었다. 따라서 각 樂調의 宮의 律名은
분명하게 드러나 었다. 문제는 그러한 律名의 音高가 거문고의 그것과 같올 것인지에
었다.

먼저 「樂學햄L範」어l 기록된 다섯 개의 가야금 散形올 조사하면， 쩌調의 八調(六指)

16) 악기 전체의 音高가 단3도 (G 에셔 Bb 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 假想의 전체척 변화는 역사척 사
실인 界面關 上-의 音홉의 부분적 변화(遊鉉 6 패의 ~i훌이 {뿌呂로 변함)와 그 변화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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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鉉法이 지금의 가야금 調鉉法파 가장 관련이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樂學
훨L算」의 꺼경훨협 散形 例에는 橫指가 기록되었지만， 當時 꺼낌調의 調鉉法올 가야금 제 5 현
을 宮으로 調律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八調에서는 제 5 현에 오늘날처럼 賣웰이 쓰인다 17)
그러므로 이 八調(平調)의 각 12 鉉에 調律되는 音들은 오늘날의 平調調鉉法 18) 에서의
12 鉉의 音들과 비슷하게 된다. 다만D'樂學뼈1範」의 八調 平調의 調鉉法파 지금의 가야
금 平調調鉉法은 제

2 •3•

4 현에서 다를 뿔이다 19) 그러므로 거문고의 경우와 유사하

게， 지금의 가야금 調鉉法윤 『樂學훌t範」의 調鉉法 중 꺼경調 八調(平調 및 界面調)의
그것올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20)

『樂學勳‘範」에 소개된 가야금의 模樣과 體옮1) 가 오늘날의 가야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調鉉法도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야금 散形에 기록

된 제 5 현 黃鐘의 音高는 거문고 遊鉉 4 패의 黃웰처럼 오늘날의 향피리의 黃흉 (Eb) 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D'樂學뼈L範」에 기록된 가야금의 각 律名의 音홉가 만약 빼훌
의 그것과 같아서 지금의 音홉보다 낮았다면， 역시 r樂學敵範」 以後 어느 時點에 전

체적으로 가야금의 音高가 높아졌어야 하고， 그러한 어떤 要因이나 변화현상이 었었
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야급의 音高가 r 樂

學훨L範』 當時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g훌動없이 유지되었을 것이란 추리는 가야금의 f흙
久한 傳統性으로 미루어 가능하다. 지금의 가야금이 무려 千年전의 가야금의 古制를
대부분 간직하고 었다는 점은 일본 奈良의 正흉院에 보관되어

있는 新羅琴올 통하여

17) 八빼 빼홉앨宮也 第-第五第十結 뾰賣훨(권 7 26a).
18) 張師 IIJJ ， r ，훌빼뿔훌훌大1t.J， 81 쪽.
19) r 樂學뼈範」의 八調 .zp.調 調鉉法(권 7 26a) 에서 제 2.3.4 현은 각각 件呂 . ;H>t훌 • 南呂이나，
지금의 平빼 뼈鉉法에서는 그것이 각각 太策 · 빼呂 • 林훌으로 빼옳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빼옳
法은 南呂틀 太簽로 代置하였을 뿐이다.

20) r樂學뼈웰」의 가야금 關鉉法도 疑間이다. 즉 한 줄에서 여러 音읍 홈옳하는 方式(제 5 현에서 南
呂 應짧 賣옳 太簽)은 理論읍 위한 理輪처럽 느껴진다. 왜냐하면 가야금의 줄융 느슨하게 하거
나 팽팽하게 하는 것도 限度가 있고 또한 만족(柱)올 옮져셔 빼옳하는 데에도 眼界가 있어서，

그 理論이 실제의 調鉉에는 遺用되기 어려울 것이다. 例로서， 꺼킹빼 *를指의 웹*효理짧에셔는 제 1
현에 낮은 倍南呂가 團律되어야 하나， 실체로는 안족이 앓尾에 너무 치우쳐셔 홉律 자체가 불

가놓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r 樂學$1L範」의 가야금 調鉉法도 역시 현실성이 없어 再考되
어야 합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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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아는 사실이다 21)

요컨대11"樂學뼈範」의 가야금 散形에 뺨記된 律名의 音高는 이상의 理由에서 오늘

날의 향피리 律名의 音홉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 가야금은 거문고와 그 音
高에 있어서 여하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은 거문고의 例에
비추어서도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v.

향피리 宮의 륨홉

향피 리는 『樂學뼈L範」의 뼈$部樂器圖說 맨끝에 여타 악기 에 비 하여 상대 적 으로 상당
히

뼈略하게

소개되었다. 심지어

거의

民間에서

媒樂삼아 쓰이던 小管子 22) 와 草館23)

보다도 뒷쪽에 기록되어， 그 악기의 用途에 비하여 編者가 향피리를 의도적으로 푸대
접하였다는 생각도 든다.
향피리의 散形은 간략하게 소개되어서 樂調名의

표시나 律名도 없고， 다만 按孔에

따른 음높이만 표音略짧로 표시되었다. 그러므로 그 기록으로는 그 宮의 律名과 音高
를 알 수 없고， 제 4 공까지 막고(按孔) 내는 소리가 宮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피리의 宮이 樂時調와 겼調.또는 七指 중 어느 調의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것이 律

名으로는 무엇이며， 또한 그 宮(律名)의 音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樂時調나 겼調의 明示없이 獅樂調의 散形만 제시된 康部樂

器圖說의 쫓琴과 月琴의 宮이 樂時調 三指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우선 이 향피리의
宮은 쫓琴의 宮처럽 樂時調 三指의 그것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宮은
林鐘(三指)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一實性은 있어 보이나， 다음의 이유로 무리
하다. 즉， 추측한대로 만약 향피리의 宮이 林鍾이라면 향피리의 실제 最低音2‘) 下三은

그에 따라서 黃鐘이 될 것인데， 그것은 결국 當時 향피리의 전체적인 指法이 당피리의

21)

.lE슐院에 보관된 2 대의 完型 新羅琴의 크기(金i尼빼新鷹琴 : 길이
g훌琴:길이

158.1 ,

폭 30.2) 는 오늘날의 가야금 크기(대략 길이

153.3cm, 폭 30cm, 金홉빼新
160, 폭 28) 와 거의 같다 r표

슐院의 樂器 J( 8 本經濟新l혜社， 1967) , 97쪽.

22)
23)
24)

按小管子 出自뾰童 雖無所用於훌享왔享之樂 只짧聲亮而弄便(권 7

學草짧 不須師授 先知樂節 皆可能也 如빼歌之용홉和於쨌樂同(권 7
下五下四 雖홉而無휩활 故以淸聲畢曲(권 7

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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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
31a).

그것과 동일한 것(즉 구멍올 전부 막으면 黃훨)이라는 결과률 초래하게 되므로， 논리

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Ii'"樂學휩L範」 當時의 향피리의 指法이 당피리의 그것과 같
았다면， 굳이 庸部樂器圖說에서 太平備의 律法이 당피리가 아닌 향피리와 같다25)고 설

명하지

않았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樂學뼈L範」의 향피리 散形의 宮은 林웰이

될

수 없다.

향피리 散形의 宮이 樂時調 三指의 그것이 될 수 없다면， 결국 겼調 八調(六指)의
宮， 즉 黃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올 것이다. 왜냐하면， 鄭樂의 調는 樂時調(三指)와
쩌調(八調)로 大別되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만약 향피리의 제 4 공까지률 按孔한 宮이

黃鍾이라면， 散形에 나타난 宮을 포함하여 五音略諾로 표시된 모든 音들이 오늘날의
향피리의 黃鍾宮 構成音과 符合된다. 뿐만 아니라 散形의 宮이 黃鐘이라면， 좀口를 강

하게 물고 力吹하여 上五와 上六까지 소리내는 『樂學뼈L範」에 기록된 특별한 演奏法27)

도 구멍올 모두 떼고 淸黃鍾 淸太鎭같은 높은 음올 입술로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향피
리의 연주법과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피리 散形의 宮은 여러모로
黃鍾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다.

요컨대Ii'"樂學뼈L範」 향피리의 散形에 기록된 宮은 樂時調 三指의 그것으로 보기보

다는 꺼낌調 八調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 그 宮은 다름아닌
黃鍾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宮(黃鍾)의 音高는， 當時의 향피리가 지금의 향피리와
構造的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로를 특별히 다르게 보아야 할 여타 理由도

없는 까닭에， 오늘날의 향피리의 黃鐘音高 (Eb) 와 같았을 것으로 본다.

VI. 大쌓의 散形

지금까지 「樂學휩L範」의 樂器圖說에 나타난 거문고 • 가야금 · 향피리의 散形이 개별

25) 註 7과 갈음.
26) 理請的으로는 12 律이 모두 聊樂의 宮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榮뿔뼈範 賞代에도 그 後代(梁
훌할新짧)처럼 樂時調(三指)의 林뚫과 %홈(八調)의 .뚫이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宮이었읍 것
이다. 거문고와 대금의 散形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三指와 八뼈의 宮만 단일 律名으로 된 점이
그러한 사실을 암시 한다.

27) 堅含줌口力吹 혔用上표上j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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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論讓되었고， 그 각각의 都樂器의 律名 빛 音高가 지금의 각 椰樂器의 律名과

音高와 같은 것으로 考察되었다. 그러나 r樂學뼈L廳」의 대금 散形과 관련 說明文은 지

금까지의 論議 結果률 다시 의심하게 한다. 그것온 지금까지의 힘움護 및 휘l 톰과 전면적
으로 背屬되는 기록으로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樂學뼈範」의 대금 圖說에는 七指의 散形이 모두 기록되었는데， 각각의 散形

에는 五音略調와 더불어 律名이 일일히 표시되었고， 톡히 그 八調 散形에는 工R諸도
빠굶되어 當時 대금의

濟黃웰이 六에 해당함올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문고

-指 散形의 I.R.體와 더불어 했g樂器의 音高가 廣樂器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란 생각
을 하게 한다.
또한 「業學뼈L節」어l 이처럽 자세히 기록된 대금의 指法은 오늘날의 대금의 指法파
전혀 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대금과 지금의 대금온 본래 전혀 다른 것이란

해석을 낳게 하고， 나아가서 『樂學軟範」 이후 어느 시기에 樞樂器 전반에 큰 변혁이
있었을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한다 28) 그러므로 또한 막연히 당시의 椰樂器 音홉는 지

금의 그것과 달랐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樂學뼈L範」의 十二律配倚呼29) 에서는 대금이 七指 젤명의 표준악기로 사용되

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대금 圖說의 散形과 일치되므로 대금의 散形올 더욱 믿게끔

뒷바첨할 쁜만 아니라， 나아가셔 여타의 해석이나 상상까지도 封銷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論議결과와 정면으로 背멜되는 이 세 가지 「樂學훨l훌ËJ 의 대금과
관련한 기록은 그 信感性이 의섬스렵다. 대금의 기록에 의하여1/'樂學tIL範」 當時의 거
문고 가야금 향피리 둥 鄭樂器의 音高를 전반적으로 廣樂器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처럽 輪理的으로 모순되는 많은 문제
가 선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록은 아무래

도 의심스렵다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疑랩心은 대금 圖鏡의 기록에서 發見되는 또다
른 疑間點으로 倍加된다.

樂器圖說의 대금 기록에서 發見되는 또다른 疑間點은 바로 대금이란 제목 아래 작
은 글씨로 쓰여진 註釋인데， 그 內容은 중금과 소금의 힘l 法과 樂諸가 대금의 그것과

28)
29)

張師 JJj， “大혹의 原휠과 뿔휠，” 「尊園 P톰統音樂의 빠究.A(보진재，
권1

25b-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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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147-169 쪽.

같다는 것이다 30) 얼핏 생각하면 當時의 대금 • 중금 • 소금은 그 크고 작옴온 달라도
指뿔과 音程이 같았다는 말올 믿올 수도 있다 31) 그러나 그 글은 實際와 다르며， 語不
成說이다.
두 개의 管樂器의 크기가 서로 다른데도 指法과 音程이 같올 수 있다면， 그것온 서
로 옥타브 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두 악기의 크기는 2:1 의

관

계가 되어야 한다. 즉 옥타브 아햇소리를 내는 큰악기의 管의 길이는 작온 악기의 그
것보다 두 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대금과 당적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
러므로 만약 『樂學뼈L範」의 기록대로라면， 當時의 중금온 소금보다 두 배 크고， 또 대

금온 다시 중금보다 두 배 큰 악기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나무률 그대로 사용하는
三竹의 경우에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虛構를 기록하였고， 또한 하찮온 草館까지도 言及하면서 실제
로 獅部樂器圖說에 중금과 소금올 따로 論議하지 않은 理由는 무엇일까? 11'樂學휩L範」

의 기록에는 혹 의도적인 사실의 훌曲이 있지 않을까도 의심스렵다. 그 기록내용은 疑
옆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데 한편으로 「樂學軟範』에 기록된 대금의 指法이 現傳의 중금의 指法과 같다는
사실앓)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위의 疑뿔과 疑問올 밝히며 동시에 廣相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端錯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하필 지금의 대금과 전혀 다른 『樂學뼈L

範」의 대금의 指法이 오늘날의 중금의 指法과 같은 점과， 더욱이 德久한 鋼樂器임에
도 오늘날의 중금이 여타 鄭樂器와 달리 그 按孔에 따른 각 音에 붙여진 律名이 유독
당피리 같은 훔樂器의 音高로 되었다는 점(黃鍾이 C) 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로， 다음
의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즉 거문고 • 가야금과 같은 鉉樂器의 없IJ 度와 按鉉法， 나아가서 당피리 • 향피리 • 太
平蕭와 같은 管樂器의 模樣과 按孔法 둥 r樂學뼈L範」 당시의 樂器옮lJ 度와 指法이 대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유독 대금과 그 指法만이 그동안 엄청나게 변

화되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新羅의 가야금도 지금 그대로인데，

30)
31)

中答小혹制及諸同(권 7

28a).

註 28 과 갈읍.

32) 위와 같읍.

성
깅

新羅의 대금이 『樂學뼈L範」 以後에 와서야 특별히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樂學執範」에 기록된 대금의 散形은 오히려 바로 당시의 중금의 散形일 수밖에
없다는 推論으로 귀결된다. 나아가서

당시의 대금은 오늘날의 대금과 같은 것이었으

나 樂器의 調훌 記錄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올 것으로 또한 추측된다.
의도적으로 『樂學휩L範』의 編者가 중금의 指法올 조사하여 대금의 散形으로 기록하
였다면 -.0、然的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그 이유는， 첫째로 당시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三竹 가운데 중금만이 셰 구멍을 떼면(막으면) 編鐘이나 編

훨과 같은 雅樂器와 나아가서 당피리 • 당적과 같은 當時의 廣樂器의 林鐘 (G) 과 동일
한 音高을 얻을 수 있는 樂器였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것은， 중금의

세 구멍을 막고(떼고) 내는 소리의 音高가 당악기의 林鍾 숍高와 같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금의 構造는 編者에게 매우 意味있는 사실로 받아을여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 著眼하여 그 중금의 指法을 대금의 것으로 둔갑시켰올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처럼 중금의 세 구멍 떼고 내는 소리가 雅樂器와 康樂器의 林鐘소리와 같
다는 사실이

『樂學뼈L範」의

編者에게 대단히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林鍾宮은 대금의

三指소리”라는 글에서 起因한-듯하고， 당시에는 그것이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命題이
자 樂調理짧 왔述의

전제조건이었던 것

같다. 그 글은 바로 『樂學執範」에 先行하는

文厭寶料 중에서 ~樂의 理論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朴맺의 상소문에 나온다.33)
音樂理論 서적을 처음 편찬하면서 당시까지의 기존 文厭과 餐料를 최대한 수집 활
용한 편자의 고심과 노력이

『樂學훨L範」의 내용에서

많이

발견된다 34) 그러나 당시의

獅樂이 雅樂 • 廣樂과 상당히 달랐음에도 지나치게 中國 樂書의 서술방법으로 설명하
여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그러한 서술태도는 『樂學훨L範」의 序文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문온 “우리 나라의 음악에는 셰 가지가 있고 그것은 雅樂 • 廣樂 • 鄭樂인데 다시 말
하면 제사에 쓰는 것과 朝會와 훌響에 쓰는 것， 그리고 민간에서 우리말로 익히는 것

33)

世宗 12 年(1 430) 2 月 f용寅…但柳樂所用之律 則樂始關 互用 f뿌呂林훌二律之宮 빼呂宮則大훌二拖
활也 林鐘宮則大쪽三指聲也 (f世宗寶錄J. 권 47

34)

19a).

宋芳松，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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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그 大要는 7均 12 律올 쓰는데 지나지 않는다"35) 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그

내용중에 나오는 “七均十二律”이란 말온 十二律햄라용呼와 대금 散形에 七指 理輪으로
反映된 것 같다 36) 사실 『樂學뼈L範』 이전의 文厭에서 七指理輪과 관련한 글올 따로 發
見할 수 없고， 다만 椰樂 樂調論讓의 n홉失로 보이는 위의 朴與의 상소문에서 二指聲과
三指聲이라는 글이 발견될 뿔이다.

r 樂學執範」의 編者가 f뿌呂는 대금의 二指활이고 林種온 대금의 三指활이란 朴煙의
글에 의하여 대금 散形에 중금을 채택하였올 것이란 추리는 또한 朴맺의 二指뿔과 三
指聲이란 글올 해석한 방법으로 미루어서도 가능하다. 즉 『樂學휩L範」의 績者는 그것
을 각각 두 구멍

열고(짧孔) 세 구멍

열어서 내는 소리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二

指나 三指는 손가락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二指聲과 三指聲은 각각 손가락 두 개(二

指)로 구멍올 막거나(按孔) 세 개(三指)로 구멍을 막았올 때 나는 소리의 뜻으로 보
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수도 있다. 또한 『樂學훨L範』의 모든 管樂器 圖說에는 -左食
指按 二左長指按 37) 둥과 같은 按孔法이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서도 二
指聲은 二指짧孔聲이라기보다 二指按孔聲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 문제는

추후 더 컴토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요컨대 『樂學뼈L範」의 編者는 朴뺏의 말에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대금의 散形에 중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왜)
이상의 論議는 상당부분 推理에 의한 것이나，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이 가놓하다면，

35)

我國之樂有三 티雅日홈日鄭 有用於혔 me者 有奏於朝융훌훌者 有쩔於獅黨 f里語者 其大賣不過 t均
十二律之用也(r"榮學뼈L範』 序文

3a).

36) 빼樂의 七휩 理論은 序文의 “其大要不過七均十二律之用也”라는 명분에 입각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측 12 律을 七指에 配定하되， 우선 朴맺의 설명대로 林鐘宮을 三指로 하고， 또한 현실

적으로 여러 鋼樂뚫의 구조에 잘 맞는 黃훨宮을 六指로 하고， 나머지 律名들을 빠짐없이 宮으
로 삼아서 -指부터 -t:;指까지에 차례로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괴로 거문고와 대금의 散
形에는 실제와 동떨어진 음계가 많이 소개되었다. f1IJ를 들면， 一指의 央짧宮

·

始洗宮 二指의

흉흉宮 홈指의 奭則宮 꺼꺼훌염의 ~t훌宮 遭調의 大呂宮 동의 散形은 平關나 界面뽑 옴계의 구성음

이 많이 훌曲되어 나타났다. 게다가 三指와 八調의 散形에도 불필요한 構成音(예컨대 tU훌宮의
更則)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빼呂

• 林鐘 ·

南呂 풍의 여러 音들읍 宮으로 하는

調가 다양하게 있었더라도， 十:律이 모두 힘이 된다는 t 指 理論은 질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7) 管(권 6 12b) , 홈짧(권 7 llb) , 大혹(권 7 28a).

38)

二指풀이 件呂이고 三指플이 tU훌이란 朴뺏의 껄명은 未詳이다. 다만 오늘날의 대금의 二휩활
(즉 二指按孔聲)은 太策 (F) 이나 그 音高가 編활의 빼呂 (F) 와 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3 -J

당시의 여타 廣樂器나 鄭樂器의

音高와 관련한 많은 疑間點들과 또한 『樂學훨L算」의

대금과 지금의 대금이 전혀 다른 理由와 특히 現‘傳 중금의 黃웰音高가 鄭樂器가 아닌
당픽리의 그것과 같다는 疑問이 해결될 것이다. 반대로 『樂學훨L範」의 散形이 기록된

대로 실제 당시 대금의 것이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問題點들이 해결되기보
다는 오히려 더

많은 또다른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홈움훌훌한대로 『樂學뼈L算」의
고， 그러한 판단만이 중금과 소금의

야기될 수밖에 없올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대금 散形은 중금의

그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

제도와 악보가 대금의 그것과 같다고 한 註釋39)

과， 또한 그 말 한마디만 써놓고 三竹 전체의 散形 소개를 료避한 이유를 비로소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f"樂學뼈L範」의 대금 散形은 당시 중금의 것이고， 당시의 대금은 실제 기록되

지 않았지만， 그 체제는 지금의 대금과 완전히 동일하였올 것으로 추측된다.

VII. 맺음말

『樂學훨L範』의 廣樂器와 獅樂器의 散形은 여러 가지로 散漫하게 기록되어서， 각 樂

器의

律名이나 音高도 불분명하고 상호관계도 알기가 어렵다. 게다가 기록된대로만

해석하면， 音高를 포함하여 서로 모순되는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기록의 면밀
한 검토가 요구되었고， 그 考察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廣部樂器圖說의 廣樂調 散形의 검토로， 大第 • 牙寧 · 康屬藥 • 洞蕭 둥의 散形

에 나타난 康樂調의 宮은 佛記된 工R 譯 또는 律字讀에 의하여 모두 i貴黃鐘이고 그
音高는 오늘날의

당피리의

그것 (c) 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樂學휩L

範」의 홈樂調에 기록된 當時의 훔樂 律名과 그 音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樂學뼈L範」의 廣樂器들은 한편으로 거의 대부분 椰樂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여러 악기의 圖說에는 廣樂調외에 獅樂調의 散形도 기록되었다. 그리고 康뚫

39)

사실 “中쌓小쌓制及짧同”이란 註흙은 r 園朝五i톨홉」의 {씁홈g樂용용圓짧에 기록된 大쌓 체목 아래

보이늄 “中혹小答制同”이란 註陣에서 비롯되었옳 것이다. 따라서 “웹”字가 다시 추가된 「樂훌

뼈L廳」의 주석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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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 • 月 琴 • 쫓훨 · 牙第 동의 散形에 보이는 그 椰樂調의 宮은 庸業調와는 달리 樂時調
(三指)의 宮인 林鐘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音高는 鄭樂器의 例에 비추어서 향피리의
그것 (Bb) 과 같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獅樂器의 散形은 각각의

악기별로 검토되었는데， 먼저

거문고의 散形에

나타난 律

名은 비록 樂時調 -指의 散形에 工R 諸가 병기되었어도 그것은 誤記로 보이고， 실제
律名의 音高는 廣樂器의 그것과 다르고 오늘날의 향피리의 그것과 같았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黃種이 Eb). 그러한 판단은 當時의 거문고 律名의 音高가 지금의 그것보다

낮았을 이유를 달리 발견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當時의 調鉉法과 指法이 지금까지도
면면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서 얻어졌다. 또한 가야금의 散形에 기록된 律

名과 그 音高도 거문고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千年 동안이
나 변함없이 이어져 온 가야금의 傳統性에 근거하였다.

『樂學휩L範』에 소략하게 소개된 향피리의 散形에 나타난 宮올 樂時調(三指)의 宮으
로 보면 모순이 발생하므로， 그것은 결국 겼調(八調)의 宮 즉 黃鍾일 수밖에 없을 것
이고， 그 黃鍾의

音高도 현전의

향피리와 동일한 것 (Eb) 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향피리도 『樂學뼈L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그 制度와 指法 音高가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확인히였다.
『樂學휩L範』의 대금의 散形에 기록된 指法은 오늘날의 대금의 指法과 판이하게 다르
고 중금의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시의

대금 指法이 아니고 當時의 중금의

指法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대금은 지금의 것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또
한 추측되었다. 이러한 推理는 중금과 소금의 제도와 樂讀가 대금과 같다는 非論理的

인 『樂學휩L範』의 註釋과， 실제와 거리가 있는 七指 理論의 검토， 그리고 뼈呂宮은 대
금의 二指聲이고 林鐘宮은 대금의 三指聲이라는 朴맺의 상소문 내용의 분석 둥에 근
거하였다.

이상의 뼈l 斷과 推理 결과는 『樂學뼈L範」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疑問點들을 解消시킨
다. 즉 『樂學軟範』 당시 의 鄭樂器의 音高가 오늘날과는 달리 雅樂器와 廣樂器의 音高

와 같다는 疑問과， 기록된 거문고 • 가야금 • 향피리의 밟IJ 度와 指法이

현행의

그것과

거의 같음에도 유독 대금의 그것만 엄청나게 다른 理由와， 또한 고유한 獅樂器인 중금

의 지법이 유독 오늘날 康樂器의 律名체계로 전해지고 있는 의문 둥에 대한 해답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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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리고 이러한 輪議는 r樂學fJt.範」의 기록 증 거문고 및 가야금의 힘해鉉法과 十

二律配倚呼풍의 七指 理꿇에 나타난 실제와 거리가 있는 理論들을 再考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樂學빼衝」의 廣樂器의 音高와 鄭樂器의 音高가， 오늘날의 현상처럽， 當時에도 서로

달랐고 椰樂器의 音商가 廣樂器의 그것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이 글의 結輪은 現傳하

는 日 本 雅樂의 高麗樂의 音萬가 廣樂의 音高보다 높다는 사실로도 反짧된다 하겠다.
日本 高짧樂과 廣樂의 例에 비추어1"樂學뼈L衝」 以前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뼈P樂

의 音高가 廣樂의 그것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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