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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樂古諸와 그 解讀에 있어서의 諸問題 1)

- 主로 寶흩좋諸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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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쭈安末까지 의 「樂諸」와 現存

古를& ." 
II. 從來의 解펌뻐究의 成果와 問

題點

次〉

Steven . G . N elson 2) 

李 知 宣 譯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과정) 

III. 初期 뚫똘諸의 記諸體系의 變

邊과 解품옳 둘러싼 諸問題

I. 서 론 

日本의 音樂文化의 특정을 든다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여러 장르의 음악이 

서로 공존하며，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演奏傳承이라고 하는 툴 안에서 각각 후세에 전 

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플어， 우리가 현재 「雅樂」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5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대륙으로부터 전래되어 平安時代中期부터는 귀족 

에 의해， 그후 차례로 樂家라고 하는 셰습 집단에 의해 그 전통이 이어져 현재에도 宮

中이나 각지의 사찰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통안 음악이 변 

화없이 그대로 전숭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音樂傳

1) 이 글은 『岩波講座 日本의 音樂·아시아의 音樂~ 4 (東京 : 岩波홈店. 1988) pp. 16-42에 收

錄되어 있다. 

2) Steven George NeJson은 1956년 호주에서 태어냐， 시드니 (Sydney B. A.)대학과 同대학원에 
셔 음악학을 전공했다. 1980년 來日， 東京훌훌術大學大學院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융 거쳐， 현 

재에는 塵應義뿔大學， 明治學院大펄， 國際基쩔敎大짧에서 日本音樂史와 東洋音樂史를 가르 

치고 있다. 

- 229 -



承이라면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즉， 음악올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이고， 

또 그 전숭된 음악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 音樂의 歷史롤 개관하면 명백히 알 수 있 

듯이， 어느 시기에 융성하고 서서히 쇠퇴하여 도중에 斷總된 音樂도 있고， 다소 형태 

상의 變化를 보이면서 存續하는 音樂도 있다. 또 일단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후에 크게 

변화된 모습으로 復原된 숍樂도 있다. 여러 傳承의 記錄， 즉 현존하고 때로는 현재에 

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풍부한 樂讀에 대한 檢證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전 

숭 형태가 중복， 공존하면서 변화를 반복해 옹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는 雅樂의 器樂諸에 대해 最古의 악보부터 平安時代末期까지의 악보-이 

시기의 악보로는 특히 좋풍똘諸가 가장 많이 현존하고 있다-를 대상으로， 이 시기의 

악보의 상황을 개관하고， 현재에 전하고 있는 중요한 古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종래의 解讀阿究에 대해서 검토를 시도， 古讀의 解讀이 音樂史의 연구에 

미치는 역할 및 解讀과 復原과의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다. 

1. 平安末까지의 「樂諸」와 現存古讀

日本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던 악보는 雅樂의 악기를 위한 演奏讀(tablature) 였다. 雅

樂이 대륙으로부터 전래되기 이전에 존재한 日本 古來의 음악은 「樂讀」라고 하는 형 

태로 기록되는 예는 없었다. 中國으로부터 한자가 들어와 개변되어 비로소 日本語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록-즉 「樂諸J- 이 성립하는 조건이 마련 

된 후부터 樂讀라는 형태가 나타냐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현존하는 雅樂의 記응普法은 中國의 手本을 답습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러한 「樂讀」는 테블러춰이기 때문에 악기로 연주되는 音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손가락이나 손을 어디에 놓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讀字」라는 것을 

사용하여 奏者에게 그러한 音을 연주하기 위한 방법을 지시한다. 橫짧이나 筆覆의 관 

악기의 경우， 讀字는 指孔의 명칭을 나타낸다. 17개의 竹管을 가진 쫓의 讀字는 각각 

의 管의 명칭을 나타내지만 현재의 연주전승에서는 하나의 讀字가 「合竹(아이타께 )J 

- 230-



라고 하는 6(또는 5)音으로 이루어지는 和音을 의미한다. 현악기의 경우에도 악보의 

讀字는 연주자의 손의 위치냐 움직임을 냐타낸다. 예률 률어， 筆(또는 樂筆)의 경우， 

諸字는 악기의 13개의 鉉의 명칭을 나타낸다. 연주자가 현재의 연주전숭에 따라서 연 

주할 때에는 어떤 륙정한 音形이 삽입되어， 그 결과 2개의 諸字가 실제에는 2개 이상 

의 音符의 集合體로써 연주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뚫똘의 경우， 讀字는 왼쪽손가락의 

누르는 위치， 즉 어떤 鉉의 어떤 柱를 누르는가률 냐타낸다. 그러냐 관악기와는 다르 

게 현악기에서는 複數의 調鉉法이 존재하고 여러 경우 역샤적 변천을 거치고 있기 때 

문에， 손가락의 누르는 위치와 구체적인 音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조현법을 확 

정짓는 것이 전제로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雅樂에 사용되는 악기에는 각각 다른 기보체계가 존재 

하는데， 이것도 또한 日本音樂의 記讀法의 하나의 특정이라 할 수 였다. 즉， 日本의 

音樂의 전 장르에 공통되는 기보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양료안 

에서도 각 악기는 각각 고유의 기보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양음악의 영향으 

로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예를 제외하면， 서양의 「總諸」에 상당하는 악보는 극히 드 

물고， 서양음악의 용어를 사용하면 「파트讀」라고 불리우는 컷이 전통적으로 악보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다음은 현존하는 初期의 器樂讀에 대하여 개관해 보겠다. 

우선， 현존하는 日本最古의 악보로써 오늘날 「天平뚫똘讀』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 

있다. <악보 1)에서 보듯이， 이것은 악보의 斷簡으로 6행 정도의 뚫똘의 악보가 기록 

되어 았다If'天平뚫똘讀』는 그 뒷면이 寫經料紙의 受領書로 채이용되고 있었기 때문 

에， 正會院 소장의 受領l帳 안에 수록된 紙背文書로써 현재에 전하였다. 또 이 수령서 

의 날짜가 天平 19년 (747) 7월 26일이라는 것으로부터 그 종이 뒷면의 뚫똘讀는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악보는 黃鐘調의 조현을 확인하기 위한 짧은 樂

句(후세의 악보자료에 보이는 「撥合(카키아와세 )J 인지?) 빛 그것보다 긴 「調」라고 

쓰여 있는 부분(후세 의 악보자료에 보이는 「手」의 종류. <악보 1)의 오른쪽 상단에 있 

는 〈짧假뽕〉은 이 부분을 가리키는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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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Ii'天쭈훌훌훌훌諸』 〈악보 2) Ii'표鉉諸JJ <뿔明樂〉 

『天平뚫똘讀』는 악보집성 F五鉉諸』와 기보 양식상 극히 유사하다. 이 『五鉉諸』는 

京都에 있는 陽明文庫에 전하는 平安중기 (11세기경)의 寫本으로 그 내용은 五렐뚫똘 

를 위한 6개의 「調」와 22曲을 포함해， 전체를 통하여 盛}홈期의 계통을 잇는다고 인정 

되는 악곡이 많이 보인다. 五拉뚫똘의 연주전승에 관해서는 日本에 있어서 연주기록 

이 없어 平安시대 초기에는 끊기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또 악기에 관해서는 正슐院에 

전하는 操細累뺑五拉끓똘가 유일한 유품이다. 이 악보에 사용되는 讀字(<악보 2>참 

조)는 『天平뚫똘諸』에도， 또 다른 초기 똘똘讀에도 거의 공통적인데， 五꿇똘똘의 경우 

는 그 이름 그대로 웰의 數가 한개 많기 때문에 다른 뚫똘讀에는 사용되지 않는 讀字

도보인다. 

한편， 日本에 있어서의 좋홉똘讀와 대륙과의 결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는 파리국 

립도서관 페리오콜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F敎熺뚫똘讀JJ D‘mhuangpipa-pμ 인더1]. 이 안에 

는 조현법 빛 필척에 따라 3개의 曲群으로 냐뉘는 총수 25曲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악 

보의 뒷면에 보이는 古文書에는 長興 4년(933) 이라는 記載가 있어 이에 의해 이 악보 

의 연대도 거의 같은 시기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홈이 이미 907년에 멸망한 후의 五

代期에 해당하는데fi'軟熺뚫똘諸』의 내용은 1書代말기의 연주전숭을 전하는 것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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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Ii'敎煙똘똘諸.dI <碩효樂〉 〈악보 4) Ii'南宮똘똘錯』 調字諸의 冒頭
〈風홉調 li果-手〉

평가되고 있다. <악보 3)은 F敎熺뚫똘諸』의 제2의 曲群에 속하는 <{I煩젊樂〉을 나타낸 

것이다. 대륙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의 존재는 中國의 기보법과 日本의 기보법과의 관 

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직접척인 증거의 하냐라고 할 수 있다. 

홈과 日本의 결부를 밝히는 또 하나의 예로써， I황의 뚫똘의 名手로부터 日本A 제자 

로의 f專授의 기록이 전하는데， 이것은 디t見宮本뚫똘諸』라고 불리우고 있는 악보 안 

에 쓰여 있다Ii'代見宮本뚫똘諸」는 F南宮뚫똘讀』와 『뚫똘諸調子品』이라고 하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전자 『南宮뚫홉讀』는 宇多法皇의 勳命에 따라， 延喜21년 

(921)에 南宮貞保親王(870-924) 이 제자 敎實親王(893-967)을 위해 뚫똘의 秘手를 

전수하는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 내용은 貞保觀王에 의한 「序J ， 전체의 주요부분 

인 「調子」의 諸(風香調·退風香調·黃鐘調에 의한 14種)， r手彈用手法JC14種의 「調子」

충 2種이 「手彈」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독자의 기보법이 사용되어 r手彈用手 

法」은 그 설명부분에 해당한다)， r調子品 J(風香調·退風香調·黃鐘調에 덧붙여 淸調라 

는 4개의 조현법을 기록한 것)， r案讀法J(r手彈」 이외의 「調子」를 위한 기보법설명) 

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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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즉 r寶똘諸調子品4은 사실상 마지막이 된 承和의 遺庸使에 ìt判官￡로서 파 

견된 購原貞敏(807-867) 이 훔의 開成 3년 (838. 日本에서는 承和 5년)에 大!훔좋종똘博 

士 薦承武 Lian Chengwu로부터 揚州， 開元놓北水館에 서 전수받았을 때 받은 傳授讀

이다. 이것은 28(실제수는 27) 調子를 위한 조현법과 「鉉合j(조현법을 확인하기 위한 

짧은 악구. 이것도 후세의 「構合」에 해당하는지) 및 貞敏에 의한 版文이 수록되어 였 

다. 이 발문은 이상과 갈은 전수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代見宮本뚫똘諸』는 傳本이 2개 알려져 있는데 모두 宮內廳書l埈部 代見宮舊藏本이 

다. 이 중 오래된 것은 약 10種의 色紙를 사용한 本文料紙 및 필적 퉁에서 平安 중기 

(1 1세기경)의 寫本으로 추정된다. 昭和 38년(1963) 宮內廳.書陸部로부터 If' f:k見宮本뚫 

똘調』로써 복제본이 간행되어 연구의 가능성은 이에 의해 현저하게 중대되었다. 또 

나머지 것은 治歷 5년(1069) 院揮(後述의 좋종똘西流의 名手)의 書寫本에 근거한 南~t

朝期의 轉寫本으로 r院揮本」으로 불리운다. 이 2개의 傳本의 내용을 비교하면， 院揮

本에는 나중에 첨가해 써 넣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오래 

된 쪽의 寫本의 결락부분을 보충하는 곳도 있어 문헌학적으로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뚫똘諸調子品』이 원래 F南宮뚫똘讀」어l 붙어 있었던 것 인지 또는 단순히 書寫 때 

함께 쓰여진 결과 현재의 형태로 되었는지 현재로써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자신이 편찬한 『南宮뚫똘흘普」의 정당성의 증거로서 貞保親王이 貞敏의 技文만을 卷末

에 덧붙였다고 하는 說도 있어， 이에 따른다면 『뚫똘諸調子品』의 本文은 원래 『南宮

뚫똘諸』의 일부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냐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말했듯 

이 이 두 개의 악보를 각각 다른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南宮뚫똘諸』가 성립한 때와 같은 延喜 21년 (921) 에 貞保新王은 勳命에 따라 또 

하냐의 악보， 즉 「新擺橫館讀』를 편찬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것은 

序文과 후세의 악보에 부분적으로 인용된 本文뿐으로， 序文의 내용으로 보아 이 악보 

는 어떤 개인에게 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분야에 있어서의 최초의 국가적 샤 

업으로써 이에 걸맞는 규범성을 냐타내려고 하는 의도 아래 행하여진 대규모의 樂讀

集成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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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Ii'博雅富諸.D <뿔明樂 λ破〉〈악보 5) Ii'똘똘諸調子品』 冒頭

「博雅짧讀.，!](정확하게는 악보집성 국가사업으로서의 F新擺橫짧諸』어l 대해， 두번째 

i原博雅(918~980) 에 의해 奉勳擺進되었다. 여기에는 『新橫樂諸.，!])는 康保 3년(966) 

원래 150曲 정도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중 3 

분의 1 인 약 50여 곡이 수록되 어 있는 妙寫本이고， 또 약 20권의 그 傳本은 모두 江

戶시대의 書寫本이다. <악보 6)은 이 傳本 중 가장 原典에 가캅다고 생각되는 上野學

園 日 本音樂資料室藏의 樂歲堂舊藏本 중의 〈뽕明樂 入破〉의 악보이다. 마레트(Marett 

1978b)는 「博雅館讀』에는 6種의 기보법의 체계가 있다고 하고， <累明樂 入破〉는 그중 

가창 曲數가 많은 기보법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또 그 기보법은 F博雅짧諸』의 기본이 

된 자료， 貞保新王의 F新擺橫짧調』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어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수많은 악보집성이 편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거의가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11세기 후반이 되면 주목할 만한 악보 

자료 몇 개가 냐타난다. 宮內廳書l埈部의 代見宮舊藏本에는 源經信(1016~ 1097) 에 의 

있다. 源經信은 11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는 뚫똘의 二大流派 중의 하나인 桂流의 名手였다. 이 桂

-
、
J 경

 

自筆의 뚫똘讀( 0]하 『經信自筆寶똘諸』로 칭함)가 전하고 한 



流에 대해 냐머지 하냐는 西流이다. 이 두 流派는 源博雅의 아들 源信明(生死년 미 

상)의 2명의 제자， 源資通(1005 -1060)과 賢圓(生死년 미상)을 각각 元祖로 하고 있 

다. 桂流는 經信의 이륨율 따셔 經信流라고도 하고 西流는 그 名手언 院揮(상술했던 

|훈輝本의 親本을 쓴 인물)의 이름올 따서 院揮流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참고로 말 

하면， 桂流의 桂는 經信의 號인 桂大納言에， 또 西流는 院揮의 號인 西院에 유래한다. 

後世의 雅樂관계의 서적， 예롤 들어 緣會時代 전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胡琴

敎錄』이나 F殘夜妙」 퉁에는 桂流와 西流라고 하는 二流派가 뚫똘에는 존재하여 각각 

연주기법을 시작으로 모든 변에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였다는 것올 기록하고 

다. 다만， 시대가 내려오면서 桂流보다 西流가 성행하게 되어 後世에 계숭되어 갔던 

있 

것 같다. 

한편ü"經信自筆뚫똘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부분 즉， 이 악보 

經信의 典書까지로， 여기에는 「撥合」이냐 있는 부분은 卷頭로부터 原形을 담고 의 

「手 J(退風香調·黃鐘調·退黃鐘調·風香調·雙調·淸調에 의한 약 20종) 및 樂曲(風香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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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Ii'經信 自 풀훌훌훌훌諸』 

〈風홉調-추〉 



退風香調·黃鐘調에 의한 것 약 16종과 大曲 〈萬秋樂> ), 그리고 마지막에 經信에 의한 

與書가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부분은 뒤에 덧붙여진 악곡 <ifft. 白挑李花〉로， 卷末에는 

게다가 九條暴實에 의한 應保 3년(1 163)의 전래 秘藏與훌훌가 附記되어 있다fi"經信自 

筆뚫똘諸」는 料紙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이읍매가 調가 바뀌는 곳에 합치하고 있어， 

이에 의해 經信이 調別로 악보를 기록한 후 이들올 합하여 붙여서 1권으로 정리했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악보는 최종척인 決定橋가 아니라， 예를 들어 

「手」의 부분에 첨가해 써넣을 수 있는 공백이 있어， 오히려 橋本으로 간주된다. 어쨌 

든 이 年代의 原本으로써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12세기 후반에 걸쳐 『三五要錄』이라고 하는 12권으로 된 똘똘의 악보집성과， 같은 

12권으로 된 다二智要錄』이라고 하는 筆의 악보집성이 日本音樂史上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妙音院購原師長(1 138~1192)에 의해 편찬되었다. 師長은 뚫똘의 桂流와 西流

모두를 전수받았는데， 妙音院流라는 자신의 流派도 만들었다fi"三五要錄』은 이 妙音院

流의 기록인 통시에 平安시대 말기에 있어서의 雅樂의 연주전승의 전체상을 포착하는 

데도 기축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요성을 반영하듯이fi"三五要錄』에는 다수의 

傳本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갯은 13세기 충기 경의 寫本으로， 이 寫本도 역 

시 宮內廳書|埈部의 f:k見宮舊藏本이다. <악보 9>와 〈악보 10>은 風香調와 平調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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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악보 10) Ii"三五홍錄a 卷第十- 盤涉調曲下 똘똘平調 〈宗明樂 破〉

하는 2종의 調鉉法에 의한 〈宗明樂 破〉의 악보롤 각각 나타낸 것이다. 

현흔하는 古讀에 관한 개관은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부언해 둔다. 

초기의 日本音樂史에 관하여 이정도 量의 자료가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적으 

로도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자료전체에 비하면 불과 얼마 안되는 제한된 부분에 지냐지 않는 

다. 이러한 까닭에， 대륙에서 건너온 음악과 日本A의 손에 의한 음악， 이 兩者를 각 

각 그 원천까지 더듬어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樂諸資料라고 하는 수단만으로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냐 雅樂의 歷史의 초기에는 악곡의 이름이냐 그 음악적 내용의 측 

면에서 통시적 고찰이 가능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것은 악보자료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악보 2, 6, 9, 10>의 〈累(宗)明樂〉의 예가 나타내듯이， 초 

기에 있어서도 어떤 곡의 악보가 몇 개의 자료에 걸쳐 나타나는 예가 있다. 많은 경우 

이들 악보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한편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If'五鉉讀」의 22곡 중 7곡은 후세의 雅樂讀에도 같은 제목이 

보이는데， 이 『五鉉諸」의 7곡과 同名의 현재의 곡과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같 

은 곡， 移調된 곡， 그리고 많은 차이롤 보이고 있는 곡으로 구분될 수 있다If'五鉉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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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累明樂〉은 「博雅짧諸」의 그것과 거의 통일하고， 또한 現行의 〈累明樂〉과도 거의 

갈다 r표鉉諸」의 〈軟酒樂〉은 太食調였지만， 후세의 악보에서는 출越調로 移調되었고， 

〈夜半樂〉의 경우는 현재에 전하고 있는 同名의 곡과는 유사한 곳이 거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 악보를 연구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을 찾기 위 

해서는 이들 악보가 그 편찬자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우선 이해하지 않￡ 

면 안된다. 雅樂에 있어서 樂讀의 작성 또는 편찬은 作曲이나 演奏롤 위해서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傳授냐 記錄을 위해서 행해졌다. 악보를 펀찬한다고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로부터의 전숭롤 연구하여 정리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가 

樂讀編幕의 역사를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雅樂의 연구사를 더듬는 것과 갈은 것이고， 

古讀의 解讀은 雅樂의 역사적， 체계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적어도 그 하 

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 章에서는 從來의 解讀f퓨究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 

로한다. 

II. 從來의 解讀冊究의 成果와 問題點

雅樂의 古諸에 관한 중요한 解讀연구로써는 林議三(1899~ 1976) 에 의한 연구롤 펼 

두로 들 수 있는데， 그밖에 日本A 이외의 외국인에 의해서도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이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연구자의 활통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Laurence E. R. Picken을 중심으로 하는 

雅樂隔究그룹에 의한 연구는 특히 주목된다. 또 최근에는 中國에서도 초기의 뚫똘諸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 三者에 의한 연구에 관하여 

살펴 보는데， 특히 캠브리지 雅樂冊究그룹의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日本에서 충 

분히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충점을 두고 기술하도록 하겠다. 

林議三은 昭和 10년(1935)대부터 昭和 50(1 975) 년경까지의 긴 연구활동을 통하여 

F天平뚫똘諸dlt Ir五鉉讀dh Ir敎煙좋홉똘讀.1l， Ir代見宮本뚫훌졸讀.1l， Ir三五要錄.1l， Ir仁智要錄』

퉁 本橋에서 다루었던 古讀의 대부분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해독연구를 기초로 하여 실제 音에 의한 복원의 시도로써 음반도 만들었는데 

(林 1965b) , 이 음반의 해설서는 당시로써는 드물게 단순한 曲팀의 해설이 아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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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의 연구성과흘 평야한 문체로 정리한 것이다. 이 해셜서롤 포함하여 그에 의한 중 

요한 논문의 대부분은 『雅樂-古樂讀의 解讀-.!1에 채수록되어 있어， 이 책은 今後 雅

樂古讀의 연구에는 빼놓율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다. 이와 갈이 그의 연구성 

과가 책으로 출판되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또는 연구 

방법을 계숭하려고 하는 척극척인 자세가 그후 日本A 연구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Laurence Picken율 중심으로 하는 캠브리 지 雅樂鼎究그룹에 의한 연구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우선 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 및 성과로부터 3단계로 내누어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1950년대 및 1960년대로， 이 시기에 Picken은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2단계， 즉 1970년대에 그는 박사과정의 대학원 학생의 협력 하에 

雅樂古諸의 연구를 행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걸친 제 3단계에서는， 

그의 재엄중의 마지막 제자가 된 대학원 학생과 함께 健馬樂의 초기의 자료를 조사하 

여 이에 의해 이전에 이 그룹이 행한 연구의 검중율 시도하였다. 

1950~ 1960년대의 시기에 Picken은 中國의 I홈·宋시대의 음악과 現行 日 本雅樂에 

있어서의 I홈樂에서 사용되는 악보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Picken 1956 ; 

1966 ; 1967 ; 1969). 龍富이냐 筆覆에 관한 한， 現在의 1홈樂의 선융은 中國 宋代의 자 

료에 보이는 선윷과는 전혀 공통되는 곳이 없다고 하는 추론을 내리고， 現行의 雅樂

讀， 묵히 筆의 악보를 마치 中國의 古讀와 같이 해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때 그는 

예흘 들어 똘의 성부에 合竹을 加하는 것과 같은 ‘「쓰여진 樂讀」를 「音」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현재 日本에 있어서의 演奏慣習’， 또는 音樂上의 約束을 의도적으로 무시 

해， 말하자연 ‘文字그대로’의 해석올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써 現行 雅樂의 4-8배의 

속도로 연주되었을 때에 비로소 單音의 連續， 즉 單聲의 선윷로써 인지될 수 있는 것 

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선윷에 대해서 Picken은 「中國적인 것이 아니라， 中

央아시아 음악문화의 특정을 냐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icken 1967 : 551). 

이러한 륙정은 훔代의 中國음악이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그가 독자의 방법으로 譯諸한 선율충 많은 부분은 七言

總句냐 七言律詩라 하는 !홈代의 七言에 의한 漢詩에 붙이기 위한 선율로써 적합한 것 

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Picken 1969). 이상과 같은 작업에 더하여， Picken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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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日本을 방문했을 때 입수한 정보로부터 雅樂古諸를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캠브리지대학의 대학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을 편성했다. 

연구의 제 2단계에서는 Picken과 그의 연구그룹에 의해 雅樂古諸에 관한 개별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古諸는 ff;k見宮本똘똘諸」와 「표鉉諸.!](Wolpert 

1975 ; 1977 ; 1981a) , rr博雅짧諸.!](Marett 1976; 1977) , rr三五要錄』과 『仁智要錄』

(Wolpert et a l. 1973 ; 1975. Condit 1976) 이었다. 이들 개별연구의 대전제는 r，홈樂의 

樂讀는 !홈朝의 音樂의 본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 J(Picken 1981 : 3)으로， 훔朝 본래의 

선율은 현재에는 뿔과 뚫똘에 의해 4-8배 템포가 느리게 연주되어 현행 I홈樂의 구조 

상의 골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훔樂은 대륙 

에서 日本에 전래한 당시는 현재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연주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현행의 雅樂의 선윷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즉 龍짧과 훌藥에 의해 연주되는 것)은 

이 음악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선율이 아니라 日本에 있어서 긴 전숭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컷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3단계는 f崔馬樂(사이바라)을 다루였던 Elizabeth J. Markham의 연구(Markham 

1979 ; 1983)를 중심으로 전개되였다. 後世의 樂書인 F體源웠、』나 F樂家錄.!]， 또 음악 

이외의 내용을 싣고 있는 초기의 문헌자료 디委名類聚妙』 퉁을 보아도 f崔馬樂의 曲은 

l활樂이나 高麗樂의 曲과 「同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롤 들어， f崔馬樂〈伊勢海(이세 

노우미 ))가 }홈樂〈給꿇樂破(쥬스이락꾸노하))와， f崔馬樂〈田 中井戶(다나까노이도))가 

1훔樂〈胡餘酒(콘쥬))와 각각 「同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Markham은 「同音」을 「同

一의 族律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우선 『三五要錄』과 『仁智要錄』 퉁에 기록되어 

있는 平安시대의 f崔馬樂의 반주부분을 바탕으로 당시의 f崔馬樂의 노래의 선윷을 추정 

하였다. 그 위에 이 추정선윷을 통료들과 함께 雅樂古讀를 해독해서 얻었던 }홈樂과 高

麗樂의 선윷 중의 「同音」이라고 되어 있는 曲과 비교하여 兩者가 기본척으로 통얼하 

다는 컷을 보이려고 했다. 이러한 同音이라고 하는 관계는 平安시대에 이들 雅樂(J홈 

樂， 高麗樂)과 f崔馬樂의 선율을 사람들이 같은 것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 립한다. 따라서 Markham이 이끌어낸 이들 선윷의 기본적 인 

통일성은， 雅樂본래의 선융은 현행의 雅樂에서 쫓과 좋종똘가 연주하는 부분의 음악구 

조의 핵을 아루고， 또 이것은 中國으로부터 日本에 초래된 선율이기도 하다고 하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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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雅樂鼎究그룹의 생각을 뒷바침하는 중거가 되었던 것이다.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에 의한 이상의 연구는 막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日本의 雅樂冊究者에 의해 그다지 돌이켜 보아지는 일이 없 

었다. 平凡社 『音樂大事典』 중 1982년 출판한 것에 수록되어 있는 「雅樂」의 항목을 

보아도 그 小標題인 「훌樂의 復原 1. 古樂諸의 解讀J( 제 2권， p. 521) 이하에， 이미 당 

시 출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의 연구는 언급되어 있지 않 

다. 1984년이 되어서야 겨우 Markham의 연구에 대한 비교척 긴 서평이 나타난다 

(f'東洋音樂鼎究』 제 49호， pp. 148-155). 그러냐 이 셔평에서는 Markham의 연구에 

대해 오로지 부정적인 견해만 보이고 있다. 우선 資料의 선정방법에 편향이 보이고 중 

요한 자료도 일부 제외되어 있는 점， 또 이들 자료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文厭的 절차 

에 문제가 있는 점이 지적되고 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 Markham의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三五홈錄』과 F仁智要錄」어l는 複數의 傳本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가능한한 많 

이 수집한 후에 校合， 이에 의해 傳本間의 異同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本文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文厭學上의 기초적 절차가 퉁한시된 것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많든 적든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 전체에 엿보이는 경향이다. 아마도 이것 

은 日本 雅樂鼎究者와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큰 장해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外國隔究者는 그 연 

구성과를 척극적으로 日本語로 발표하고， 日本A측에서도 캠브리지그룹에 의해 이루 

어진 외국어로 된 연구논문에 관심을 갖고 또 日本A의 연구활동을 널리 세계에 소개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兩者의 노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예를 들어 같 

은 캠브리지의 연구그룹 소속인 Wolpert가 뚫똘에 관한 연구에서 범한 것과 같은 文

厭學上의 不備빛 日本에서 이미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간과 동의 문제가 회피필 수 

있는 것 이다(Wolpert 1977).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비판에는 냐름대로의 정당성 

도 있지만， 그러냐 이러한 이유만으로 그들의 연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잘못 

일 것이다. 륙히 Picken의 업척에 대해서는 中央아시아 및 中國의 1활， 宋시대의 음악 

에 미치는 넓은 지식을 배경으로 한 독자의 착안점이 높이 평가될만 하다. 그러나 제 

2단계에서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日本의 문액을 도외시하고， 무기척으로 말하자면 연 

- 242-



구를 위해서 「道具」로써 젊은 연구자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에는 큰 문제가 었다. 

젊은 연구자들 충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엽척을 올린 Marett의 경우에는 日本

올 방문， 日本의 鼎究者와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연구자와 그 

연구대상이 놓여 있는 문액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연구 그것에 어떤 의미롤 가지는가 

라는 점에서 시사척이다. 

解讀鼎究의 기초로써의 문헌학척 작업에 대한 소훌함이 지적되는 것은 캠브리지 雅

樂鼎究그룹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林議三의 연구에도 같은 不備는 엿보인다. 초 

기의 『天平뚫똘諸.J]， r五鉉諸.J]， r敎煙뚫똘諸」의 경우는 獨本으로 傳本이 오칙 하냐만 

이 존재하기 때문에 傳本의 버교， 참조의 작업이 필요없지만， 複數의 傳本이 존재하는 

「博雅짧讀.J]， r三五要錄.JJ. r仁智要錄4을 대상으로 한 林議三의 연구의 경우는 Mark

ham과 같은 문현학적 작업에 대한 소훌함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에 비하면 당시는 이러한 古諸의 여러 寫本을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였다고 하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中國에서의 雅樂古諸의 연구에 있어서의 최근의 전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다. 中國의 冊究者들이 오랜 동안 「敎熺뚫똘諸』를 중심으로 활통해 왔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r敎k皇좋홉똘諸』에 의한 음악의 복원은 任二北(Ren Erbei) , 

葉陳(Ye Dong) , 毛繼增(Mao Jizeng) , 陳應時(Chen Yingshi) 동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F敎熺좋흉똘諸』어l 관한 議論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葉陳과 또 한 사람 

의 학자 何昌林(He Changlin)은 F天平뚫똘讀.JJ， r五鉉讀.JJ. r代見宮本뚫똘讀』라는 日 本

의 古諸의 解讀도 시도하고 었지만， 여기에도 또한 문헌학상의 不備와 함께 이 古諸를 

中國風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수가 비교적 많고 또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今後의 성 

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3. 初期 뚫훌훌讀의 記諸體系의 變選과 解講을 둘러싼 諸問題

이 章의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악보들이 작성된 팀的 빛 이러한 목적이 記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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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올 미치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초기의 雅樂의 樂讀 또는 이 樂諸편찬의 바탕이 된 資料는 

연주롤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f專授와 記錄올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演奏傳承자체， 바꾸어 말하면 可變性을 가진 聽覺的인 것이 우선 전제로써 

또는 대상물로써 존재하고， 記讀라는 행위가 그것을 륙정한 記讀法의 규칙에 따라서 

고정된 視覺的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演奏가 중심적 위치를 차 

지하고 樂讀는 오히려 부차척인 역할을 가진다. 즉， 어떤 樂曲의 樂讀는 그 곡의 내용 

을 傳承하기 위한 기록으로써， 그 역할은 어떤 악곡의 전수나 연주 때의 규범이라는 

범위에 그친다. 따라서 연주롤 세부적으로 극명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부까지도 고정하는 것은 본래 전숭과 연주가 가지고 있는 流動性을 생각하 

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악보에 모든 정보가 척혀 있다고 하는 생 

각을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악 

보라는 것은 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고 관여성을 가진다고 간주되는 점만을 규범 

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한면， 연주자에 있어서 「常識」에 속하는 사항， 즉 모든 연주자 

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샤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무의식중에 악보로 

부터 생략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樂讀를 解讀하고 또 거기서 音樂올 復原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은 가능성올 향상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初期 뚫똘讀의 記諸體系에 보이는 구성요소를 그 形態와 機能에 따라 분석하 

면 다음과 갈이 대벌할 수 있다. 

1. 諸字 - 漢字 또는 減筆字(字劃을 줄인 簡略字)로 쓰여 있고， 鉉을 누르는 곳을 

표시하며， 調鉉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 音高도‘나타내는 것. 

2. 記號 漢字 또는 減筆字로 되어 있고， 주로 리듬， 즉 音價(本橋에서는 音의 長短

의 뭇)및 拍子組織에 관한 것. 

3. 符號 - 圖形에 의한 표시를 의도했다고 생각되는 符號， 料線 등， 주로 奏法에 관 

한 것. 

우선 讀字에 관해서， 初期 뚫똘讀에서는 형태상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는 하지만， 어 

느 경우도 기본척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었다. <표 1)은 

F天平뚫똘諸.n， r五鉉諸.n， Ii'軟k皇좋홉똘諸.n， r f:k見宮本뚫똘調.n， Ii'經信엽筆뚫똘讀.n， r三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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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錄』의 諸字 빛 現行 뚫똘와 똘의 調字롤 대조시킨 것이다 r三五要錄』의 讀字가 현 

행의 讀字에 매우 비슷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If'五鉉讀』 독자의 讀字-第4鉉의 

「小」 및 第5鉉의 모든 諸字-에 관해서는 불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셜명하지 않겠 

다. 부언하면， 四鉉좋홉똘의 諸字가 나타내고 있는 누르는 곳은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서 

도， 현행의 연주전승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데， 五鉉뚫똘 독자의 諸字의 누르는 곳에 

관해서는 筆者의 論댔(Nelson 1986) 에 가설로써 제시한 이론에 기하여 나타낸다. 또 

참고로 四鉉 및 표鉉뚫똘의 柱制와 諸字配置圖를 표 아래에 냐타내 본다. 

〈표 1> 훌훌훌훌 古諸와 現行 똘똘 · 隻의 諸字 -훨表 

鉉 R m W v 
柱 o 1 234 o 1 234 o 1 234 10 *1234 o 1234 

天平좋흉흉讀 - π 샤 L.. Ã 1" L 1) -t ι .L l、 A 에 

표鉉諸 -r.n. 7 나 t.... ^-t ν ') t 
‘ * ..L.. ，\、 l、 1"" 에 풍 π 훌 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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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한 뚫똘諸의 讀字에 있어서 흥미깊은 점은 그 절반 이상이 隻의 讀字

와 공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筆의 讀字가 나타내는 절대음고와 뚫똘의 諸字롤 대조시 

켜 보면， B-E-A-d라고 하는 이론상의 寶똘의 기본조현울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 

제의 연주에는 여러 가지 조현법이 사용되어， 역사적으로 이들 조현법에는 많은 변화 

의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古讀의 解讀에는 조현법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불가결한 전제로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三五要錄』에는 「退

風香調j ， r風香調」 퉁 좋홉똘 독자의 調子名을 포함하는 8종의 조현법이 사용되는데， 이 

에 반해 현행의 조현법은 6종에 그치고， 또 이들에는 雅樂의 다른 樂器에도 공통되는 

調子名이 붙어 있다. 林議三은 뚫똘의 조현법의 변천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林 1962/ 

1969) 했지만， 조현법의 역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점까지 

는 밝히고 있지 않아， 이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音高를 나타내는 讀字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반해， 리듬(숍價과 拍子의 

組織)을 나타내는 記號의 경우는 초기의 악보로부터， 현행에 거의 가까운 기보법의 

양식이 확립되는 F三五要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많은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그 

러냐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관계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으로 그친다. 또 

그러한 실중은 뚫똘에 관한 초기의 자료를 망라하고， 그 기보법을 자세히 분석한 후에 

하고 싶다. 초기의 기보법에 대해서는 雅樂의 다른 악기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규칙은 

공통된다고 생각되므로， 이 뚫똘 이외의 악기의 古讀에 대해서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拍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林議三도， 캠브리지 雅樂빠究그룹도 모두 『天平똘 

똘諸.!h Ii"敎熺뚫똘讀』 또는 『五鉉諸』 등， 가장 초기의 뚫똘諸에 보이는 기보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통 크기의 讀字 1字가 1拍에 대응한다고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에 의하면 박자조칙을 가진 樂曲에서는 1讀字가 1拍을 차지해， 四拍子， 八拍子라고 하 

는 일정한 拍子型이 만들어져 이 拍子型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 曲 전체의 박자조직 

이 구성된다. 박자조직이 없는 경우_r랩合j.r懶合j.r調j.r手」의 종류-도 역시 諸字

는 1拍을 차지하지만， 규칙척으로 반복되는 拍子型이 없기 때문에 일괄된 박자조직은 

구성되지 않는다. 

한펀 r1拍」이 가진 절대적 길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林議三은 雅樂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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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눈에 려는 변화롤 보이고 있지 않다는 설율 근거로， rl 

拍」은 현재의 연주전송에서 편의적으로 rl小節」의 단위에 상당한다고 하고， 譯讀에서 

이를 옹음표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은， 초기의 단계에서 

는 雅樂의 댐포가 현행의 그컷에 비해서 꽤 빠른 것이였다고 해석하고， 譯諸에서 林議

三이 온음표로 표시한 것을 4분의 1로 축소해 4분음표로 나타내고 있다. 

댐포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拍子에 대해서 林議三과 캠브리지 雅樂해구究그룹간에 

는 보통 크기의 讀字 1字가 1拍에 해당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 中國의 연구자들은， 拍子는 그외의 수단에 의해 악보에 

표시되고 있다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갈이 잘못된 

해석에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林讓三과 캠브리지 雅樂冊究그룹에 

의한 說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보통 크기의 讀字 1字가 1拍에 해당한다고 하면， 記號는 이러한 기본적 단위로써의 

讀字의 音價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적 수단이다. 

本橋에서 다루는 악보에 보이는 記號충， 우선 첫째로 「火」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 

기호는 「火急」이라는 말에서도 유추되듯이 「짧게 하는 것」올 의미하여， 기본적 단위 

인 讀字의 音價를 절반으로 하는 기능을 가진다 r火」는 악보의 각 行의 오른쪽에 비 

키어 작게 써 넣는 諸字와 f井記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악보 3>의 『軟熺뚫똘 

讀.1<碩젊樂〉의 제 3행 아래쪽 참조). 이 작은 諸字도 또한 諸字의 音價롤 반으로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기능이 있다. 즉， 작은 

諸字는 거의 예외없이 그 앞에 놓여진 보통 크기의 諸字와 갈은 鉉위에 있고， 兩者는 

대개 1音 또는 半音 떨어져 있는 것에서 이 작은 讀字는 직전에 있는 큰 쪽의 讀字가 

構(바쩨)로 연주한 후에 그 殘響을 이용해서 왼쪽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장식적인 奏

法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은 讀字의 音價에 대해서 분명 

한 것만은 아니다. 

音을 짧게 하기 위한 기호 「火」에 대해서， 音을 길게 늘이기 위한 「引 J ， 흘려 써서 

r Ij J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이 기호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博雅짧諸』로， 그 

이전의 자료에서는 「丁」이라는 기호가 「링 IJ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丁」은 「打」 또는 「停」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어느 글자의 의미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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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止률 의미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r丁」은 後의 자료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데， 

私見으로 『博雅짧讀.J]. Ii"經信自筆寶똘讀』의 樂諸에 사용되는 「一」이라는 기호는 「丁」

올 또 한번 생략한 것이라 생각된다. Marett에의하면 『博雅짧諸』에 있어서의 「一」이 

라는 기호는 半定量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Marett 1977 : 15-18; 1978b : 177.180-

181). 우선 그것은 讀字롤 2 또는 2의 배수의 拍의 그룹으로 냐눈다. 奇數拍에 있는 

讀字의 오른쪽 아래에 쓰여져 있을 경우에는 讀字의 音價를 배로 늘이는 작용을 하고， 

偶數拍에 있는 讀字의 오른쪽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레이즈의 句롤 

냐누는 기능을 가진다. 더욱 後의 자료에서는 「一」은 r 0 J나 r • J의 형태로 악보의 

각 行의 중앙의 위치에 쓰여져 있어， 예를 들어 F三五要錄』의 일부 악곡의 악보에서 

보이는 컷과 같이 오직 讀字를 2拍의 그룹으로 냐누는 기능을 하고 었다. 이상 살펴 

본 바과 같이， 拍子에 관한 記號에 대해 形態上으로는 「丁」에서 「一」로， 또 行의 중앙 

의 r 0 J 또는 r . J로， 또 한편 機能上으로는 休止를 냐타내는 것에서부터 半定量척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서서히 이통하는 과정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리듬에 관련된 기호로써 박자조직을 구성하는 拍子型 중， 太鼓롤 수반하는 彈拍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Ii"敎煙뚫똘讀.J]<<악보 3> 참조)에는 각 行의 오른쪽에 각진 원 

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Ii"天平뚫똘諸.J]. r五鉉讀.J]. Ii"代見宮本뚫똘讀』에는 보이지 않는 

다. 또 『博雅雷諸』나 後의 많은 악보에서는 「百」이라는 문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 

마 「拍」이라는 문자의 옆을 轉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圖形에 의한 표시를 의도했다고 생각되는 付펴， 料線 퉁의 符號에 관하 

여 살펴 보면， 이것은 諸字냐 記號에 비하여 가장 풍부한 다양성을 가진다. 本橋에서 

다룬 좋홈똘讀에는 각각 고유한 부호가 보여， 각 의미는 그 부호가 척혀진 전후관계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이 부호들에 관해서는 자료에 사용 예 

도 많지 않아， 어떠한 변천을 거쳐왔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이 부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지만， 특히 中國 연구자들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한 것 하 

나만을 들어 설명해 보겠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初期의 좋흙줄讀 F天平寶똘諸.J]. Ii"五鉉讀.J]. Ii"軟煙뚫똘諸』 

에 보이는 諸字의 오른쪽의 付J맺、이다<<악보 1.2.3> 참조). r五鉉讀.J]. r敎煙끓똘諸』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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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부호는 도처에 사용되어， 諸字 전체의 약 4분의 1에 붙어 있다. 이 付펴은 후세 

의 雅樂諸에 보이는 「小拍子J(拍子型에 있어서의 拍을 냐타낸 것)와 홉사한 점에서 

拍子를 냐타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中國 연구자들은 이러한 해 

석에 기해 譯讀를 하고 있다. 그러냐 林議三이 지척하고 있듯이(林 1940/1969 : 162) , 

그렇다고 하면 〈累明樂〉 둥과 갈이 F五5玄諸』어l 수록된 곡이 후세까지 同名曲으로써 

전해지고 있는 경우， 兩者를 拍子의 관점으로부터 비교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다. 林議三은 이 付쁘을 奏法의 하냐인 退撥(카에시바찌)로 。l해했다(林 1964/ 

1969 : 252 ; 1965a/1969 : 175). 필자도 『五鉉諸d)， Ii"敎熺뚫똘讀』에 있어서의 이 付/땀、 

의 사용 예를 분석한 결과， 林讓三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틀 악보의 경우， 付‘학 

을 수반하는 讀字는 선행하는 諸字와 同-鉉상이든지， 또는 그것보다 低音域鉉상의 

어떤 것에 한정되어 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것을 가청으로 하여 中國의 연구자 

들과 같은 해석을 하면， 결과로써 생기는 族律은 극히 부자연스럽고， 拍에 해당하는 

音은 拍에 해당하지 않는 先行音보다도 언제나 音高가 낮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이유로， 付펴은 리듬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奏法에 관여된 것이라고 생각 

된다. 즉，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본적인 주법인 下撥(사게바찌)에 대해서， 付“학 

은 특히 上撥(아게바찌)을 지시하는 목척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하는 해석을 여기서 

제시하고 싶다. 

제 2장과 제3장의 설명에서 얄 수 있듯이， 林議三， 캠브리지 雅樂鼎究그룹， 中國의 

연구자들에 의한 解讀鼎究의 결론은 三者가 각각 다르다. 이것은， 林讓三이 雅樂의 연 

주관습은 역사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하여， 캠브리 

지 雅樂昭究그룹은 일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한편 中國의 학자 

들은 日本의 雅樂이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의 中國의 音樂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 컷에 

서 기인한다. 이러한 相異보은 三者가 각각 시도한 譯諸에 여실히 나타나 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雅樂 古讀의 「解讀」과 그에 의한 「復原」과의 관련에 대해 

서 부언해 두고 싶다. 예를 들어， 考古學상의 도자기의 復原의 경우， 발굴된 실물의 

단펀과， 그것을 보충하여 완전한 도자기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여 

첨가되어진 부분은 각각 명확히 식별될 수 있다 r音」이라고 하는 素材롤 사용하면， 

도자기 의 경우와 같이 「實物의 部分」과 「想像에 의한 部分」을 시각 또는 촉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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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일의 시공간 내에서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復原된 音樂에 있어서 「實物의 

部分」과 「想像에 의한 部分」은 혼연일체가 되어 時間의 흐름속에 존재하고， 兩者를 

청각적으로 식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解說을 첨가하거냐 연주 자체를 

연구하는 풍의 수단을 통원하지 않요면 안된다. 즉 r解說」이라고 하는 과학척 실중의 

연장선상에 「復原」을 두려고 한다면 r復原」에 있어서의 「實物의 部分」과 「想像에 의 

한 部分」은 어떤 형태로 명확히 되어질 필요가 있어， 今後 점점 활발하게 될 古諸로 

부터의 復原에 즈음하여 이 問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復原」의 핵을 이루는 것이 「解讀」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r解讀」에 과학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解讀」의 기초부분을 이루는 文厭資料에 관한 절차단계에 엄 

밀한 文厭的 方法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에 의해서야 비로소 古諸를 

둘러싼 연구는 歷史學상에서 그 위치를 확실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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