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雅훌 

II. 倚훌 
ill. ÆIl과 빠훌j의 태 동 

周案時代1)

〈目 次〉

IV. 周代의 악기 

장 회 선譯2) 

(군산대학교 강사) 

v. 음계의 확립과 그 발전 

기원전 12셰기 말엽 주나라 무왕(武王)은， 상(商)왕조률 멸망시킴과 동시에 그 동안 

유지되어왔던 노예제도률 폐지하고 또 은(股)왕조롤 통치했던 잔존세력마저 몰아낸 

후 주나라를 세웠다. 이에 따라 광대한 영토는 모두 왕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른바 

“하늘 아래 모든 땅이 왕의 영토이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 “하늘 

에 해가 둘이 아니듯이， 땅위에선 왕이 둘일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子의 친족과 추종자 및 武王이 (은나라의) 約왕을 정벌할 때 혁명에 

참가하거나 지지했던 각 종족의 추장들은 모두 작위와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왕실올 

옹호하고 주나라 천자의 명을 받드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다. 주 왕조 당시의 농업생 

산량은 은나라(商族)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했으며 농기구 또한 한충 발전되었다. 새 

1) 周奏부터 明淸에 이르기까지의 옴악사가 기술된 이 글온， 필자 沈知白(1904-1967)이 上海音樂
뽑院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록한 《中園音樂史>의 상째한 개요이다. 책의 순서는 周 · 奏시대， 
漢·짧시대， 南北朝·隔·康시대， 宋·遺·옮시대， 元대와 南·宋， 明 ·濟시대로 이루어져 있다. 
펼자는 전권에 걸쳐서 매우 간철한 문장으로 그 요점율 정확히 지적하였으며， 어떤 옴악사 
척 사실에 대해셔는 자신의 견해흩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심지백용 그밖에도 〈中園홉樂史:> 

〈元代雜훌u與南宋數文:> <:西洋音樂流傳中園考略:> <:中園音樂， 詩歌與和훌X 둥을 저술하 
였고，<:民族音樂짧:><:配器法:> 외에도 여러편율 번역하였다. 

2) 이 글은 《中園音樂史鋼要:>(沈知白 著， 上海文훌出版社， 1982) 중 일부(pp. 7-32)률 발빼하 
여 번역한 글이다. 역자는 이해률 돕기 위하여 각주톨 덧률였다. 각주에는 인용푼의 원천율 밝 
히는 작업올 곁들였으며， 국역악학궤범 II(민족문화추진회， 1980)과 中國숍樂詞典(Á民홈樂出版 

社， 1985), 中園音樂詞典뺏編(Á民音樂出版社， 1990)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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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계충이 지배하는 봉건제도는 바로 ‘토지사유제도’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 위에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봉건영주는 이전의 제도와 문물올 이어 받았으며， 아울러 봉건 

제도와 상용하는 문화를 창조하였다. 음악방면에서 그들은 또한 이전의 樂曲， 樂舞，

樂器를 받아 들이고 다시 정리 • 개선하여 찬란하고 새로운 음악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봉건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올 주었으니， 당시에는 진보 

척이고 궁정척인 영향을 끼쳤다. 

주나라의 봉건영주는 음악을 오락물로 여기고， 종묘의 제사와 조정의 연향 퉁에 사 

용했을 뽑만 아니라， 성대하고 매우 번잡한 전례(典禮)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 

였다. 주나라의 제도에서 옴악은 교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백성올 다스리는 권력’올 지닌 사랍들의 전유물이었다. 다 

시 말해셔 오로지 공경대부(公椰大夫)의 자제들(國子)을 위한 봉건적 도덕교육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체의 전례 자체는 윤리척 교육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樂 正 : (악덕(樂德)으로써) 네 가지 기술을 숭상하고 네 가지 가르침을 세워서 

선왕(先王)을 따라 詩 • 홈 • 禮 • 樂3)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봄 • 가올에는 예와 악으로 

써 가르치고， 여름 • 겨울에는 시와 서로써 가르친다，" (~禮記 • 王制:>)

“大司훌 : 악덕으로써 國子를 가르치니， 中， 和， 紙， 庸， 孝， 友4)라 한다. 악어(樂 

語)5)로써 국자롤 가르치니 興， 道， 調， 調， 語6)라 한다. 악무로써 국자를 가르치니 

雲門大卷， 大威， 大觀， 大夏， 大灌， 大武라 한다，7) (~周禮 • 春홉:>) (“회노애락이 발 

하지 않은 것올 中이라 하고，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올 和라 하고， 中하고 和한 후 

에 체득하여 지극히 성실하게 된 것올 紙라 하며， 지극히 성실하여 일상언행에 관 

철되었올 때를 庸이라 한다. 느낌이 사람의 마음올 표출시키도록 하는 것올 興이라 

하고， 사물에 기탁하고 유사한 것올 인용하여 흥이 일어나는 것을 道(導)라 하고， 

온화하고 여유로우며 중화로써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일컬어 調이라 하며， 소리로 

3) 션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이라는 뜻으로 일컬어 四훌라고 한다. 
4) 中훌忠也 和剛쫓遭也 흩￡敬 .有常-& 善父母日孝 훌兄弟日友 13經 《注빼板本:> 중온 충과 같 
온 의미이고， 화는 강과 유의 조화률 이륨이며， 저는 공경함외 뜻이고， 용이란 항상 변함없는 
것율 뜻하며， 부모에게 잘 하는 것융 일러 효라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한다. 

5) 노래의 가사 
6) 興者 以홈物빼善훌 遺빼日導 導者 言古以빼今也 倍文B짧 以활節之日調(=짧) 發端日言 흩述日語. 

7) 률門大卷， 大威， 大짧， 大夏， 大훌， 大武은 황제， 요임금， 순분공， 하의 우임금， 상의 당임금， 주 
무황율 각각 찬양하기 위한 악무로서 그 서열은 위와 같다， (때4쭉의 六代之樂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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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절주롤 맞추는 것을 일컬어 짧이라 하고， 자신의 마옴에 쌓아둔 것을 스스로 말 

하는 것을 폼이라 하며 말함으로써 다른 사랍과 더불어 서로 주고 받는 것율 語라 

고 한다.") 

주 왕조의 제도에 대하여， 우리들은 주로 <周體>와 <禮記>， 두 서척에 의존하는 

데， 전자는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후자는 한대(漢代)의 하간(河 

間)외 헌왕(없王)이 당시의 자료룰 수집·편찬하여 만든 것으로， 둘다 유가의 정치사상 

이 두서없이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올 모두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된 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에서 제사와 연회 및 기타 전례에 사용했던 民歌， 樂舞에도 명확한 계급성 

이 보인다. 

“천자는 8일무률 사용하고， 제후는 6얼무률 사용하며， 대부는 4일무률， 선비는 2일 

무를 각각 사용한다."(<左傳>) 

“대부는 까닭없이 걸어둔 악기를 거두면(옴악을 그만두어서는 : 微應) 안되며， 션비 

는 이유없이 금술을 타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된다."(<禮記>) 

“무릇 射禮8)에 왕은 추우(騙盧)9)로써 절도훌 삼고 제후는 이수(裡首)10)로써 철도 

롤 삼으며， 대부는 채빈(종鎭)11)으로， 선비는 채번(짖뚫)12)으로써 절도률 삼는다.13)" 

1. 雅 樂

주나라 천자는 정치척으로 최고의 권위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악과 정벌온 천 

자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 왕초가 제정한 음악， 즉 소위 아악 가운데 중 

요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8) 王室에서 행하던 의식의 일종. 
9) 곡명 ζ詩經 · 집南>. 

10) 곡명.<:春官 • 樂師:>.
11) 7)과 같융. 

12) 7)과 같음. 
13) <:周禮 • 春官 · 實伯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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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六代之훌 : 코門(흩帝). 大威(훌). 大路(훔). 大I(홉). 大흘(成邊). 大武(武王)14)

이러한 여섯가지의 대규모의 천혜옴악온 詩 • 歌 • 舞 • 樂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그 목척올 보면 어떤 것온 천지산천에 제사률 드리고자 한 것이고， 어떤 것온 정 

치의 공명성과 융성함을 과시하거나 문덕과 무공율 찬양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전례에 참가한 귀족자제들로 하여금 철도에 맞는 행동올 하여 장중한 용모와 바른 몸 

가짐을 얻고， 나아가고 물러섬이 가지런하게 됨으로써 마옴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온 

화하며 항상 보고 들어서 저절로 익숙해지니 곧 자연스레 봉건적 윤리 교육의 감화률 

받도록 하는데 있다. 六代의 음악은， “화평한 덕올 펴서 널리 알리는 것”으로써 主冒

롤 삼는다. (임금파 신하는 가르첨으로 화합하고， 어른파 어린이는 순서률 쫓아 화합 

하며， 父子와 형제는 친애로 화합한다.) 

“詩는 그 뭇올 말하는 것이고， 歌는 그 말을 노래하는 것이고， 舞는 그 몸올 옴직이 

는 것이다."15) 

六代의 악무자(樂舞者)는 양손에 기물올 들어 엄숙하고 장중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무(武舞)는 千(간). 威(척). 樓(탕)， 덩(궁). 失(시) 둥올 들고， 문무(文武)는 홉(약). 

題(적). 홉(노)， 隔(도) 둥을 들어 빼(독). 雅(아)로 음악에 맞추고， 相16)， 節로써 춤에 

맞춘다.1꺼 이런 것들온 모두가 전례에 사용되는 기물(器物) 또는 예기(禮器)이며 춤을 

출 때가 아니고는 쓰이지 않았다. 

六代의 옴악은 동작이 느리고 소리의 높낮이도 평정하며 편안했을 것임에 틀림없는 

데，<樂記〉에서 말한 바와 같다. “樂은 안(中)으로부터 나오고 禮는 밖(外)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악이 안으로부터 나온 고로 고요(靜)하며， 예는 밖으로부터 만들어지므로 

문채(文중)18)가 었다. 大樂은 반드시 쉬우며， 大禮는 반드시 간단하다" 

14) 악융 <6악으로〉나누어 그 서열율 매겨 奈하고 享하며 frE한다. 훌下에서 황총궁올 연주하고 
堂上에서 대려궁융 연주하고 운문의 춤을 추어 천신율 frE한다. 태주궁을 연주하고 용총궁을 

노래하고 함지의 춤율 추어 地뚫에 奈한다. 고션올 연주하고 남려률 노래하고 대소의 춤을 
추어 四望을 je，한다. 유빈을 연주하고 함총즉 임총올 노래하고 대하의 춤을 추어 산천을 흉 
한다. 이칙을 연주하고 중려롤 노래하고 대호의 춤을 추어 先批훌 향한다. 무역을 연주하고 
협총을 노래하고 대무의 춤올 추어 先祖롤 향한다.<::周禮·春홉* 

15) <::樂記·榮象〉
16) 옴악의 가락을 맞추는 악기 〈禮記:>.
17)<::禮記 • 樂記:>.
18) 아룡다운 모양이나 화려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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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척 상황올 노래와 춤으로 나타내는 것은， 장엄하고 숙연하며 안정되고 화해로훈 

분위기훌 조성하고， 몸소 체험한 사랍의 숭고하고 장려한 감각을 이끌어 낸다. 공자는 

봉건제도롤 적극 옹호했던 사람이었으므로，<大關>， <大武>롤 듣고 깊용 감동을 받 

으며 칭송올 그치지 않았옴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그는 齊나라에서 <짧樂〉 

올 듣고 그야말로 “삼개월 동안 고기맛을 몰랐다"19)고 전하며 또 〈짧樂〉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大武〉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낮아서， 

지극히 아름답기는 해도 지극히 선한 것에는 이르지 못하다고 했다.<大武>는 무왕 

이 M왕올 정벌하는 것올 형상화한 춤(武舞)인데 소매를 들어 올리고 발올 동동 구르 

며 창과 방패를 들고서 세차게 찌르는 모습올 나타낸 것으로， 아마도 공자는 이렇게 

눈부신 무공의 악무가 <大留>만큼 충분히 ‘화명의 덕’올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 

겼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 듯 하다. 이것으로도 공 

자가 음악올 비평할 때 도덕올 척도로 삼았다는 것올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특히 도 

덕적인 생활속에서 옴악이 부지불식간에 끼치는 감확작용올 중시하였다고 하겠다. 

2. 房中業

방중악온 궁중에서 연주되던 가곡으로， 종 • 경은 사용하지 않았고 금과 슬만올 반 

주로 하여 왕비가 민간으로부터 채집한 시편을 노래하여 국왕을 섬기는데 사용하였 

다. 이것은 봉건제도하의 남폰여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방중악은 바로 궁중의 연악 

(熟樂) 혹은 실내악이다. 

3. 詩 훌 

주왕조에는 민간에서 가요룰 채집해오는 관칙이 있었는데 태사(太師)가 바로 음악을 

관장하던 대악관(大樂官)이다. 천자가 제후국으로 순례시찰올 나갈 때 태사는 바로 그 

곳에서 민간가요를 채집하여 국왕이 그 가요들로부터 각 지역의 민칸풍속과 정치교화 

의 득실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민간가요는 잘 손질되고 채용되어 

의식에 적절한 시편으로 만들어졌다.<시경〉 속의 시편중 대부분이 민간가요로부터 

19) <:꿇語 • 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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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것이다. 15국풍중 가장 후대의 風詩는 진영공(陳훌公) 때의 시이며， 이 후 새로 

운 시편은 더 이상 없었다. 당시는 바로 주 천자가 정치적으로 위세가 꺾여가던 시기 

로서 각국의 暴#전쟁때이 날로 극심해져서 시를 채집하는 일이 이마 중단되었지만， 

〈시경〉에는 봉건통치자가 지은 궁중가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사랍은 즐거 

옴이 없어서는 안되고， 즐거웅은 형체가 없옴을 견디지 못하며 형체가 있으나 도가 되 

지 않으면 문란해지게 마련이니 선왕은 그 문란함올 부끄러워하여 雅 • 짧의 소리를 

제정하고 그것을 인도하였다. 그 소리로 하여금 즐거워할 만하나 방당하지 않도록 하 

며 그 문채(文중)로 하여금 논할 만하나 내버 려두지 않도록 한다."(~禮記 · 樂記:>)

〈시경〉 속의 시편은 읍악의 성격과 양식에 따라서 셰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風> 대부분이 東周시대 전기의 작품이며， 西周시대의 작품도 일부 었다. 이 

들 각 나라의， 풍요(園諸)들은 모두 농민의 사상과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민간생활에 

대한 묘사가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어 문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2) <雅> 조정연회의 노래(樂歌)로서 봉건지배계급의 사상과 의식올 대변한다. 

〈大雅> <小雅>는 서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서주의 정치적 홍망과 쇠락올 서술한 

역사시이다. 

3) <짧> 종묘제사 때 사용되는 악무로서 先代의 통치자의 업척올 노래로 찬양하 

고， 當代의 홍치자의 권세훌 더욱 공고히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가사는 

내용이 빈약하고 단조로와서 사랍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단지 어느 정도의 역 

사적 의의를 지녔올 뿐이다. 

〈雅>. <짧〉은 대체로 4자 1구로 되었으며， 지배계급이 만들어 낸 시편임이 분명 

하다.<짧〉의 구 말미에는 운올 사용하지 않았는데， 王園維는 <領>의 성조21)가 무 

용의 동작에 척합하고 절주22) 또한 매우 완만하였으므로 운 또한 그 역할을 앓어버 

려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여겼다.<國風〉의 시편은 구의 맨 뒤에 “兮"23)롤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노래률 부률 때 말올 길게 늘였던 그런 어투의 일종이 

20) 합병전쟁. 
21) 성조는 혼이라든가 옴조 시가문학에서는 옴활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글의 내용상 가락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리듬과 박자. 
23) 고대 시가에서 많이 쓰이던 조사로서， 현대 중국어의 ‘뼈’ 또는 ‘땅’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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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허사로부터 우리는 〈風〉과 〈雅>， <領〉의 성조가 다른 것율 구분할 수 

있다.<雅〉와 〈짧>온 옴악이 따르는 시(樂詩)이며，<風〉온 본래 가사만 읽는 시(徒 

詩)이자 민간가요이다， 

이 민간가요가 지배계급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들 원래의 곡조대로 불렸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하다. 필자는 지배계급이 궁중이나 혹은 조정에서 분명히 

민간의 곡조률 사용하여 이 시편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률 수집하먼 

태사도 민간의 곡조까지 아울러 채집하지는 않았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배계급은 틀 

림없이 〈雅> <領〉의 성조나， 혹온 그와 유사한 성조률 사용해서 가요들을 불렀을 

것이다. 

진양(陳陽)온 말했다. “적절한 노래라면 짧은 여유롭고 고요하며 大雅는 크고 고요 

하며 風온 바르고 고요하니 ... 소리는 고요(靜)한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이것이 風 · 

雅 • 領율 노래할 때 고요함에 그 근본을 두는 까닭이다." (<{樂書>) 각 나라 민요의 

성조는 이미 본래의 풍격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雅> <領〉과 비교했올 때 철주와 

속도에서 약간 구별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史記}>24)에서 이르기률 “옛날의 시 3천여 편 중 공자에 이르러 의식에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禮農에 합당한 것율 취하였다 … 305편온 공자가 모두 반주률 하면서 

노래로 부름으로써 〈짧> <武> <雅> <짧〉에 척합한 소리훌 구했다고 했다.정) 우 

려는 이러한 인용으로부터 공자가 시롤 가려 뽑온 목적과 그가 일련의 시편돌융 노래 

로 부률 때 사용한 성조률 명확히 알 수 있다. 민요는 때때로 절주와 형식의 완전함 

을 위하여 중첩되는 어구률 사용하여야 했고， 게다가 각 나라의 민요는 어느 정도 대 

동소이했을 것이므로， 공자는 가사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중， 중복되는 시구나 시편을 

삭제해 버리고 〈雅> <題〉의 체제와 부합하고 예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雅> <領〉의 성조률 사용하여 민간에서 채집한 시(徒詩)률 노 

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공자가 불렀던 노래는 그 자신이 독창척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지배계급이 노래부르던 것을 본딴 것이다. 역대의 지배계급은 모두 민 

간으로부터 취한 것올 근거로 하여 그들의 옴악을 만들었다. 민간의 옴악이 그들에 

24) ~史記 · 孔子世흥:>. 
25) ~뻐詩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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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개작되고 지배계충을 위해 쓰이게 되자， 본질마저 변하여 지배계급의 “性情에 

맞는 物(性精中物)"이 되었으므로 속악(洛樂)은 궁중으로 들어가 大雅26)의 위치에 오 

르자마자 바로 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4) 며賣之뿔 : 주나라 종묘옴악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四훗之樂이 

란 것이 었다(즉， 健Å， 羅樓씨， 蘇師가 판장하던 악무). 周의 천자는 사방의 오랑캐들 

의 옴악올 수용하여 조정이나 종묘에서 연주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무용올 빛내 

고 위세를 떨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올 통해서 그는 자신이 광활한 영 

토와 통치세력올 보유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政治數化가 주변 오랑캐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 가는 것올 나타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의 위세 아래 굴복하게 하였다. 

“훌훌樓씨는 사방 오랑캐의 읍악과 그 노래(聲歌)률 주관하여 제사 때에 피리롤 불며 

그것올 노래했고， 연회 때에도 그와 같았다. (註:사방 오랑캐의 음악중， 동방의 것올 

매(韓)라 하고， 남방의 것올 임(任)이라 하며， 서방의 것을 주리(珠屬)라 하고， 북방의 

것올 금(禁)이라 한다.)껑)"(~周禮 · 春官~) 그러나， 그 당시 漢族의 점령지역도 그렇 

게 넓은 것이 아니어서 소위 蠻행奏秋28)이라는 것도 변방에 있는 지역과 문화가 뒤 

떨어진 곳을 지청하는 것일 뿔이다. (당시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올 “夏”라 하 

였고，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민족올 “華”라 하였으니 華와 夏를 합쳐 中國이라 하 

였다.) (泡文爛의 《中國適史簡編~)

위에서 말한 옴악들온 모두 지배계급 즉 남올 다스리던 사랍들(治A者)이 향유하 

던 것이다.~樂記§에서 “樂은 倫理와 통한다. 고로 聲올 알고 音올 모르는 것은 짐 

숭과 같다. 音을 알고 樂올 모르는 것은 명민이다. 오로지 군자만이 樂올 알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리고， 옵악온 移風易洛29)의 큰 역할올 하고， 修齊平治30)한 도에 큰 

도옴이 된다고 여겨졌으므로 “樂(음악)과 政(정치)온 통한다라거나， “樂올 알고 난 

연후에 政올 알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통치률 받는 백성들 

은 대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소위 “빽성올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음악 

26) 궁중용악. 
27) 言與其훌歌 則ji;榮者호於舞 @周i훌 • 春管:>.
그 노래와 더불어 말한 것은， 악율 이률 때 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8) 南훌， 西決， 東종， 北%으로 사방의 오랑캐롤 이르는 말. 

29) 풍속올 바꾸는 것. 
30) 修身齊家治園平天下.

- 208-



올 알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31)라고 하였으니 이런 아악을 누릴 수 없었옴은 물 

론이다. 

II. 倚 樂

봉건영주들이 제정한 아악과 대립된 것은 민간에서 유행하던 속악이었으며， 그 중 

가장 전형척인 것을 공자와 유가는 “鄭衛之聲”이라 불렀다. 鄭·衛의 聲이란 도대체 

어떠한 옴악인가? 

呂民春秋， 左傳， 樂記， 論語 둥에 나오는 속악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그 당 

시의 속악， 특히 鄭 • 衛의 聲은 성품이 지극히 그대로 드러나는 정열적인 옴악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랍(歌唱者) 역시 대부분이 어린소녀인데 그들의 노 

래소리는， 그들의 융기나고 부드러운 피부와 청결한 치아， 수려한 용모와 유연한 자태 

와 어우러져， 매우 유려하고 구성져서 농민의 진지한 감정과 봉건예교에 저항하는 정 

서를 매우 감동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손발로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악기를 사용해 급박한 리듬과 생기발랄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당시의 속악이 분명허 막강한 세력으로 각 나라에 퍼쳤옴을 알 수 있다. 그 

렇지 않다면， 유가가 속악올 어찌 홍수나 맹수처럽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올 극 

도로 혐오하여 힘써 매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어찌하여 속악이 “본성올 해치는 

도끼”이며， “色으로 음탕해져 德올 해친다”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꼈는가? 

춤추전국시대에 周나라 천자는 위신올 지키기 어렵고 제후에 대하여도 이미 자신 

의 정치적 영향올 상실하게 되어 겨우 이름뿐인 최고의 봉건영주에 지나지 않았다. 

강대한 제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률 확장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 왕자니 패 

자니하여 해마다 暴井戰爭이 끊이지 않는 국변하에서 봉건제후들은 모두 호화롭고 사 

치스런 생활올 했으므로 “왕실에 충성하는” 둥의 윤리관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 

다.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봉건통치계급의 도덕교육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中正和平한 

아악과 악무에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 없었다. 공자시대에 노나라의 악관들도 이미 

31) <::論語 • 泰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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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훌어지고 아악은 이미 西周시대의 그 위상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太

師 훨는 제나라로 가고 亞飯 千은 초나라로 가고 三飯 線는 채나라로 가고 四飯 缺은 

진나라로 가고 鼓32) 方됐은 하나라로 들어가고 播앓33) 武는 漢中으로 들어가고 小師

陽과 훌용聲34) 훌훌은 해도로 들어갔다，"(~論語 · 微子}>) 사치가 극도에 달하고 멋대로 

요역올 부과하고 무거운 세금올 징수하는 제후들 뿐만 아니라 현명하다고 여겨지던 

제후들 -예률 들어 위령공， 진문공， 위문후， 제선왕- 조차도 전혀 거리낌없이 소위， 

“今樂(당시의 음악)"， “新樂 “鄭 • 衛의 음악" “세속의 옴악”돌올 무척 애호하였다. 

“師消은 위령공시대에 태어나 역대의 음악올 모방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곡올 만 

들어 옛 옴악을 대신하였는 바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이렇게하여 사절기의 음악이 

있었으니 '" 훌公 앞에서 연주하였다. 영공은 감정올 탐념하고 미혹하게 되어 政事도 

잊었다，" (~始遺記}>)

“홉平公은 음악을 좋아하였다. /11훌數35)올 많이 거두어 성곽을 짓게하고 감히 간언하 

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하니 백성들은 이를 근심하고 … 쯤犯은 말하기률 … 곧 

돌아다니며 각지의 흙은 흙율 다 끌어모아 성궐올 높이 짓게 했다 성곽의 기둥과 

대들보는 비단옷올 걸쳤으나 백성들은 베옷도 입지 못하였다 광대돌온 남아 도는 

술이 었으나 선비들은 목말라 죽었다 ... 백성를온 굶주련 기색이 역력했으나 말에게 

는 먹올 여물이 있었다 … 가까운 신하는 칸언하지 않았으며 멀리 있는 신하는 가까 

이 가려 하지 않았다… "(~設짧}>) 

鏡文候가 子夏에게 말하였다. ‘왕관올 가지런히 하고 옛 옴악올 들으면 오직 누워 

잠이 들까 걱정스러우나， 정 • 위의 음악을 플으면 지루한 줄 모른다 …’ 자하가 대답 

하였다. ‘이제 무릇 새로운 음악이란 나가면서도 구부리고 물러나면서도 구부리고(進 

冊退뼈)， 간사한 소리가 훌러넘치고 빠져 들어 그칠 줄 모릅니다. 광대나 난장이에 이 

르러서는 원숭이처럼 남녀가 뒤섞이고 父子의 구별도 없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말할 

것도 없고 옛 것율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옴악의 모습입니다.’(~樂記}>) 

齊宣王이 맹자에게 말하였다. “ 과인은 先王의 음악올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아닙 

32) ‘북율 두드리는’의 뜻. 
33) ‘소고률 혼드는’이라는 돗. 

34) ‘정쇠훌 치는’의 뜻. 
35)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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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져 셰속의 옴악율 좋아할 뽑입니다."(<굶子:>) 맹자는 이말을 듣고 齊宣王에 

게 〈大觀〉률 듣고 “鄭聲율 버리라”고 적극 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종의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며 말했올 뿔이다. “지금의 옴악은 옛날의 옴악에서 비롯된 것이다"36) 우 

리는 당시의 아악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엉망이었다는 것올 알 수 있으며， 맹 

자조차도 시대가 변하고 풍조도 이미 변한 것올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런 齊宣王

의 마음에 영합하여 그롤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예악 

이 붕괴된 훈추전국시대에 비록 쁨家는 周나라 왕실의 봉건통치정권올 옹호하기 위하 

여 아악을 숭상하고 속악올 배척하였고， 題子는 음악이란 “백성들로부터 옷과 옴식을 

빼앗는 것이다"37)라고 하여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혀 정치에 백해무익하다고 여겼 

고， 또 노자와 그의 신봉자들온 음악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올 완전히 부정하고 “죠音 

온 사람들의 귀률 멀게 한다”고 하거나，$) “형체가 없는 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다 “소리없는 樂이 가장 뛰어난 음악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철학자의 언급 

온 다시금 활기차게 발전하는 속악에 대하여 별로 강력한 억제력이 되지는 못했던 듯 

하다. 게다가 각국에서 걸출하고 저명한 옴악가들이 여렷 나왔다는 사실로 볼 때 속 

악은 널리 민중에게 유행했을 뽀 아니라 지배계급 사대부계충에도 모두 강대한 세력 

을 넓혀 나갔옴올 알 수 있다. 

1. 伯 牙

“백아는 금을 타는데 뛰어났으며 총자기는 듣기률 잘 했다. 백아가 금을 타면서 높 

온 산을 오르려는데 뜻올 두었다. 그러자 종자기가 말했다. ‘좋구나! 바다의 망망함이 

장강과 황하 같구나’ 백아가 생각하는 바률 종자기는 반드시 헤아렸다. 백아가 태산의 

북쪽에서 노니는데 갑자기 폭풍우률 만나 바위 밑에서 머무르니 마옴이 셔글퍼져 이 

내 금올 끌어다가 어루만져 탔는데， 처음에는 장마비의 곡조를 타다가 다시 무너지는 

산의 소리흘 만들어 냈다. 곡을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는 그 정취를 바로 혜아렸다. 백 

아는 이내 금 타기률 그만두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좋구나! 그대의 들으려는 그 뭇이 

36) 今樂 世%之樂， 古樂 先王之樂(<:굶子X朱*集註). 

37) 以此 훌奇 民 衣食之射 仁者했廣也 〈훌子 • 非樂論上:>.
38) <老子 • 遭德， 第十二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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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옴과 갈도다. 내가 어디에 소리톨 감추겠는가χ〈列子)>)39) 이러한 전껄이 비 

록 실제보다 과장되었을지라도 척어도 그 당시의 악기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 

옴올 설명하는 것이다. 금의 곡조인 〈流水操> <水仙操〉는 후세에 이르러 백아의 작 

품으로 위탁때)되었다.<拖蘭><魚山> 둥의 곡조도 결코 공자의 작품이 아니다. 

2. 高뼈萬 

奏나라가 천하률 통일하여 황제로 호청올 바꾸고， 태자퓨과 해빼가 거느리던 객을 

수색하자 그들은 모두 달아났다. 고점리는 이름올 바꾸고 다른 사랍의 고용인이 되어 

宋子라는 마을에서 숨어 지냈는데 한참을 지나자 일하는 것이 고달왔다. 이 때 주인 

집 당상에서 객이 짧올 타는 것올 듣고는 그 부근올 맴돌면서 떠날 줄올 모르고 객이 

나올 때마다 중얼거렸다. ‘저 사랍은 잘 타는 데도 있고， 잘못 타는 데도 있군.’ 종이 

이를 주인에게 고해 바쳤다. ‘저 머슴이 음악을 아는지， 숨어서 명올 합니다.’ 집주인이 

그를 불러 앞에서 촉을 타 보도록 하니 한 자리에 있던 사랍들이 모두 잘한다고 칭찬 

하며 술올 내려 주었다. 이제 고점리는 오래도록 세상올 피해 숨어 살면서 위축되고 

곤궁한 생활올 계속하면 한이 없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자리에서 물러나 짐속에 

서 축올 꺼내어 의복올 갖춘 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앉아 있던 객들이 일시에 

모두 놀라 자리에서 내려와 그에게 대둥한 인사를 한 후 상객으로 모시고 축올 타면 

서 노래률 부르게 했다. 이것올 듣고 감격하여 눈물올 흘리지 않은 객은 한사랍도 없 

었다. 송자융 사랍들이 이 소문올 전해듣고 차례로 그를 초청하자 그 소문은 곧 진시 

황에게까지 알려졌다. 시황제가 그를 불러 인견하니 그를 알아 보는 사랍이 말했다. 

“이 사랍은 萬漸홉입니다" 시황제는 그가 짧올 잘 타는 것올 아깝게 여겨 최톨 사변 

하는 대신 말똥의 연기로 눈을 멀게 하여 축올 타게 하니 그 솜씨를 칭찬하지 않는 

사랍이 없었다. 점차 황제률 가까이 하게 되자 어느날 고점리는 납덩어리를 축안에 

집어 넣고서 다시 그에게 접근하여 축올 들어 황제를 내리쳤으나 맞히지 못했다. 결국 

진시황은 고접리률 죽이고 다시는 제후국 사랍들올 가까이 하지 않았다.(<:史記)>)41) 

39) <:列子 • 編問:>.

40) 後世의 것융 전대 유명인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 
41) <:史記 • 刺客列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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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촉을 연주하는 솜씨는 분명 사랍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것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진시황제 역시 그의 죄롤 용서하고 사면하지 않았올 것이고 그도 진시황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춘추시대 노나라 악관인 師훌， 진나라 악관인 師購， 위나라 악관인 師消， 師經은 모 

두 뒤어난 음악가들로서 그들은 탁월한 연주기량올 지녔올 뿐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만들 어 내는 재능도 겸비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오， 월， 형， 초나라 둥에서는 악기반주롤 하지 않고 노래률 부르는 

‘徒歌’가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도가는 “가요형식”이기도 했고 “옳조리는 형식(哈뼈)" 

이기도 했는데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 n昌和형식으로부터 발전하여 “相和歌"42)가 되었 

다. 屆原의 <楚離>도 역시 무반주 형식으로 노래한 장편의 시가이다. 이 무반주 노 

래인 도가는 분명히 소리를 길게 늘인 옮조림으로， 근세 문인이 옳올 때 사용하는 곡 

조(聲股)에도 여전히 고대 도가의 유풍이 남아 었다. 전국시대 민간에서는 이미 전문 

적인 성악가(歌唱豪)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단지 도가만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이도 

있었다. 

“周나라가 쇠퇴할 무렵 奏f륨이라는 노래를 잘하는 사랍이 있었는데 홉￥훌훌은 그에게 

민요를 배우다가 춤의 기예률 다 터득하지 못하고 사직하고 돌아갔다. 청이 교외에서 

전별하면서 節올 치고 슬프게 노래률 부르니 그 소리가 숲의 나무를 진동시키고 떠가 

는 구름을 멈추게 했다. 셜담이 마침내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고 수업올 마쳤다. 또， 

韓願라는 사랍이 동쪽 제나라로 가서 獲門에 다다랐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노래률 팔 

아 밥을 벌어 먹었다. 얼마후 그가 떠나자 남은 소리가 대들보를 감돌며 삼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주위의 사랍들은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여판을 지나다가 

여관사람이 그률 욕하자 한아가 소리를 늘여 슬프게 곡을 하니 온마을 사람들이 어 

른， 아이할 것 없이 모두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삼일 동안 먹지률 못했다. 그래 

서 황급히 그률 쫓아가니 한아가 돌아와서 다시 소리를 늘여 노래하였다. 그러자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기뻐하며 손빽올 치고 춤올 추니 스스로도 어쩔 줄 모르고 이전의 

42) ~宋홉 • 樂志X에 보면 상화는 絲竹更相和 .A훌相和라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악기로 연주되 
어지거나 사람의 목소리로 합창하여 화옴율 이루므로 ‘상화’라 하였다. 상화가사는 각 지방의 

洛樂이며 그 가사내용은 대부분 빽성툴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악부시 중에서도 가장 뛰어 

난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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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폼을 잊었다. 그래서 후하게 사례률 하고 보냈다. 그러므로 옹문의 사랍들이 슬픈 

노래률 부르는 데 뛰어난 것은 한아가 남긴 소리탓이다쩌) 위나라 사랍인 王쳤는 밟 

州에 거주하였는데 노래를 잘 불러서 河西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감화되었다. 체나 

라 사람 線關는 高庸에 거처하였는데 제나라의 오른쪽 지역에서 또한 그 재주롤 전수 

하였다. 전한의 盧公이라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여 대들보위의 먼지를 럴어 낼 정도였 

다. 이와 같은 부류를 모두 徒歌라고 한다. (~宋書 • 樂志:>) 진청， 한아， 왕표， 면구 

모두 도가롤 잘 하였으며 게다가 노래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로， 당시 도가의 인기 

와 번성 그리고 노래에 대한 사랍들의 애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ill. 포風과 職빼j의 태동 

초기 봉건통치계급이 향유한 歌舞는 모두 종교적 성격을 띤 의식에서 변화 • 발전한 

것으로 이러한 의식은 다시 민간 집단무용의 원시적 형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처음에 

무용을 연기하던 사람은 대체로 숭려였으며 “늘 궁중에서 춤올 추고 궐내에서 술마 

시며 흥에 겨워 노래한다"(~尙書:>)는 것올 周이전에는 소위 “포風”이라 하였는데 

고대의 Æ는 가무로써 신을 섬겼으며 또한 가무로써 직업을 삼기도 했다. 공자시대에 

는 선에게 제사지내는 가무의 형태가 여전히 존재했으나 가무는 한편으로는 귀족들 

이 즐기는 일종의 유회로 변모하기도 하였다.Æ風은 주나라 말기 전국시대， 특히 초 

와 월 두 나라 사이에서 매우 성행하였다. 초나라 남부지방 사람들온 귀신올 믿었는 

데 항상 제사 때 가무로써 여러 신들올 즐겁게 해 주었다. 왕국유는 말하기를 “옛 사 

람돌이 말했던 포라고 하는 것올 초나라 사람들은 靈이라고 했다 “신을 또한 영이 

라고 부르고 여러 사람 중에서 반드시 신의 의복 모습 동작들을 흉내내는 사랍이 있 

어서 신이 무당에재 의탁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그런 사랍들올 일러 靈保라고 했다" 

“영의 직책은 옷자락올 너풀거리며 귀신을 흉내내고 덩실덩실 춤올 추면서 신올 즐겁 

게 하는 것이니 대개 후세 회극의 맹아가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44)고 했다. 

위대한 시인 굴원은 민간 제사의식과 종교적 성질을 띤 가무를 보고 매우 순박하면서 

43) 진청과 셜담， 한아의 이야기는 〈列子 · 뺑問&에도 휴사한 내용으로 나타나 었다. 

44) 王園維，<宋元빠曲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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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웅장하다고 여겼으나 가사가 속되고 천하다고 생각하여.<九歌>의 곡율 지었는데 

(“九歌”는 본래 해신의 제사에 쓰이던 악무)45)， 이것온 노동자들이 만든 시가형식을 

기초로 하여 창작해 낸 위대한 문예작품이다. 

가무로부터 탈피해 나온 회극은 춘추시대에 이미 초보척인 모습올 대략 갖춘 상 

황이었다. 초나라의 優굶 진나라의 優施， 진나라의 e톨빼은 모두 가무에 능한 것 말 

고도， 뭇올 완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해학적인 농담올 하며， 분장올 하고 연기를 

함으로써 임금을 즐겁게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회극의 시초라고 말할 수 었다. 배 

우의 직분이 비록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신에게 제사지 

내는 악무에는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렇듯 신성한 악무는 포률 주관하던 신하가 

담당하였으므로， 따라서 배우들의 지위는 일반 악사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周眼白 

의 《中園嚴훌l史;>) 

우맹온 본래 초나라의 옴악인이다 … 그는 항상 우스운 이야기로써 풍자률 잘 하였 

다 초나라 채상 孫없散는 그가 현명한 사람임올 알고 잘 대우해 주었다. 손숙오가 

병이 돌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에게 다옴과 갈이 당부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분명히 빈곤해질 것이니 만약 우맹을 보거든 손숙오의 아률이라고 말하거라”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아률이 빈궁하여 웰감올 지고 가다가 우맹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손숙오의 아들입니다. 부친이 임종하실 때 제가 가난해지면 당신올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우맹이 “그대는 멀리 가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손숙오가 입던 의판을 갖추고 흉내를 내며 말하고 다녔다. 그러기률 얼년 남짓 하자 

거의 손숙오와 홉사해져서 초나라 왕과 주위의 신하들이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초 

나라 莊王이 술자리를 마련하자 우맹이 나가 축수를 드렸다. 장왕은 크게 놀라 손숙 

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다시 재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우맹은 말했다. 

“청컨대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고 사훌 후에 채상이 되겠습니다 장왕이 이률 

허락하였다. 삼일 후 우맹이 다시 돌아왔다. 왕이 말하기률 “아내의 말이 무엇이라 하 

던가”하고 물자 우맹은 말하기롤 “아내가 말하기률 초나라 재상은 할 만한 것이 못되 

니 삼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손숙오는 초나라의 재상이 되어 충성을 

45) 王適.<九歌序X는 굴원이 지은 초사에 주톨 단 것이다. 
「其詞椰뼈， 因짧作九歌之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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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청렴하게 나라률 다스려셔 초나라 왕이 때자가 되었는데도 이제 죽고 나니 그 

아률은 손바닥만한 땅조차 없이 가난하여 웰감율 해다가 쩨손으로 먹고 삽니다. 반드시 

손숙오와 갈이 되겠다면 차라리 자살하는게 낫다고 하였습나다 이에 장왕은 우맹 

에게 사과하고 손숙오의 아들올 불러서 寢ñ:땅에 봉했다 .... " (<史記 • 뺨積列傳)>) 이 

러한 이야기로 미루어 우맹의 연기와 분장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았음올 짐작할 수 

있다. 

제후의 궁정에 속한 악사와 배우가 처한 위치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 할 수 없었 

던 듯 하며 그들도 풍자와 간언올 할 수 있었다. 

師經이 금을 타니 위나라 문후가 춤을 추며 말했다. “내 말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 

라” 사경이 금올 당겨서 문후롤 내리쳤으나 적중하지 못하고 면류관끈만 맞추어 망가 

뜨렸다. 문후는 화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신하가 엄금올 친다면 그 죄가 어떠한 

가?" 신하들이 말했다.“그 죄는 삶아 죽여 마땅합니다" 이에 사경올 堂 아래로 한 계 

단 끌어내렸다. 사경이 말하기롤 “신이 한마디 말하고 죽어도 되겠습니까?" 하니， 문 

후가 말했다. “해 보아라" 사경은 말했다. “옛날에 훌 • 舞온 임금이 되어서 사랍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올 걱정하였으며 傑 • 約은 엄금이 되자 오로지 사람들의 반대만을 

두려워 했습니다. 신온 주와 걸임금을 내리친 것이지 나의 임금올 친 것이 아닙니다 

문후가 듣고 “그률 풀어 주어라. 이것은 과인의 잘못이로다. 금을 성문에 매달아 파인 

의 증표로 삼을 것이며， 망가진 면류판을 고치지 말고 과인의 경계로 삼도록 하라고 

말했다." (<設짧 · 君道篇>)

IV. 周代의 악기 

주나라 때의 악기는 그 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닮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金 - 종(鐘)， 용(짧)， 정(짧)， 탁(繹)， 순(활)， 요(鏡)， 편종(編鐘). 징은 종모양과 비슷 

하나 가늘고 걸다란 손잡이가 있다. 

石 - 경(聲)， 편경(編쩔) 

絲 - 금(琴)， 슬(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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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 - 약(홉)， 소(蕭)， 지(魔)， 적(選)， 판(雙管). 약은 편판악기라고 하며 후세애는 짧 

의 모양과 같이 6공 혹은 3공의 관으로 오인되었다. 

짧 - 생(筆)， 우(좋)， 화(和)， 소(뚫) (큰 隻올 소라고 하고， 작은 것올 화라고 한다.) 

土 - 훈(薰) 

華 - 고(鼓)， 웅고(應鼓)， 현고(縣鼓)， 도고(앓鼓)， 박(據)， 부(혐) 

木 - 축(祝)， 어(散). 축은 철통과 같고 자루로 그것을 쳐서 옴악을 시작한다. 어는 

엎드린 호량이의 모습과 같아서 긴 나무46)로 그 뒤쪽의 톱니모양의 저(組)를 

치면서 음악올 그친다. 

이러한 아악기(청동시대와 석기시대의 악기률 포함하여)의 대부분은 아주 무겹고 이 

동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예를 들면 편종 편경 건고 현고 용 둥으로 두드려서 연주 

하는 악기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 금올 타거나 슬을 연주하는 때에도 반드시 바닥에 

단정하게 앉아야 한다. 이러한 악기는 모두 주 천자로부터 공경대부에 이르는 봉건통 

치계급이 독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전혀 퍼지지 않았다. 이렇게 육중하고 거대하며 

또 아룸다운 악기로부터 우리들은 당시 봉건통치계급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기거하면 

서 호화롭게 생활하던 방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봉건영주는 자신의 통치의 권위률 과시하기 위하여 방대한 악대를 조직하고 19종 

의 관직을 두었으며， 매우 많은 종류의 악기에 대하여도 그 형식의 아륨다용율 애써 

추구하였다. 제후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큰 종을 주조하여 주 천자와 상호 대둥하게 

되었다. 주나라의 이러한 규모는 후세 역대 봉건통치자들이 모방하기 위한 목표가 되 

었다.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하여 그들은 오칙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대의 

악기롤 모방하여 궁중의 외관을 웅장하게 하였다. 

周 • 奏시대에 민간에서 유행한 악기는 생， 우， 쟁， 축이며 이러한 악기들은 모두 급 

솔보다 단순하였다. 이외에도 부(옮)는 일상에서 사용하던 질그릇으로， 진나라에서도 

악기로 쓰였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 

46) <:爾雅〉에 이르기를 “어를 치는 채롤 진(範)이라고 한다" <:악학궤범〉 卷 6 (국역 《악학 
궤범:> IT ,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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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방변에서 일련의 혁신척인 조치훌 취했다. 그러나， 옴악에 대하여는 주대로부 

터 이어져 온 무왕의 <大武〉곡을 〈죠行舞〉로 고치고， 주대의 ‘房中樂’을 ‘훌A樂’으 

로 고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곁모습만 바뀌었율 뽑이지 새로 쩨착한 것이 아니다. 

진시황과 2세가 애호했던 것은 오히려 셰속의 음악이었다. 그들은 예술척 취미가 저 

속하였기 때문에 민간옴악 역시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그다지 높은 발전올 이 

루지 못했으며， 결국 진나라의 옴악예술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다. 

어떤 이는 진시황의 분서(뺏書)가 이전의 옴악문화률 소멸시켰다고 여긴다. 이러한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만일 주나라의 옴악과 연주기술이 전부 구전에 의 

존했다거나 만약 그 당시에도 아무런 기보방법이 없었다면， 진시황의 분서란 고작해 

야 옴악에 관련된 전적(典籍)을 없앤 것에 지나지 않을 뿔， 옴악자체에 대한 훼손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아악온 전국시대에 이미 쇠퇴하였다. 시황제가 〈大武〉률 채 

용한 이상， 그가 굳이 그것의 전혜옴악을 파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房中樂’을 채용 

한 이상 그가 또 굳이 그것의 詩樂올 파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고대 아악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시률시들한 아악올 훼손시 

키는 그런 펼요 이상의 부질 없는 짓을 하였겠는가? 속악에 대해셔 말하자면， 그가 

애호하였으니 당연히 훼손시키지 않았을 쁜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민간에 광범위 

하게 퍼쳤던 옴악이었으니 역시 소멸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진나라가 쇠약해지기 이전 중국의 음악문화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하였으니 근 

본척으로 서역지방의 각 민족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의 고대문화률 연 

구하는 한 일본인은 중국의 경이 파미르 고원으로부터 서역을 거쳐 전해진 것이며， 

고는 서역이나 남아시아로부터 온 것이고， 소는 이집트로부터 서역을 거쳐 들어온 것 

이며， 슬 • 쟁역시 모두 서역으로부터 전해졌고， 심지어 5도 상생하는 정율(定律) 방법 

조차도 회랍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방법은 피타고라스가 먼저 발명 

한 것이라고 덧불였다. 이러한 전혀 근거가 없는 논조는 유심론척인 추측일 뿔만 아 

니라， 중국 고대인들의 창조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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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음계의 확립과 그 발전 

문자언어보다 음성언어가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음악올 먼저 갖고 난 후 바 

로소 옴계를 갖게 되었는데， 물론 음계가 생기기 이전의 음악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이었다. 음악은 처음에는 확실히， 명확한 음정이 없는 짐송의 울부짖옴이나， 

감정이 격분되어 절주가 생긴 말에 불과했올 것이며 선율은 한참 후에야 비로소 생 

겨났을 것이다. 상고시대에는 사람들은 매우 오랫동안 일련의 음틀올 습관적으로 사 

용하였다. 그러나 이 옴들은 서로 동떨어지고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배소(排蕭 ; 홉)와 

같은 편관악기가 만들어진 후에야 음높이， 음과 음간의 관계가 매우 초보적이나마 명 

확하게 규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악기가 연주하는 일련의 음들을 소위 음계라고 하 

였다. 원시적인 음계는 아마도 2. 3개 옴만올 포함하던 것에서 나중에 정차 증가되었 

올 터인데， 예를 들어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음계가 3음으로만 이루어졌다가 후에 4 

옴으로 발전하여 4음계률 이룬 것과 같다. 

사랑들은 물론 맨 처옴에는 여관(훌管)이나 죽판(竹管)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관 

으로 된 악기를 만들고 그 위에 일정한 길이의 마디률 만들었다. 마디의 많고 적옴으 

로부터 관의 길이와 음의 고저관계를 발견하였으니， 마디수가 많은 관일수록 낮은 옴 

이 녔고， 마디수가 적은 관일수록 높은 옴이 났다. 이것으로써 그들은 길이가 다른 관 

올 마디수가 많고 적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편관악기롤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직도 서남쪽에 있는 소수민족은 관이 매우 긴 여생(慮隻)올 연주하는데， 생은 물론 

비교적 원시단계의 관악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상고시대에 사람들이 선태한 관들의 

소리는 분명히 그들이 사용해 오던 그러한 음들과 서로 부합했올 것이며， 동시에 그 

들이 선택한 관은 우연하게도 화음의 원리와 일치했올 것이다. 그들이 오랫 동안 대 

자연적인 현상속에서 메아리 배옴(끊音) 동의 음향현상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현상의 영향이나 지배하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음향올 흉내낼 수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음도 자연현상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중국의 5옴옴계(宮商角徵꼈)의 확립은 분명히 비교적 완벽한 편관악기가 발명되고 

난 후의 일이다. 그러나 사랍들은 이미 5음음계를 사용하였올 뿐 아니라， 이 음계 역 

시 오랜 기간에 걸쳐 2, 3옴에서 차츰 발전하여 이루어진 듯하다.5음음계의 구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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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관악기가 발명되고 난 후， 사랍들은 판의 길이률 비교하여 그 길이와 숫자의 

판계를 초보적이나마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은 관의 길이가 각각 9, 8, 7, 6, 5로서 각 

·옴이 나타나는 것이 공교롭게도 5음음계였던 것이다. 

예컨대， 9가 C옴의 관의 길이률 나타낸다면， 8은 D음올 나타내는 관의 길이이고， 7 

은 E읍올 대표하는 관， 6은 G옴올 나타내는 관， 5는 A음의 관의 길이률 각각 나타낼 

수 있다. 또， 1이 C관의 길이를 나타낸다면 8/9는 D음을， 7/9는 E를， 6/9 즉 2/3는 G 

를， 5/9는 A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숫자의 관계와 비례로부터， 사람들은 한 

걸읍 더 나아가 5음계에서의 각 음의 산출방법을 발견했다. 삼분손익법은 바로 이러 

한 실행의 기초위에 생겨난 것이다. 

삼분손익법은 《管子:>(기원전 4세기경)에 최초로 보인다. 

《管子 · 地員篇i 대개 5음올 만드는 데에는 먼저 하나(기준)를 정하고 3을 곱하여 

다시 4제곱하면 그 합이 9.9(81)이다. 이로써 황종小素의 첫머리를 만들어서 宮으로 

삼는다. 셋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를 더하니 108이 되고 그것은 치(徵)음이 된다. 삼분 

하여 남는 것 (1/3)을 제하니 음률에 딱 들어 맞아 商음이 생긴 것이다. 삼분하여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니(4/3) 이렇게 하여 꼈률 만들고， 삼둥분하여 남는 것올 제하면 角

올 만들어 낸다. 

먼저 더하고 난 다음에(益一) 그 하나를 제하는(揚-)， 이러한 산출법에 따라서 얻 

은 것이 바로 치옴올 최저음으로 하는 5음음계이다. 즉， 

궁 (1 x 3)4 = 9 x 9 = 81 

치 81 x 4/3 = 108 

상 108 x 213 = 72 

우 72x 4/3=96 

각 96x2/3=64 

만약 〈史記}에 따라서 먼저 손일하고 후에 익일하면 그 결과는 궁을 최저음으로 

하는 5음옴계가 된다. 즉， 궁은 81, 상은 72, 각은 64, 치는 54, 우는 48이다. 

앞의 《管子〉에서와 같이 만약 1로써 C음정올 나타낸다면 삼분손익법에 따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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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5읍옴계의 각각의 옴들의 비례는 다옴과 같다. 

C = 1, D = 8/9, E = 64/81 , G = 2/3, A = 16/27 

C, D, G 세음의 비율수치가 모두 앞서 젤명한 것과 서로 같은 것을 제외하고， E, 

A두옴의 비율수치는 앞의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E 7/9 x 9/9 = 63/81 64/81 - 63/81 =1/81 의 차이가 있다. 

(삼분손익법을 사용하여 구한 음이 약간 낮다，} 

A 5/9 x 9/9 = 15/27 16/27 - 15/27 = 1/27 의 차이가 있다. 

(삼분손익법을 사용 하여 구한 음이 약간 낮다，} 

고대의 5음음계는 궁음올 중심으로 삼았다.<國語X에 冷州鴻가 周경왕의 물옴에 

답하였다. “큰 것으로 말하자면 宮이 제일이고， 작은 것은 겼입니다. 무릇 궁이란 음 

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우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BC 4세기 이전에 사랍들은 이미 5옴융계 중 가장 중요한 主音 즉， 궁옴 

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혼히 쓰이던 5옴옴계는 때로는 깊고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욱 고조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항상 변용되었다. 

“해뼈 ... 마침내 떠나게 되고 태자와 빈객은 … 그롤 전송했다. 易水의 상류에 이 

르러 고점리가 節올 두드리니 형가는 화답하여 노래를 하는데 변치음의 소리였으므로 

선비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다." <<戰園策:>)47)

“師購이 진평공올 위해서 淸徵의 음올 연주하자， 원학 16마리가 남쪽으로부터 날아 

와서 목을 길게 빼고 울면서 날개를 펴고 춤올 추는데 그 음이 궁과 상에 맞아서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 평공이 크게 기뻐하고 주위 사람도 모두 즐거워했다. 형공 

이 술잔을 들며 사광을 위해 축수하고 돌아가 앉으며 묻기를 “음이란 것은 淸徵보다 

슬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淸角보다 슬픈 것이 없지 

47) <::戰國策 · 蘇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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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하였다" (應뼈의 〈風洛通>)

민간음악에서 花뺨48)을 사용하는 것도 음계를 변용하는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이 

다. 물~의 사랍이 <陽春白雪〉올 지었는데 그 곡조는 상을 길게 늘이고 우률 새기듯이 

연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淸角과 淸徵를 사용하여 만들었다49).(<戰國策:>50)) 

유가가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鄭 · 衛음악에서 5음음계 이외의 옴을 뒤섞어 쓰는 

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현상이었겠지만， 5옴옴계는 여전혀 고대의 아악과 속악의 공통 

적인 음악적 요소였다. 

〈ζ홈經 • 益種X “나는 6율과 5성 과 8옴을 들어서 治忽51)을 살피 고자 한다."52) 

〈左傳 • 昭公 25년:>， “ ... 9가， 8풍53)， 7옴， 6윷로써 5성을 받든다."54) 

《太公 • 六輪， “무릇 율관은 12개가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은 5음이고， 궁 상 

각 치 우 이것이 5성이다."55) 

《周禮 • 春官i 대사악 “6율56) ， 6동57)， 5성， 8옴， 6무로써 두루 옴악을 만들어 귀 

신을 불러들인다… “무릇 6악이란 5성으로 꾸미고 8옴으로 전파한다" 

‘K禮記 · 禮運X “5성 6율 12판이 번갈아 궁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5성이 모든 옴악의 주체인 것을 가히 알 수 있으며 6율은 5성으 

로부터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즉 궁 상 각 치 우 변궁이다. 

6융의 형성이 바로 션궁(奭宮)잃)의 개념을 처움으로 만들었다.6융 중에 두 개의 

48) 가곡이나 희곡의 기본가락율 일부러 굴절시키거나 복잡하게 부르는 가락(창법). 花部는 &훨調 
으로 구분하며， 雅部는 궁중의 회곡이다. 

49) 宋玉，<:훨楚王問:>. 
50)<:戰園策 • 楚策:>.
51) 혼란한 세상율 다스림. 
52) 흉과 禹의 대화에서 在， 흉it1， 忽， 홉L it1. 
53) 8풍온 창합풍， 불주용， 경풍， 명서풍， 융흉， 양흉， 광막풍， 청명풍이며 이률은 각각 8옴에 해당 

된다.(<推南子 · 天文힘11:> ) 
54) <::左빼> 소공 20년 : 훌亦如味 一氣 二꿇 三類 四物 五풀 六律 七音 八風 九歐 以相成也.

55)<:六屬三略 • 五홉篇:>. 
56) 6율 :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 《樂훌훌>. 
57) 6동(= 6려) : 대려， 용총， 남려， 임종， 중려， 협총 (6려률 6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옴의 情이 

양의 정과 같기 때문이다.) 

58) 각 옴들이 번갈아 궁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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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가 있는데， 즉 궁조식 옵계률 제외하고도 치옴율 궁으로 삼아 궁의 5도 위의 5음 

음계를 구성할 수 있다. 

6율로부터 다시 발전하여 7율올 이루고 이에 따라 5음옵계에 두 개의 변옴이 추가 

되었으니， 聞 또는 和라고 불리는 변궁과 蠻 혹은 변치이다. 

12율 역시 아마도 삼분손익법을 사용하여 변치음으로부터 계속 추산하여 얻어냈을 

것이다. 비록 민간음악에서 5음옴계 이외의 변음이 자주 출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음은 동떨어지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7음 음계와 기타 음계는 결코 명 

확하게 성립될 수 없었다. 

王光祝59)는 이르기를 “ ...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각 민족간의 교류가 이미 빈번하 

여지자 북방제후들은 비로소 다른 민족의 음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올 알게 되 

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음계를 다른 민족에게서 벌어 써서 7음에서 점차 늘려나가 

는 12음계로 만들었다."60) 

여기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제도가 각 민족의 옴계를 수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 

실에 의거하여 중국의 고대 7률도 12율로 발전된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데， 이와 같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가정은 결코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믿을 

만한 셜은 못된다. 

12율명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용종이 

며， 무슨 뭇인가는 알 수 없다.61) 

12율은 대개 전국시대말기에 비로소 완성되었으며 《呂ß:;春秋~(BC 3세기경에 완 

성됩)에서 최초로 12율을 수치로써 구하는 법을 볼 수 있다. “황종은 임종올 만들고 

임종은 태주롤 이루며 태주는 남려를 낳고 남려는 고션을 만들며 고선온 웅총을 만든 

다. 용종은 유빈올 낳고 유빈은 대려를 낳고 대려는 이칙을 낳으며 이칙은 협충을 낳 

는다. 협종은 무역올 낳고 무역은 중려를 만든다. 삼분한 것에 그 하나를 더하는 것을 

상생이라 하고， 삼분한 것에 그 중 하나를 제하는 것올 하생이라 한다. 황종， 대려， 태 

59) 중국의 옴악학자(1892-1936). 

60) 王光祝의 〈中園音樂史:>， 1957. 
61) <::呂民春秋&에는 음률상호간의 이치롤 설명하였을 뽕 12율명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마천의 〈史記 • 律홉@와 〈樂學훌t훌훌>에서는 각 율명의 의미률 찾아 볼 
수 있다. 특히，<::樂學軟範&卷1{국역 〈악학궤범) 1권 (pp. 31-34))은 《漢書 · 律홈志〉 ‘K샤휠南 
子 · 天文킹11> 퉁율 인용하여 자째히 풀이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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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협총， 고선， 중려，유빈이 상생한 것이고，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웅종이 하생한 것 

이 다." C<音律篇>)

여기서 1로써 황종을 나타내면， 그 외 다른 각각의 율과 황종의 비율은 삼분손익법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2옳의 용위(音位)률 분별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황종이 피아노 건반의 C음 

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12율의 순서는 다읍과 같다.) 

/ 
/ 

U/表示大一律 / 훌示小一律〕 

황종을 9--r이라고 할 때， 중려롤 하생하면 8. 876--r이 되며 황종보다 약간 높다. 

황종올 9--r이라고 할 때 중려률 상생하면 4. 44--r이 되며 황종보다 반음 높다. 

삼분손익법으로 얻어낸 12율은 그 음율간의 간격이 서로 고르지 않아 온음 혹은 

반음의 차이가 난다. 여기서 비교적 큰 차이는 U로 표시하고 비교적 작은 차이는 A 

로 나타내는데， 간격차이가 큰 것은 2048/2187로 그것올 大1律이라 칭하고， 차이가 

작은것은 245/:깥%로 小1律이라 하였다，62) 

황 U 대 A태 U 협 A고 U중A유A 엄 U 이 A남U무A웅 

12율에는 크고 작은 거리의 차이의 문제가 있어，<禮記 • 禮運X 중에 “5성， 6올， 

12관이 서로 궁이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연주하는데 무리가 따랐을 뿐만 아니라 

중려가 다시 황종올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후셰 이론가들의 분쟁올 야기시켰 

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롤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음률제도를 만들 

었다. 

62) 엘리스(A. ]. Ellis)의 빽훈법으로 표시하면， 大1律온 114cent, 小1律은 90c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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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아마도 전국시대에 반드시 번갈아 12율올 모두 궁으로 사용했던 것온 아니 

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악기가 종， 경의 종류와 같이 모두 매우 단순한 것 

이었고， 또한 12율올 갖춘 관악기도 없었으며， 민간악기는 더더욱 소박한 것이었는데， 

이렇듯 중국 고대악기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진나라 이후 다른 민족의 악기가 유입되 

자 그 지위를 빼앗기고， 축， 슬， 우 둥의 악기는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삼분손익법올 사용하여 얻어낸 12율과 자연율(순율)은 전혀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 

데 이중 먼저 자연율의 각 음의 비례수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M(홉“)M7싸 
A .. 611 _____ • ~ .. q-~ ~ 

- !' ~ 12 13 U 똥킥휴---
M :::!ìJA! ? :e ,. :'se ~ 11 '"dv !2 

U 5~hjS----6 1 . 'f~_2J .，빼 

? r ‘ ïf"dt'"합걱훌 
~ ........ 끼2 ‘여 뻐 

• 81' 

자연율의 각 음 모두는 3도， 5도， 8도의 음정올 사용하여 서로 가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완전4도 c1 
- G = 1/2 ... 213 = 1/2 x 3/2 = 3/4, (498) 

감3도 G - E = 2/3 ... 4/5 = 2/3 x 5/4 = 5/6 

중7도 G + E = 213 x 4/5 = 2/3 x 4/5 = 8/15, (1088) 

강6도 c1 
- E = 1/2 ... 4/5 = 1/2 x 5/4 = 5/8 

감7도 F + F = 3/4 x 3/4 = 9/16 

감2도 F - E = 3/4 ... 4/5 = 3/4 x 5/4 = 15/16 

중2도 G - F = 2/3 ... 3/4 = 213 x 4/3 = 8/9, (204) 

증6도 F + E = 3/4 x 4/5 = 3/5, 없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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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5도 F + 반음 = 3/4 x 15/16 = 45/64 

중4도 G- 반옴 = 2/3 + 15/16 = 2/3 x 16/15 = 32/45 

이때 다음의 몇 가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흡音列(=倍音列=階音列)의 감7도 4/7는 9/16보다 약간 낮으며 따라서 활용할 수 

없다. 

2) 중4도와 감5도의 8/11은 매우 낮은 듯해서 32/45와 45/64로 고쳐서 사용한다. 

3) 장2도는 8/9과 9/10의 두 가지가 있는데 CD 사이는 8/9이 되고 음정간격은 비 

교적 크다. 따라서， 이률 대온음(大全音)이라 한다. D E 사이의 9/10는 소온음(小全 

홉)이라 하고 둘의 차이는 80/81으로 音差라 한다. 

4) 온음이 대소의 두 가지를 갖는 것 말고도 순율 중의 반음 역시 완전하게 같은 

것이 아니어서 다옴의 大半音， 中半音， 小半音의 세 가지로 나뀐다. 

여기서 大， 小全흡과 大， 中， 小半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표는 대온옴 8/9 

A 표는 소온읍 9/10 

。 표는 대 반음 15/16 = 112. 2 cents 

@ 표는 중반음 128/135 = 92 (94 ?) 

• 표는 소반음 24/25 = 70 (7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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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4도인 32/45를 계산하면 F와 F#의 사이는 중반음이며， F#와 G의 사이는 대반옴 

이다. 감5도인 45/64를 계산하면 Gb 과 F 사이는 대반음이 되고 Gb 과 G음 사이는 

중반음이 된다. 

중국 고대옴률 중의 대반음 즉 대1률 2048/2187은 대략 순율중 대반음보다 약간 

높고， 소반음 즉， 소1률 243/똥6은 중반음과 소반음사이에 위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5도상생법올 사용하였지만， 이는 삼분손익법과 완전히 

같은 것윤 아니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음률과 중국고대의， 삼분손익법올 사용하여 

구한 12율도 역시 딱 들어 맞지는 않는다. 

1) 중국 고대에는 관으로 율을 정했고， 피타고라스는 현으로 율을 정했다. 

2) 피타고라스의 4도는 5도 아래로 계산하여 3/4을 얻고 그 나머지 소7도， 소3도， 

소6도， 중4도， 감5도， 소2도 둥의 음정역시 반대로 모두 5도 아래로 계산하여 구한 것 

이다. 이 때문에 이들 음정과 중국에서 그에 해당하는 율관사이에는 마침내 차이가 

발생했으며， 대1률과 소1률의 위치는 매우 많은 경우에 상반되었는데 여기서 피타고 

라스의 옴률의 비율수치와 대소1율의 위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숫자 아래에 가로줄 하나가 있는 것은 중국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고대율과 같고， 

숫자 아래에 물결무늬 하나가 있는 것은 순율의 해당음정과 서로 같다. 윗표 중에 //. 

는 t:Jl 1률(apotome)을 나타내고，/는 소1률(limma)을 나타낸다. 

(대 1률 2여8/2187， 소1률 243/256은 중국 고대율중의 대1률， 소1률과 같다.) 

다시 중국의 고대율， 피타고라스의 음률， 순율 셰 개를 나란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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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고대율 피타고라스율 순 율 

황 종 1 : 1 1 : 1 1 : 1 

대 려 20얘 : 2187 243 : 256 15 : 16 

태 주 8:9 8:9 8:9 

협 종 16384 : 1앉잃3 27:23 5:6 

고 선 64 : 81 64 : 81 4:5 

중 려 131072 : 177147 3:4 3:4 

유 빈 512 : 729 512 : 729(729 : 1024) 23 : 45(45/64) 

임 종 2:3 2:3 2:3 

이 칙 4096 : 6561 81 : 128 5:8 

남 려 16 : 27 16 : 27 3:5 

무 역 32768 : 59049 9 : 16 9 : 16 

용 종 128 : 243 128 : 낌3 8 : 15 

위에 셜명한 분수는 현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만약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 

꾸면 주파수의 비율올 의미한다. 가령， 황종이 매초당 520회 진동한다면 고선온 

52Ox81/64=658이 되 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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