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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중국의 기보법(記譜法)은 시대에 따라 “문자보(文字譜)”, “감자보(減字譜)”, “관색보

(管色譜)”, “속자보(俗字譜)”, “공척보(工尺譜)”, “곡선보(曲線譜)”, “율려보(律呂譜)”, “궁상

보(宮商譜)”, “지법보(指法譜)” 등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기보법은 서로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前代)의 악보에 

대한 해석은 고대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그 명명(命名)부터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고악보의 각종 부호에 대한 해독(解讀)과 역보(譯譜)
는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여겨졌고, 적지 않는 연구 성과를 얻었으나, 고악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정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고악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론적인 해석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와 설명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마련하려고 한다. 

【주제어】 기보법(記譜法), 금보(琴譜), 돈황비파보(敦煌琵琶譜),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
歌曲),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

 *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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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중국 음악의 시작은 8천년전의 하남성(河南省) 무양현(舞陽縣) 가호(賈湖)의 

골제 적(笛) 유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구(悠久)한 중국 음악의 역사는 수많은 음악예술을 낳았으며, 중국문화에서 

하나의 모란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고대의 많은 음악예술은 현재와 같이 녹

음, 녹화해서 전파하거나 보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와 다양한 형식의 악

보로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기보법(記譜法)은 시대에 따라 “문자보(文字

譜)”, “감자보(減字譜)”, “관색보(管色譜)”, “속자보(俗字譜)”, “공척보(工尺譜)”, 

“곡선보(曲線譜)”, “율려보(律呂譜)”, “궁상보(宮商譜)”, “지법보(指法譜)” 등 각

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기보법은 서로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대(前代)의 악보에 대한 해석은 고대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최초의 악보가 언제부터 시작하 는지에 대하여는 지금

까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한(西漢)시대에 편찬된 예기(禮記)의 “투호(投

壺)”항에 노고(魯鼓)와 설고(薛鼓)의 보식(譜式)1)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최

초의 악보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고대의 기보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악보에 대한 해석 역시 중국음악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의 역으로 인식되

고 있다. 비록 송나라의 강백석(姜白石)은 당나라의 “예상곡(霓裳曲)”을 속자보

(俗字譜)로 역보(譯譜)하 고, 원나라의 웅붕래(熊朋來)는 조언숙(趙彥肅)이 전

승한 “풍아십이시보(風雅十二詩譜)”를 공척보(工尺譜)로 역보(譯譜)하 으나, 

고대 악보를 역보, 해석하는 작업은 20세기 즉, 8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활발하

게 진행되기 시작하 다. 

1980년대 중국의 음악학자들은 고악보에 대한 연구에 앞서, 먼저 고악보 연

 1) 禮記의 “投壺”항：“鼓, ○□○○○□□○□○○□, 半, ○□○□○○○□□○□○, 魯鼓, ○□○○○□

□○□○○□□○□○○□□○, 半, ○□○○○□□○, 薛鼓。” 漢나라의 鄭玄注：“此魯鼓、薛鼓之節

也。圓者擊鼙, 方者擊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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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명명(命名)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 으며, 하창림(何昌

林), 황상붕(黃翔鵬), 그리고 왕덕훈(王德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

다. 하창림(何昌林)은 “고보학(古譜學)”2)의 명칭을 제시한 반면에 황상붕(黃翔

鵬)은 “곡조고고(曲調考古)”3)로 명명하 다. 이와 반대로 왕덕훈(王德塤)이 앞

에 두 사람의 견해를 모두 부정하면서 “악곡고고학(樂曲考古學)”의 명칭을 제시

하 을 뿐만 아니라 “악곡고고학개설(樂曲考古學概說)”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명

명한 근거와 원칙, 그리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 다. 더 나아가 “악곡고고

학(樂曲考古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中國樂曲考古學以中國古代音樂史和樂器考古學的全部理論成果爲指導, 用現代考古

學的方法研究古譜原本的版本校勘, 以嚴格轉譯和補充轉譯兩級譯譜技術爲基礎, 恢複中

國古代樂曲的本來面目, 將嚴格意義的轉譯與補充意義的轉譯合理地結合起來, 在譜面上

和音響上再現中國古代樂曲的一門學科. 所謂音樂考古學, 就是樂曲考古學和樂器考古學

的總稱.”4)

중국의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명명(命名)부터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지

금까지 고악보의 각종 부호에 대한 해독(解讀)과 역보(譯譜)는 주요한 연구대상

으로 여겨졌고, 적지 않는 연구 성과를 얻었으나, 고악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정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고악

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론적인 해석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와 설명을 통해 이

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마련하려고 한다. 

 2) 何昌林, ｢古譜與古譜學｣, 中國音樂 第3期(1983).
 3) 陳應時, ｢中國樂曲考古學的理論與實踐 序｣, 中國音樂 第4期(1999).
 4) 王德塤, 中國樂曲考古學理論與實踐(貴州人民出版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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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고악보의 연구

중국 고대의 악보는 다양한 기보법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수많은 악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보(琴譜), 돈황비파보(敦

煌琵琶譜),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 등을 중점으

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금보(琴譜)의 연구

금(琴)은 중국의 고유악기이며, 이미 3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상징할 수 있는 악기로 줄곧 지식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금의 이러한 인식과 특수한 의미 때문에 지식인들은 금보(琴譜)

를 만든다거나 미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중국 고악보 연구

의 매우 중요한 역으로 여겨왔다. 

지금까지 전승된 금보는 150여 종이 넘어, 총 3천여수의 악곡이 수록되어 있

다. 이는 다른 형식의 고악보보다 그 종류와 수량이 월등히 많다 할 수 있으나, 

하지만 금보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비록 청나라의 장국전금보

(張鞠田琴譜)(1844), 여고재금보(與古齋琴譜)(1855)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

용을 발견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금보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서의 일이다. 20세기 초기 양종직(楊宗稷)을 비롯하여 많은 금 연주자는 금보의 

연구에 몰두하 다. 또한 1931년에 왕광기(王光祈)가 발표한 논문 “금보 번역연

구[翻譯琴譜之研究]”는 고대 금보를 현대적인 기보방식으로 역보(譯譜)한 최초

의 논문이다. 1930년대부터 사부서(査阜西)를 비롯하여 관평호(管平湖), 왕맹서

(汪孟舒), 요병염(姚丙炎), 오경략(吳景略), 서립손(徐立蓀), 장자겸(張子謙) 등 

많은 이들이 모두 금보(琴譜)의 발굴, 연구, 출판에 심혈을 기울 다.5)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의 음악학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고, 금보

에 대한 연구 역시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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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8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 80년대부터 금보를 포함한 

금학(琴學)의 연구는 중국 전통음악 연구 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었

으며, 서양의 음악학 이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려고 하 다. 이 

때문에 금학(琴學)의 분류는 갈수록 세분화되었으며, 민족음악학, 인류학, 역사

학, 고고학 등 다양한 역의 학자들도 금학(琴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서 융합적인 분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부터 금연주자와 금의 

유파, 그리고 금보(琴譜)에 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채택되면서 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금의 역사적인 고찰, 금률(琴律),금보(琴譜), 연주기교, 

미학, 금의 유파와 명인, 음성학 원리, 음악치료, 교육방법, 악기의 제작 등을 주

 5) 傅暮蓉, ｢‘文革’後20年的琴學研究｣, 樂府新聲(沈陽音樂學院學報, 2013).

<그림 1> 敦煌 고악보--燕樂半字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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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여 배출된 논문이 1400편을 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만 

해도 100편이 넘는다. 이중에 금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몇 가지 학위논문을 소

개한다. 

王建欣, ｢五知齋琴譜四曲研究｣, 中國藝術研究院, 博士, 2002年. 

徐冠華, ｢神奇秘譜初探｣, 東南大學, 碩士, 2005年. 

柯  黎, ｢謝琳太古遺音研究｣, 武漢音樂學院, 碩士, 2005年.

修  平, ｢溪山琴況研究｣, 山東大學, 碩士, 2006年. 

王曉楠, ｢六書韻徵的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 2006年.

章華英, ｢古琴音樂打譜之理論與實證研究｣, 中國藝術研究院, 博士, 2006年.

朱雅瓊, ｢神奇秘譜調弦法律學分析｣, 中國藝術研究院, 碩士, 2012年.

林蔚麗, ｢宋玉悲秋打譜後記｣, 陝西師範大學, 碩士, 2013年. 

위의 기술을 통해보면 금보에 대한 연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연구의 깊이도 

갈수록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돈황비파보(敦煌琵琶譜)의 연구

20세기 초에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에서는 933년 이전에 수초(手抄)한 비

파보(琵琶譜)가 발견하 고, 일본 학자인 하야시 겐죠(林謙三)와 히라데 히사오

(平出久雄)가 가장 먼저 이 악보들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1938년에는 

｢비파 고보의 연구(琵琶古譜之研究)｣6)라는 논문도 발표하 다. 이후에 하야시 

겐죠(林謙三)는 돈황의 비파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 고, 다양한 연구 성

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그는 1955년에 중국 돈황 고대 비파보의 해독 연구

(中國敦煌古代琵琶譜的解讀研究)7)를 출판하 고, 1969년에 아악(雅樂)－고

 6) 林謙三․平出久雄, ｢琵琶古譜之研究｣, 月刊樂譜 第二十七卷 第一期(1938); 饒宗頤는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1987년 제2기의 音樂藝術에 게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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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의 해독(古樂譜的解讀)8)을 출판하면서 “돈황비파보(敦煌琵琶譜)”, “천평

비파보(天平琵琶譜)”, “오현비파보(五弦琵琶譜)”, “박아적보(博雅笛譜)”, “돈황

무보(敦煌舞譜)”, “최마악보(催馬樂譜)”, “금가보(琴歌譜)” 등 악보에 대한 비교 

연구도 시도하 다. 

하야시 겐죠(林謙三)가 1938년부터 돈황 고악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고, 

그의 저서도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나, 돈황 고악보는 오래기간동안 중국학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 다. 이와 같은 시기에 중국학자의 연구로는 요종이(饒宗頤)

의 “돈황비파보독기(敦煌琵琶譜讀記)”9)와 임이북(任二北)의 돈황곡초탐(敦煌

曲初探)10)을 발견할 수 있다. 1982년에 엽동(葉棟)이 “돈황곡보연구(敦煌曲譜

研究)”11) 논문을 발표하면서 돈황 고악보는 비로소 중국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 으며, 돈황 고악보의 연구 열풍이 일기 시작하 다. 하창림(何昌林), 조

효생(趙曉生), 진응시(陳應時), 당박림(唐樸林), 관야유(關也維), 석진관(席臻貫), 

장 평(莊永平), 낙지(洛地) 등 학자들은 돈황 고악보의 25수 악곡12)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 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돈황 고악보를 해석하려 하 다. 이

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돈황 고악보의 년대와 수록 악곡의 형식에 대한 고증

둘째, 돈황 고악보의 조현(調絃)문제와 선법

셋째, 돈황 고악보의 보자(譜字 : 음높이 등을 나타나는 부호)에 대한 해석

넷째, 돈황 고악보의 리듬 해석

다섯째, 돈황 고악보에 표기된 용어의 해석

 7) 林謙三著, 潘懷素譯, 敦煌琵琶譜的解譯研究 수정판(上海音樂出版社, 1957).
 8) 林謙三, 雅樂——古樂譜的解讀(音樂之友出版社, 1969).
 9) 饒宗頤, ｢敦煌琵琶譜讀記｣, 新亞學報(1960). 
10) 任二北, 敦煌曲初探(上海文藝聯合出版社, 1955).
11) 葉  棟, ｢敦煌曲譜研究｣, 音樂藝術 第1․2期(1982). 
12) 돈황 고악보의 25수 악곡은 品弄, 弄, 傾杯樂, 又慢曲子, 又曲子, 急曲子, 又曲子, 又慢曲子, 急曲子, 

又慢曲子, 傾杯樂, 又慢曲子, 又慢曲子西江月, 又慢曲子, 慢曲子心事子, 又慢曲子尹州, 又急曲子, 水鼓

子, 急胡相問, 長沙女引, 撒金沙, 營富, 尹州, 水鼓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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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 고악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보체계가 금보(琴譜)와 가까운지, 아니면 공척보(工尺譜)

의 것과 가까운지, “口”, “、”, “丁” 등 부호에 대한 해석, 모두 3박자의 리듬체

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 등등 모두 미결(未決)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돈황 

고악보를 연구하는 열풍의 향을 받아 오랜 동안 중단되었던 금보(琴譜)와 속

자보(俗字譜)의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하 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3) 노래 고악보의 연구－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

1350년의 도종의(陶宗儀)의 수초(手

抄)본인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
이 발견되고 나서 이 가곡집에 기록된 

17수의 속자보(俗字譜) 노래가 점점 사

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 다. 방성배

(方成培)의 향연거사주(香研居詞麈)
(1777), 대장경(戴長庚)의 률어(律語)
(1833), 장문호(張文虎)의 서예실여필

(舒藝室餘筆)(1862) 등 저서에서는 모

두 이와 관련된 연구와 해석을 다루었으나, 17수의 노래에 대한 역보(譯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30년대에는 당란(唐蘭)의 논문인 “백석도인가곡방보고(白石

道人歌曲旁譜考)”13)가 발표되었고, 1950년대에는　하승도(夏承燾)의 당송사논총

(唐宋詞論叢),14) 양음류(楊蔭瀏)와 음법로(陰法魯)의 송강백석창작가곡연구(宋

姜白石創作歌曲研究),15) 구경손(丘瓊蓀)의 백석도인가곡통고(白石道人歌曲通

13) 唐蘭, ｢白石道人歌曲旁譜考｣, 東方雜志 제28권 제20호(1931).
14) 夏承燾, 唐宋詞論叢(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56).
15) 楊蔭瀏․陰法魯, 宋姜白石創作歌曲研究(人民音樂出版社, 1957).

<그림 2> 白石道人歌曲--俗字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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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16) 등 전문 저서도 출간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

하게 진행되었으며, 진응시(陳應時), 정기원(丁紀園)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이를 연구하 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조옥경(趙玉

卿), 이연생(李連生), 양자(楊子)의 학위논문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백석도인

가곡(白石道人歌曲)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의 17수 노래의 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李連生, ｢姜白石詞調歌曲旁譜研究及詞樂遺音初探｣, 河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0년.

楊 子, ｢姜白石詞調歌曲研究綜論｣, 河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13년.

趙玉卿, ｢姜白石俗字譜歌曲研究｣, 上海音樂學院 박사학위논문, 2010년.

陳應時, ｢白石道人歌曲集曲譜中的‘調’｣, 南京藝術學院學報, 音樂與表演版, 1982년. 

陳應時, ｢論姜白石詞調歌曲譜的‘ㄣ’號｣, 南京藝術學院學報, 美術與設計版, 1982년. 

丁紀園, ｢姜白石自度曲樂譜中的折聲、掣聲與‘揚州慢’—白石道人自度曲聲律考辯之一 (上)｣, 

黃鍾, 武漢音樂學院學報, 1989년. 

丁紀園, ｢姜白石自度曲樂譜中的住聲與‘鬲溪梅令’和‘惜紅衣’—白石道人自度曲聲律考辨之

三(上)｣, 黃鍾, 武漢音樂學院學報, 1991년. 

張元慶, ｢姜白石歌曲譯譜問題的比較研究｣, 安徽師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5년. 

趙曼初, ｢白石道人歌曲旁譜平聲協律分析｣, 吉首大學學報, 社會科學版, 1997년. 

李連生, ｢從白石道人歌曲旁譜論詞樂與詞律之關系｣, 江西社會科學, 2003년. 

張紅梅, ｢姜白石之‘淒涼犯’研究｣, 中央音樂學院學報, 2007년. 

趙玉卿, ｢姜白石俗字譜歌曲之‘ㄣ’號研究｣, 中國音樂學, 2012년. 

伍三土․王小盾, ｢白石道人歌曲十七首詞樂旁譜新校｣, 音樂探索, 2013년.

趙玉卿, ｢關於姜白石俗字譜歌曲的宮調與音階研究｣, 南京藝術學院學報, 2013년. 

16) 丘瓊蓀, 白石道人歌曲通考(音樂出版社,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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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자보(俗字譜)로 된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

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기(姜夔)는 문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곡집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인 

측면과 음악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는 주로 사(詞)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 으며, 음악학적

인 측면에서는 주로 속자보(俗字譜)로 기보된 17수의 노래에 대한 해석이었다. 

둘째,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의 17수 노래는 모두 속자보(俗字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송나라 때에 유행하 던 기보방식인 속자보(俗字譜)

는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17수의 노래는 송나라의 속자보를 알리는

데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보자(譜字)와 부호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 

내용이 되고 있다.

셋째, 악률학의 측면에서 17수 노래가 사용한 음계와 선법을 조사․연구하며, 

이를 근거로 송나라의 음계와 선법도 조사하려는 것이다.

넷째, 이외에도 강기(姜夔)라는 인물에 대한 조사와 가곡집의 판본(版本)에 대

한 조사 등의 부가적인 연구도 산견(散見)된다. 

4)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의 연구

서안고악(西安鼓樂)은 당나라 때에 기원된 것으로 그 역사가 천 년을 넘는다. 

원래 궁중에서 연주되었지만 안사(安史)의 난(亂)을 계기로 민간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돈황(敦煌)의 고악보가 단지 기록만 남아있는 것과 달리 서안고악은 

송․원․명․청을 거쳐 현재까지도 연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안고악은 

중국음악 역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안고악의 수집과 정리 

작업은 195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1980년대 이

후에 주로 발견되고 있다. 서안고악은 불교, 도교, 민속의 세 가지 유파로 나누

어져 좌악(坐樂)과 행악(行樂)의 두 가지 형식으로 연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안지역의 많은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에만 전승된 고대 악보를 보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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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의 연주 팀도 구비되어 있어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전승 양상으로 나

타내고 있으므로 연구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안고악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서안고악의 고악보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유파와 연주형식

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일찍부터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에 대한 

해석은 고악보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요종신(饒宗頤),17) 이석근(李石根),18) 유항지(劉恒之)19) 등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악률학의 측면에서 보면 기보법, 음계, 선법, 궁조, 리듬 등을 연구하며, 

풍아란(馮亞蘭),20) 고언(詁言),21) 여홍정(呂洪靜),22) 초걸(焦傑),23) 이석근(李石

根)24) 등의 연구에서 그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

의 기보체계는 당나라의 “연악반자보(燕樂半字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송

나라의 “속자보(俗字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여홍정

(呂洪靜)의 공척보(工尺譜)의 발전특징과 진양(陳暘) 악서(樂書)의 기록에 의

거하여 보면 “연악반자보(燕樂半字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하 다. 

또한 “동균삼궁(同均三宮)”은 중국 악률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문헌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아

란(馮亞蘭)과 고언(詁言)은 서안고악보(西安鼓樂譜)의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

려고 하 다. 이들은 서안고악에서 사용된 사조(四調)가 바로 네 개의 균(均)에 

해당하며, 균(均)마다 음높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궁음(宫音)이 포함된다는 사

17) 饒宗頤, ｢西安鼓樂俗字譜的研究與解讀｣, 交響 第2期(1994).
18) 李石根, ｢西安鼓樂的‘哼哈’讀譜法｣, 音樂藝術 第2期(1986); ｢關於西安鼓樂記譜的問題｣, 交響 第1期

(1989). 
19) 劉恒之, ｢西安鼓樂的唱名問題｣, 民族民間音樂 第4期(1986). 
20) 馮亞蘭, ｢長安古樂的宮調及音階｣, 交響 第3期(1989).
21) 詁  言, ｢長安古樂的音階及‘同均三宮’｣, 交響 第3期(1998). 
22) 呂洪靜, ｢西安鼓吹樂的四調初探｣, 交響 第2期(1995); ｢初探唐代‘拍’的時值｣, 中國音樂學 第4期

(1987).
23) 焦  傑, ｢關於長安古樂四調的研究｣, 交響 第1期(1993).
24) 李石根, ｢談‘拍’｣, 交響 第2期(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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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알아내었다. 더 나아가 문헌자료에서만 나타난 “동균삼궁(同均三宮)” 이론

은 서안고악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 다. 이외에 여홍정(呂洪靜)과 

초걸(焦傑)은 서안고악의 음계와 네 가지 선법, 그리고 리듬에 대하여 현재 서안

고악 연주 팀의 연주와 악기의 연주법을 통해 조사․설명하고 있다.

셋째, 서안고악의 악곡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원은 당나

라의 대곡에 두고 있을 만큼 대곡와의 관계가 매우 접하다. 주지하듯이 대곡

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특히 당나라 때의 대곡은 대곡의 역사에서 가장 발전

된 양상으로 그 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서안고악의 악곡구조 또한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악곡의 구조는 당나라 대곡의 산서(散序), 중서(中序) 

부분과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나라의 궁중 음악과 대곡

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현존 음악을 통해 당나라의 음악 양상

을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안고악의 악곡 구조와 관련하여 

이석근(李石根),25) 유항지(劉恒之),26) 이건정(李健正),27) 이명충(李明忠),28) 여

홍정(呂洪靜),29) 저력(褚曆)30)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5) 기타 고악보의 연구

앞에서 기술한 고악보에 대한 해독 및 연구 이외에 불교, 티베트, 복건남음(福

建南音) 등 고악보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불교는 장전

불교(藏傳佛敎)와 한전불교(漢傳佛敎), 그리고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教) 세 가지

로 나누어 총 8개의 종파(宗派)를 이루고 있다. 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된 역사는 

2천년이 되었으나 불교음악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

25) 李石根, ｢唐大曲與西安鼓樂形式結構｣, 音樂研究 第3期(1980).
26) 劉恒之, ｢西安鼓樂曲的曲體結構和藝術手法｣, 中國音樂 第3期(1991).
27) 李健正, ｢西安古樂曲體考釋｣(上․下), 交響 第2․3期(1986). 
28) 李明忠, ｢俗派鼓樂與隋唐燕樂大曲｣, 中國音樂 第2期(1987).
29) 呂洪靜, ｢唐宋大曲的 ‘入破’ 與西安鼓樂中的 ‘賺’ 的比較｣, 交響 第4期(1994).
30) 褚  曆, ｢西安鼓樂中花鼓段、別子、賺的曲式結構｣, 交響 第2期(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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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의 연구는 양음류(楊蔭瀏), 사부서(査阜西), 반회소(潘懷素)를 비롯하

여 북경 지화사(智化寺)의 불교음악이 2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지화사경음악

(智化寺京音樂)(2권)을 출판하 다. 1955년에 아흔(亞欣)이 사원음악(寺院音

樂)을 출판하면서 아미산(峨眉山)과 오태산(五台山)의 불교음악을 각각 백여 

수와 2백여 수 수록하 다. 불교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주로 지역과 의식, 그리고 유파별로 연구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불교음악의 특징과 중국 음악에 미친 향, 다른 종교

음악과의 관계, 불교음악의 형식, 사원불교음악과 민간불교음악 등의 관련된 문

제도 연구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들어 문화산업의 개발을 위해 각 지

역의 불교음악은 관광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연구 역시 

발견되고 있다.31)

원정방(袁靜芳), 전청(田靑) 등 학자는 불교음악의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

다. 원정방(袁靜芳)은 중국한전불교음악문화(中國漢傳佛教音樂文化),32) 중

국불교경음악연구(中國佛教京音樂研究)33) 등 저서를 출판하 으며, 2003년에

는 불교음악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불교음악을 연구하는 후학을 양성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전청(田靑)은 종교예술연구센터(宗教藝術研究中心)를 설립하

여, 국가기관에서 불교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

다. 이외에는 주운(周耘), 양민강(楊民康), 호요(胡耀), 니수인(尼樹仁), 한군(韓

軍), 추연릉(鄒燕淩), 장철기(張哲琦) 등 학자의 연구 성과도 발견되고 있다.34)

티베트의 음악연구는 다른 지역의 음악연구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을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언어, 교통, 그리고 여러 민족적인 

요인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티베트의 고악보에 

31) 陳文麗, ｢峨眉山佛教音樂旅遊資源的開發與利用｣, 樂山師範學院學報(2012); 白海燕, ｢峨眉山佛教音樂

的旅遊資源開發｣, 黃河之聲(2013); 陳煒․張曉雯․程芸燕, ｢旅遊開發對西南地區漢傳佛教文化遺產保

護的影響研究——以廣西桂平西山爲例｣, 廣西社會科學(2012). 
32) 袁靜芳, 中國漢傳佛教音樂文化(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33) 袁靜芳, 中國佛教京音樂研究(宗教文化出版社, 2012).
34) 周耘, ｢20世紀以降中國大陸漢傳佛教音樂研究的曆史與現狀｣, 黃鍾 武漢音樂學院學報 第2期(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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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비로소 산견(散見)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껑되배지예(更堆培杰)

의 저서인 서장고악보연구(西藏古乐谱研究)35)가 출판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게 시작하 다. 껑되배지예(更堆培杰)는 티베트 고악보의 연구를 집대성

한 학자이며, 300여 년 전의 티베트 궁중 고악보와 불교 고악보의 해석을 이론

적으로 정리한 학자이다. 그는 티베트의 궁중 고악보에 기록된 궁중악무인 “카

을(卡尔)--상심열이목지희연(赏心悦耳目之喜宴)”을 모두 오선보로 역보(譯譜)

하 을 뿐만 아니라 악기의 조현과 지법을 통해 음고, 리듬, 가사 배치 등을 모

두 자세하게 설명하 다. 또한 티베트 불교의 여러 유파가 다양한 시기에 전승

된 송경음악인 “앙역(央译)”과 기악곡인 “서사(瑞辞)”에 대해서도 설명하 고, 

각기 다른 형태의 악보를 현대의 기보방식으로 모두 재해석하 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티베트 고악보에 대한 연구는 치이앙취(強曲),36) 자시다

지예(紮西達傑),37) 다와(達瓦),38) 이효앵(李曉鶯), 구양가려(歐陽佳麗)39) 등 학

자의 연구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거의 티베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복건남음(福建南音)은 중국음악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칭할 정도로 한족(漢

族)음악 중에 가장 오래된 음악양식이다. 복건남음(福建南音)의 악기형체와 연

창형태는 모두 당․송시대의 음악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기록한 공척보 

역시 일반적인 공척보와 차이가 있다. 복건남음(福建南音)은 예로부터 복건, 천

주(泉州) 등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다양한 연주단체를 설립하기

도 하 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초․중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에도 복건

남음을 추가하 으며, 천주(泉州)시의 사범대학과 예술학교에서는 복건남음이란 

전공을 따로 개설하기도 하 다. 복건남음(福建南音)의 연구에 있어서는 왕요화

(王耀華)와 손성군(孫星群)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들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방

35) 更堆培傑, 西藏古樂譜研究(西藏人民出版社出版, 2010).
36) 強曲, ｢藏文記錄古樂譜今譯有突破｣, 西藏藝術研究(1994).
37) 紮西達傑, ｢藏族古樂譜｣, 西藏民俗(1998). 
38) 達瓦, ｢西藏古樂書賞心悅耳目之喜宴解讀｣, 西藏藝術研究(2013).
39) 李曉鶯․歐陽佳麗, ｢西藏宮廷卡爾音樂記譜法—以賞心悅耳明目之喜宴爲例｣, 音樂探索(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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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왕요화(王耀華)는 복건남음초탐(福建南音初探)40)

과 복건남음(福建南音),41) 손성군(孫星群)은 천고절창(千古絕唱)———복건

남음탐구(福建南音探究)42)를 출판하면서 복건남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

다. 이외에는 장조 (張兆穎),43) 장 (張盈盈),44) 진은혜(陈恩慧)45) 등의 

학위논문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건남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승인

물, 연주단체, 악기, 음계구성, 리듬, 악곡 구조, 연주법, 기보법, 미학, 교육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악보 연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중국음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고악보 역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남조(南朝)시대 양(梁, 502~557)나라의 구명(丘明)이 기

보한 “문자보(文字譜)”를 발견할 수 있고, 중국 악보의 역사를 보면 “문자보(文

字譜)”, “감자보(減字譜)”, “관색보(管色譜)”, “속자보(俗字譜)”, “공척보(工尺

譜)” 등 매우 다양한 기보형식도 존재하고 있으나 고악보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겨우 백년밖에 되지 않았다. 비록 고악보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적

지 않는 성과를 얻었고, 특히 20세기 80년대 이후 돈황비파보, 백석도인가곡
등을 비롯하여 고악보의 연구 열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기 시작하 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악보에 대한 해석 및 연구는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40) 王耀華․劉春曙, 福建南音初探(上海文艺出版社, 1986).
41) 王耀華, 福建南音(人民音樂出版社, 2002).
42) 孫星群, 千古絕唱———福建南音探究(海峽文藝出版社, 1996).
43) 張兆穎, ｢福建南音琵琶工尺譜與唱腔關系初探｣(福建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张兆颖, ｢明、清南

音传本曲牌研究｣(福建师范大学 박사학위논문, 2008). 
44) 張盈盈, ｢福建南音泉州派、廈門派“曲”之比較研究｣(福建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45) 陳恩慧, ｢泉州南音拍板研究｣(福建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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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고악보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각종 기보법으로 된 고악보의 

전승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고, 비교와 참조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

에 고악보의 해석 및 연구에 적지 않는 지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자보(文

字譜)로 기록된 악보에는 단지 “갈석조(碣石調)․유란(幽蘭)” 하나 밖에 없고, 

비교, 참조할 수 있는 악보가 전혀 없으므로 문자보(文字譜)의 연구에 적지 않는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속자보(俗字譜)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전승된 속자보(俗字譜)의 기록에는 강백석(姜白石)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

曲)의 17수 노래, 장염(張炎) 사원(詞源)에서의 “관색응지자보(管色應指字

譜)”, 진원정(陳元靚) 사림광기(事林廣記)에서의 “관색지법보(管色指法譜)”가 

전부인데, 사원(詞源)과 사림광기(事林廣記)에는 관악기의 지법을 속자보

(俗字譜)로 기록한 것이 전부이며, 악보로 기록한 것은 단지 백석도인가곡(白石

道人歌曲)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백석도인가곡(白石道人歌曲)에 대한 연

구 역시 다른 악보와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고악보의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악기의 조현과 악곡의 선법, 

문헌자료의 기록, 그리고 지법의 고증 및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악

보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음고(音高)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해결하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고악보의 기보방식을 살펴보면 음높이의 

기록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나 있다

고 하더라도 이 부호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악보의 리듬 해석은 학자와 나라46)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고악보 해석 및 연구에 가장 어렵고,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금(琴)의 고악보는 문자보(文字譜)와 감자보(減字譜)로 기보되는 것

46)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중국의 고악보에 대한 해석 및 연구도 발견할 수 있으며, 李惠求와 林謙三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학자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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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으며, 정확한 리듬부호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지법부호

와 악곡 선율의 해석에만 치중하게 된다. 리듬 해석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경험

과 기존 악곡의 분위기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고악보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전승된 고악보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같은 기보방식으로 된 여

러 가지의 고악보를 비교, 분석해야 비로소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돈황비파보와 속자보 같은 경우에

는 비교할 수 있는 참조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만일 중국내의 자료만 의존해서 이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없다면 주변 나라의 것을 참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예부터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많은 교류가 이루

어졌고, 각 나라에 적지 않는 향을 주기도 하 다. 이는 한․중․일 삼국의 

음악을 보면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중국의 아악(雅樂)과 당악(唐樂)은 각각 한국

과 일본에 전해졌고, 두 나라로 전해진 음악예술은 지금까지도 보존․전승․연

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고악보에는 중국의 고대 악곡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고악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국과 일

본의 고악보와 현재까지 전승된 중국음악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고악보의 연구 현황과 성과,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 더 

나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

술하 다. 중국의 음악사를 보면 악보로 음악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고 할 수 있고, 기보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각종 기보법으로 된 악보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문자보(文字譜), 연악반자보(燕樂半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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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 속자보(俗字譜) 등 형식의 악보는 극히 적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으므로 연구할 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악보만 의존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주변 나라의 관

련된 악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이유는 

예부터 중국은 한국, 일본과 많은 음악 교류를 하 고, 두 나라에는 현재까지도 

중국 음악을 상연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음악의 향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

라 한국과 일본의 문헌자료에는 중국음악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찾아볼 수 있

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중국 고악보의 연구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한․중․일 삼국 음악 학

자의 공동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의 고악보 해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

본 고대음악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투고일자 : 2014.10.25. ❙ 심사기간 : 2014.11.04.~2014.11.25.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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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Studies on 
Ancient Chinese Musical Scores and Future Tasks

Piao, En-Yu*

47) 

Until now the Chinese musical notation(記譜法) changed with the times: e.g. 

“wenzipu(文字譜),” “jianzipu(減字譜),” “guansepu(管色譜),” “suzipu(俗字譜)”, 

“gongchepu(工尺譜),” “quxianpu (曲線譜),” “lülüpu(律呂譜),” “gongshangpu(宮商

譜)” and “zhifapu(指法譜).”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as well. As the musical 

notation, which has been us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imes, had different 

forms, interpretation of the musical scores of the previous generation is used as 

a very important means of understanding ancient music.

Studies on ancient Chinese musical scor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organized as there have been a great variety of opinions on their names. Also, 

the interpretations(解讀) and transcriptions(譯譜) of the various signs of ancient 

musical not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research topics until now, and 

significant research results have been produced, but theoretical explan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tudies on ancient musical scores can still be said to be in 

their infancy. In other words, as it can be said that systematic organization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ancient Chinese musical scores are essential, this paper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such tasks based on various investigations and 

explanations. 

 * Hose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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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usical notation(記譜法), qinpu(琴譜), Dunhuangpipapu(敦煌琵琶譜), 
Baishidaorengequ(白石道人歌曲), Xianguyuepu(西安鼓樂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