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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IjJ 國합짧r~ " 이 란 용어는 →←→왼지척으휴 줌권- 본보에 限하여→→{푼화가

주해온 기대한 지역의 유악이다.

마냐 다픈

벨로디기 사용퍼"1，

7 음읍계와 4 도_， ;) 'L.

점-익의 정르기 샤 \1 사 많으며 응악양식도 다양하다.

시죄지방。1] 셔는 난 3 도관 강조한다.

지역

東北지방의 멜로디는

구조는 댈따1 낀 엮;석한 2 악자←→-各:11' 1 과 나 π1 지 1(1 에 대한 부

,,]

나 따 난니 - • 과 3f1→ q

첼→띤주에시 나타난니.
섹얀 獨{기體의 노래감긴

사용되지만，

종족들이 거

와니브깐은 넓은 옹정이 도악진행음 사용한냐. 束部地方은 5읍음계와

연정진행 윈 사용한다.
호와 명 칭 은 文歡에

다른

에

ðJ!'I'J_o_ .i,'..

블 규각 한

0] 으기까지 다양에 니. 2 : 3 의

강 E 의 짜 1k!IJμl

è] 주1 젠 ←←傳通{안J 인 휩-樂家으|

;:，]뉴파 ~n n] 올과의 리 듬은 대중

打짜짧 리딩 1엔에서 나다난냐.

뭘聲꾀 노래가 주록

v엠곰1) 2] 쌓11 if 樂。!1λ} 는 獨P감 j'j fîll사 6] 주고 반는 노동요가 있으며， 또 東南部에

서는 21뺨部가 표 2 J표로 "그래파다가 제상으꼬."}치는 오르가능(形의 노패도 있다.

2.

文

없

끼]國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樂器는 기윈진 2000 년 전으로 추정되는 鋼鍾， 짧과 쟁용覆이다.

戰國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編鍾이 발견되었으껴， 文敵에는 그 이천부터 있었다고 기록되
어 었다. 기원천 2셰기 것으로 알려진 짧과 大筆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개인
소장품 중에는 8세기 경의 훈E촬와 琴이 었으며 現在의 모양과 같다. 기왼경에 새긴 것으로
추측되는 돌에는 蕭， 鼓， 짧， 쩔쩔과 琴의 연주에 맛추어 춤추는 그렴이 조각되어 있다.
樂器의 모양 즉， 출의 수나 패의 위치등은 그 음악에 사용흰 합階나 음조직을 추측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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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가 된다. 編웰이나 編했은 실제음악연주에 사용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도의 규칙적인 조융 i심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樂器는 古代의 社會的， 經
濟 ó9 生活에서 픔영~o] f휠婆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많은 樂器가 王의 무텀에시 다른 보석
과 함께 부장되였다日本， 韓國같은 인접국가에서도 말굴되는 이런 악기는 中國에서 傳

하여진 것이다.
흡樂理論과 演奏는 특히 유교의

영향윤 많이 받았으며， 중국의 寶錄， 古典， 樂書， 개인

문접에 판}벙위하게 논의되었다. 가장 오래된 王빼實錄은 l세기의 것이며， 史官이 前王朝의
年代記와 다른 문헨을 참고하여 마음 王朝동안에 펀칩했다-←一광엄위한 文敵에서 인용문이
많기 때문에 實錄에서는 축소하여 편집한다.

소위 ~J:-l 國의 古典(四뿔)이라고 하는 것은 備敎의 규엄을
典이 기왼전 5세기 이후에 저술된 것이다.

작은

것이다.←→대부분의 띄

흡-樂記錄은 좁樂연주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록

뿐이며， 실제연주에 대한 기흑은 流略하다. 그러나 考古學的인 발견에시 이들 文歡에 없는
여러 가지를 보충할 수 있다.
孔子의 思想은 흡樂이 敎育어l 사용된다는 것이다. 孔子의 가르침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中
爛은 흡樂에 서 도 적 용된 다. 그-후， 關學者들은 룹樂요소，

악기 의 상세 한 부분과 의 식 절 차에

철학적인 설명을 첨가하였다. 중국의 연내기록관과 史官은 잔통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偏敎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튜휩敎思想에서 이달한 배경을 기술할 때는 사실 그대로
를 기록하였다.
팝代 初에는 음악에 대한 公的인 기록이 없고， 예숭가에 대한 速話와

적인 자료가 많다. 교육용 琴雷 몇 권이 부분적으로

음악에 관한 단펀

흑은 완전히 남아 있다.

13세기 文歡

通考나 宋會圍같은 백과사전에 m 연주법과 노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中國의 記讀法은 2 가지로 大別된다 ; 文字調--홉時價보다 연주법을 부호화 한 것--와
철대적이거나 상대적얀 캅高블 기휴한 樂짧.

즙高記짧法에 대한 最古의 文敵은 國語 (BC4

세기)이이 琴연주를 정교하게 기록한 最古의 벼3 은 6세기에 나타난다.
20세기까지 음악은 한 지역에서 다든 지역으로 천달되는 과정같윤 특수한 환경에서 기옥

되었다. 즉 10세거의 樂讀가 u] 단갈에 위치한 做1벌의 千佛洞에서 발견되었으며， 여러종류의
음악이 중국에서 한국과 알본으로 전히l 갔다.‘ 15세커의 琴，쁨인 神奇秘讀 같은 樂 J뿜는 ]:의
후원下에 이루어졌으며， 九宮太成뽑 장은 18세기 극음익

樂읍뿜는 王命으로 펀성되었다. 文

A、플은 樂쁨플 보존하는데 특별한 주의플 기울였다. 이것은 宋朝의 여러 樂書에 대한 설명
이다.

明代에는 목판 인쇄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琴讀가 內容만큼이나 美學的으로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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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서양인들은 중국의 記讀法이 불완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記讀法은 근본적으로 음악 자체
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時價가 없더라도 불완전 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연주가 자

신의 해석에 의한다. I.R調는 청확한 時價가 없으며 청해진 선법에 의해 판독된다. 이 記
讀法은 記憶을 돕는데 효과적이며， 예술가에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녹음기의 발달로 全中國의 음악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녹음기는 口傳된 장르

의 음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대규모의 녹음채칩이 1950 년대 장]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全흡樂 장르의 양식과 구조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다1 國은 외부와 문화적 교류가 많았다. 음악교류가 기원전 2세기에 있었으며，

10세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응악이 중국으로 유업되었나. 중국과 일본의 음악 관계는 日本 雅

樂과 明淸樂플 살펴보면 흔석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응 관계는 韓國의 文顧樂에도 있다. 중
국과 관련지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음악은 韓國의 딴소리와 베트남의 劇좁樂이다.

3. I!l훌

史

(i) 古代부터 쫓朝까지，
文敵과 考古學的 자료블 통하여 慶式音樂이 中國古代 生活에서 重要했다는 것올 알 수 있

다. 古典에는 古代 嚴式舞와 歌에 대한 記銀이 있고， 傳說上의 王과 賢A들이 만들거나 관
련이 된 曲名이 질려 있다.

이런 神話는 룹樂의 重흉§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古典은 國家嚴式즙樂 以外의 우당과 마숭사의 歌舞플 경멸하고 있으며 초악한 음악을 사
람들이 즐긴다고 하였다， 雅樂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기록하였다.

論語에 依하면

孔子는

‘짧’라는 흡樂을 듣고 3 달간 고기맛을 잊었다고 한다. JL子는 民짧가 수록된 詩經을 펀찬
하였다고 전하며

詩經의 가사는

琴끓의 2중주릎

암시 하 cj 쭈팝의 2중주는

友愛의

싱징

이다.

(i i) 漢朝부터 댐;빽까지 (B.C.206

",-,

A.D.90 7)

이 두 王빽 사이에 4 세기과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群小國家로
시기이며 中國의 주변국-과

分害U되었던 국제석인

.2.뷰가 있었마. 따라서 사람들은 시l 폭운 것을 호기십으로 수용

하였고 佛敎는 융성하였으며， 道敎플 종교가 되도록 자뚜하였나

이 두 종교가 강한 영향

릭윤 갖고 있었다. 짧敎가 政治 쿠조의 기본이었지만 가급 뒤로 t파려난 것 같이 보인다.
기원전 221 년 案王朝가 中國을 統-하였으나 15 년 후에 연망하였다향 í힘~동 안에 유명
한 찾書 ÍJt~홈가 있었다.

古典융

회복하였으냐，읍樂에 관한 文없t 만은 돌。1 결 수 없도꽉 잃

었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음약윤 회복할 수 없었다면， 싣제 음악에 대한 기폭-민이 영향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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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이다. 그랴나 이 이야기는 즙樂理說家들이 古代납樂再健에 대한 평계플

갖고 그들

의 理論을 자유옵게 논의 하고 t살전시 키 도폭 하였 다.
漢 (B.C. 206) 의 建國 후에 國家쓸 안정시켈 필요가

있었다.

이때까지 關敬는 당시의 다

은 힘學理論을 흡수하였 냐. fr휩敎딩윷~은 새 로운 우주론적 인 의 미 로 보강되 었기 때 문에 國家
熾￡이 되었으며，

정 λl 수단과 I'í 姓敎 fi 에

사용되었다. 정성들얀 國家앓式아 된 것은 종교

가얀 기능과 세속걱 기능 I내운。 l 다. ji- 樂은 多樣하게 선택되었으마， 주혹 平民，

위측 "1 품 A 심지어 外國 노래에서노 선댁하었나.
없) , 後 f\; 王꽤으1 규 li] 이 간 l 있 t l.
많jjJ 5] 는 값 I f}，: ~~ i';이 기픽→표!이

시대에

짧꼈에는 公式 묘는 -:!j:;公 λ 진이 l 끽會

편잔되었으며(禮
앙名과

미파 했가

있 L 1.

紀/L;前에 佛敎 71 rt 1 핏 l센細납f; tj 樂고|
시

f싫敎}훨 :<--\:0] 이

전문 樂 Á ，

힘끼l 수입되었、냐는 것윌→ 1徵;합’의 조각과 동줍 역화에

일 수 있나. 隨史 (5H1"'-'G18) 와 댐및 (618'" 907) 에는 여띤 니아에서 수입된 홉樂의 樂人，

樂짧，

있다. 隨 • J;션朝는 여러 나라의 즙樂윤 판장할 득별음악기관음
‘J.iitìl::-''1 名稱파 섣명이

섣치 하였으 1 이 7 세기까지 十部당까 있었‘나. 측
￥펴 Ui ，

f~김 11-=-_11{~ ， 따1 國 f잦빡樂{5(， '/，( 1짧셋 j듀시

이 시대에는 外 l짧즙樂에

때-찌 W: ，
ψ 國歷!인

11따 R휩싸， 天싼{{:，

r힘麗셋，~孫{~， IG11

上 전 Jf 후우한 大編成이 었 다.

덧룹여 여러가지 중국의 토속음악이 있었다. 文學家와 歷史家는

긍풍응-악 중 新歌 rtll ， 원樂 1111 ， 짧에 디1 하여 71 쉰히었나. 최초의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은 民問記錄에서 발;견뇌 1 니， 기퓨

111 용은 표쉰와

익기들의 名人괴

쟁t 器에

歌젠1 가 부른 노꽤도 있니. 그 중 벚 뻐은

노래

多樂章形式의 曲이다. 外國흡‘樂이 수입되드로서 자주적인

발전

관한 설영이다. 또 캡’fI￥의 시인이 쓴 시갚
나 舞폐반주로서 組iÜl같은

琴씨 二l 려고 이

융 촉진시겼으며， 당시의 作家들은 中國 고유의 形式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iii) 힘 이후부 터 i렵횡Ij 까치 (907"'-' 1911).

B. C. 206 r ,-""A.D. 907 년 간이 국제적 음악시대라띤 그 이후의 1000 년은 自國文化의 성숙
기로 올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중국은

의 元朝(1 280"'-' 1368) 와 다음은 만주족의
이 되었다. 佛敎의 지배적
국가주의가 아니다.

두번 外勢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처음은 몽고족
消-朝 (1644 rv 1911) ，----사고방식은 더욱더 중국적

영향에 對한 반응은 庸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 반응은 정치적인

즉 文化的， 지적 경향이 종교에서

달펴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로 복귀하였다.
宋의 新簡敎는 漢의 關敎보다 융성했다. 新關學者는 古代의

古典을 해적하여 佛敎 輝宗

의 영향을 받은 추상적인 이론인 新正說을 이룩하였다. 新簡學者들은 簡敎思想융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세심하게

시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용주의 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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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記讀法， 旅法과 樂器 構造에 대한 설명이 기록

되었다. 학문추구의 원동력인 古代에 대한 관섬이 계속 발전하여 淸朝의 유명한 학자의 저
울에서 철청에 달하였다.

新關學者들이 古典을 번역한 것이 수세기동안 권위가 되었으며， 宋의 륨樂도宋이후의 嚴

式즙樂 규뱀이 되었다. 宋의 즙樂理論에 新關學者의 의견이 첨가되었치만， 음악에 관한 기
록은 後代 關學者틀에게 지챔이 되었다.

이 시대의 樂器는 筆， 從짧， 橫第이며， 연회에서 사용되는 대중적인

樂器였다.

琴과 寶

촬도 사용되었으나 항상 다르게 연상되었다. 詩와 소섣에서 옳寶는 유쾌함과 好色을 연상

하고， 흥좋은 청제와 순수함을 연상시킨다. 상징적인 연상과 외국에서 수입되었다는 점 때문
에 청렴한 사람은 賽훨를 기피하였다. 1500년 동안 중국적인 演奏 기숭과 곡목을 엠었치만
關學者들은 寶훨블 胡樂器로 간주하였다.

이 시기에 발달한 중요한 음악형식은 元， 明， 淸朝에
참조하라) . 모든 전통적인 중국의 劇은

융성했먼 歌盧11 이다.

歌劇이냐. 歌劇의 구조적 중섬은

(3. 歌劇編을

서청적인 노래인

데， 선율이 있는 짧은 형식이이， 한 歌劇에서 여러 가지로 반복 변주된다. 음악적으로 갇
은 소재가 같은 장르의 다른 劇음악에서
진 초거의 노래형식과 관계가 있다.

사용될 수도 있다. 서청시가는 宋朝 이전에 불녁

가사는 노래 불려지거나 낭송되는 셔둔 詩形이다. 척

어도 17개의 宋代 歌詞가 뽑謂와 함께 傳한다. 曲이 없는 서청시가 혹은 사상， 분위기， 사
건이 일치되는 서청시가는 시인과 文章家들의 冊에 꼭 나타나며， 이 시언과 文章家들이 훌%

劇을 대형식으로 발천시켰으며，

01

歌劇 中 몇 곡은 tþ 國 最高의 文學作品이다- 劇의 흡樂

的 구조는 전례없는 수준에 달했다. 元曲은 선법으로 선율을 변주하는 구조적인 특정으로
극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慶11애 사용되는 음악은 民搖， 전설가요와 無名~의

作김l 같은 다양한 근원을 갖

고 있다. 元代부터 明後期까지 歌劇集에 樂讀는 질려지 않고 단지 曲名만 질려 있다. 17세
기부터 歌慶11集에 樂讀가 실려 있으나 선율의 뼈대만 기록되었다. 비록 裝節륨을 넣는 볍과
악구의 숭쉬는 곳을 자세히 표시한 책이지만， 舞臺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술은 여전히

口

傳에 의하였다. 京劇의 음악도 (3. 歌處11 참조) 다양한 관원윤 갖고 있으며，

자

연히 혼합되었나.

그러나， 벚 작품에는

이런 큰원은

전통적인 형태의 참조석 과정이 연관성있는

가작

플 극적 효과를 위 해 사용할 때 나타난다.

(iv) 1911 년 이 후
비록 붕안정하지만 많은 전통음악이 천하고 있다. 20세기에 수영펀 외국음악은 庸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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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朝의 외국음악과 다르다.

19세기의 정치적， 군사적 패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음악도 표합하여) 中國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樂을

싫어한다.

서양문화플

사회적， 교육적 지 도자들도 中國홉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은 西洋음악이다. 옛음악 애호가들이 새련된 中國

f좋樂응 겨우 유치하고 있다. 실제 예로 琴樂과 昆曲같은 地方劇은 王族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만주의 때문에 새s..운 양식의

작곡가플은

것을 기피하며 中國적 요소와 시양기슛윤 혼합하였다.
ren (l 892 년生)은 선율에 서 음악척 인
끼1國읍핀의

Hsueh-an은

ψ 國的인 섬으1

찰 받려져 있으따，

現 f l:; 작곡가 중 노장인 Chao Yuen염격한 언어학의 음조와 現代

홍미플 유지하는 한펀，

악센트 사이의 균형달 찾으려고 하였다.

中國語로 새로운 서청걱이며

완전한 西洋적인 튜깅으로 작곡하는

Huang Tzu (1 904'"'-'38) 과 Li Wei-ning은

우이한 합칭곡을 f'f 며1 하였으며，

이 때은 아주 우수하다. Liu

中國 소수만측의 민요플 청 려 하였으며 , 득수한

다. 그는 대단히 많은 기악곡은 착팍하였다. 이런 作曲家들은 서양
서 양식 으로 때을 쓴다. 그플의 작품은
가들과

함께 校歌，

더

분 위기로 작곡하였다. 馬思、總(1 913 년生)은 Ma Sitson으로

선법의 曲을

착곡하였

음악이론윤

배웠으며

1930 년대와 40 년대에 주로 연주되 었다.

단체歌， 협회歌， 사회계몽歌 등의 기능적인 노래를

口戰爭동안 上記 작곡가들은 많은 愛國歌와 軍歌플 作뻐했다. 도덕심을
사회적 의식을 고무하는 노래가 필요했고， 크고 작은

작곡

많이 작곡했다.
고취하고

합창곡이 유행했다.

한 청년 작곡가는 옆綠 rr 과 洗星海(1 905'"'-'45) 이마， 이들의 작품은

다픈

다!

국민의

이 시기의 유명

中國本土에서 유행하고

있다. 또 현대의 作빼家에는 훌뺑의 Shu Tsang-houei (1 929년생)와 美國의 朱元中이 있다.
중국음익에서 시양화흰 득정중 가장 현저한 것은 和聲化한曲이다. 多聲룹樂은京劇의 胡

琴-만주 흑은 北京의 이 야기 체 노래 의 單 fJ: 반주

갇은 초보적인 형태에서 나타난다. 多聲은

異흠-性(헤테로포니) 보다 많이 나타난다. 대위법걱으로 모반을 하며 예비블 하거나 노래에
서 이달을 하며， 독립적인 선율윤 만플기도 한다.

화성 을 사용하므로서 中國의 1111 이 調샘·

윤 갖는 것은 東洋畵에 원근법흘 사용하는 것과 같다.
서양음악의 영향은 악기를 변화시켰다. 중국 합주에
다.

이것은 악기융합의 개념으로

중폼훨는 패의 위치를 바꾸었다.

바뀌었으며，

사용하는 악기 의 됩:質은 서 로 다르

각 악거의

合奏의 음역을 넓히기 위해

억양을 표준화시켰다. 예를들면
관 胡琴을 만들어서 낮은 숍城

을 말게 하였다.

聲樂曲도 서양음악 영향으로 변화되었다. 전통 성악곡은 지역과 창르에 따라 다르다. 北
部출신의 이 야커체 노래 가수는

약하고

자연스런 목소리로

노래하며 南曲의 昆曲

發聲은

-71고도로 셰련되었다.

西南部의 노래는 음역이 좁고， 잔잔한 搖聲올 가끔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성악曲에서 다소간 콧소리가 섞인 음색을 사용한다. 20세기 초부터 서양의 벨칸도 발
성법이 京劇가수에게 영향을 주었다.
辛갖華命 이후 명민음악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들어 劉天華는 중국과

서양식의 교육을 함께 받았으며， 젊은이틀간에 남아있던 중국적인 특정으로 作曲하였으며，
훌뚫와 二胡를 사용하였다. 劉天華는 天折하였기 때문에 많은 曲을 남기치 못하였다. 그의

作品은 천하게 여기떤 악기에 樂器의 능력을 보여주므로서 품위를 부여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흡樂學이 중국에서 또 다른 양상의 음악학과 함께 발전하였다. 일쩌기 宋
朝의 理꿇家들은 껴관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沈括은 흡훌學과 그 당시의 유행하던

선법에 대하여 저솔하였다. 宋代 이전에도 (3세기의 抽康같은) 독자적인 비평가는 음악이 갖
고 있는 청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주장했다. 明朝의 樂曲集이 많이 남아 었으며， 淸代
의 學者들은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였다. 그들은 옛 작품을 믿울만 하게

수록하였으며， 수세기동안 이
樓l 이며，

독일에서

교육받은

펀집하여 악보플

악보가 사용되었다. 20세기의 유명한 학자는 王光祝와 錫隆
玉光祝(1 891"-'1936) 는

1930년代에

中國흡樂史를 저솔하였고

(1 934 년 上海刊) , 錫 1짧짧1(1899 년生)는 中國륨樂史鋼(重京， 1944; 上海 1952) 를 저솔한 후
1950 년대부터 홉樂學者的인 동찰력으로

현장작업， 분석논운과 출판된 수펀의 성악과 기악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4.

民혐音業， 大짧音樂，

宗敎音業

中國에서 民짧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다. 君主시대에 王이 民諸룰 수집
하는 것은 百姓에게 정치이념을 가르치고 王의 善政에 대한 명가플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
사가 음악보다도 적게 수집되었다. 20세기의

만요채집에 관한 관심은 西洋의 낭만주의 개

념과 같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한펀으로는 음악 자체보다도
한 소재로서 가치가 있는. 民證集은 펀집과 수정되어서

新作品에 대

출환되었으며 만요는 자연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대중적인 音樂에는 여러 지역과 여러가지 이야기체의 노래와

여러가지 형태의 地方劇이

있으며， 세련된 예숭은 배척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갱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음
악을 즐기는 청중은 불변하기 때문이다. 學者들은 이런
히 취급하였다. 大累즙樂에는 民諸의

大짧흡樂을 20세기 중엽까지 소흉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었지만， 民羅의 소재를 빌려왔

으며， 중국 전통음악의 寶庫이다. 이런 대중 예술은 오래동안 無名冷A에 의해 다듬어졌고
대중의 기호에 따라 계속 변화되었다.

토속적

혹은 외국적인 요소(실례 : 合奏에 Violin이

i
[

?
i

나 Guitar플 편성하는 것)쓸 홈수히였으나， 傳通하l 특정으로 토착되었다.
中國의 노동자 운동이 20세기 초에 이미 시작된

음악변화를 촉진시켰다. 전통음악에 대

한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新作品에서 中國과

西洋의 特徵이 혼합되는 것

에 대하여 자의식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치 않았다.
中國 佛敎와 道敎의 픔樂을 조시하고

수겁하는 힐은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보통

음약은 불교의식에서 사용펴고， 종교음악은 세속착인

곳에 사용되었다. 특히 道敎의 기악

I셰에 천몽적인 대중가락윤 많이 포함하고 있다. 道敎익 合奏는 견혼식과 장려l 식에 자주 사
용된다. 세계 제 2 차대전 이전의 장례식 과정얘 道敎의 合奏團이 벤패송 다음에 위치하며，
번애송플은 차폐로

시도 계속펀다).

서양 균익대에 의하여 관의 한쪽 곧에서 따라간다(이런 전통은 臺灣에

대중의 생각은

fr 奏團의 증요성이 의식 9] 존재에 있으 P]

그들이 만든 음

악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1 國 本士으} 文}때]樂얘 대 딴 보고서 가 1950년대 에 휴 판되 었 다. 권 력 자뜰은 文聊樂음 무시
하였으며， 지방의 文廠慶式이 부분적으로 뭇을 잊은채 난아 있다.

20세기에 中國

日本이 침략한 후 H 本은 정령지의 안정과 질서찰 추구하기 위해 文顧樂(설려I

-部플

: 臺灣과

東

北地方에 서 )을 再建하려 고 하였 다. 1970년대 에 훌灣의 國民黨 政府가 文蘭慶式과 文顧樂을
再建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자들은 古代의 유교의식을 연구하였고， 튜휩敎的 도덕성을 재성취
하려하였다.

n.

雅樂(宮中音業)
t품邊 成雄

1. ~

輪

雅樂은 첫 王朝인 案(B. C. 221"'206) 부터 마지 막 왕조인

평 064 ，1"-'1911) 까지 皇帝가 다

스렌 2000 년간의 歷史기간동안 공중음악에 대한 總稱으루사 사용되였다.

던 南北朝 (;~86"-'589) 와 5 朝 (907 ，，-， 60) 플

중국이 分劉되었

제외하고는 중앙갱부， 귀족， 관료와 - 호족이 다스

렸다. 이 런 階級社會T 에 서 平民(農民， 商人， [Jl~人)파 썼뺑는 여 거 가지 블 생 산하는 노동을
했다. 비콕 民倚흡樂이 있었지만， 미숭파 음악의 운화적 표현은

구l 족 득 δ] 3:의 튜권이었

다. 그러나 싣질적인 변화플 기준으로 2000 년윤 파代와 中世(各 1000年씩)오 나눈다.

古代

는 계 승왕조 통치 시 기 로서 (棄 B.C. 221"'206 , 前漢 B.C. 206 ,,-, A.D. 9, 後漢 A.D. 25"'220 ,
퓨 265"-'420 , 隨 581 "-'618 , 흙 618 ,,-, 907)

如뺑와 2f民은 農業윤 하였으며 : 文化는 상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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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즐겼다.

中世는

독재군주왕조혹샤 Ci~ 960'"'-'1279 , 피 1280'"'-' 1368, 明 1368'"'-' 1644 ,

1644'"'-'1911) 商 A들은 자신플의

財力으로 문화생활을 플겼다.

樣式은

중앙이→시아의

페르시이→， 중앙亞細亞의 樂과 舞에서 영 향윤 받았다.

歌劇이 중국음악의 초가 되있나. 歌劇은 平당란이 스스후

해

아1 國픔樂史에서 두 시대의

차이는 현저하다. 古代에는 樂파 舞판 주로 宮中에사 즐겼으바， 그
비단걸을 따라 流入된 印度，

•

다1 世는

즐기기 위해 거;朝부터 시작퍼았

으며 , 歌劇의 樣式-은 며國꼬-유 9] 것 이 다.
u] 판- 雅樂이 일반적인 궁중음악의 총낀이지만， 원래의 雅樂은

쩨樂의 명 칭 이 다 . J;한힘R 으l 宮마1 겹:樂은 雅樂， f섭樂，

으로 종퓨가 다양하다. 宋훼의
고，

공중음악의 한 부분인 文

胡樂， 蘇樂라i樂은 효~l1X， 散樂과 琴樂

新關學者 陳 l잃은 궁 중음악윤 雅樂， f갑樂，î'Jj樂으로 구분하

아악파 다른 음악윤 區分하묘오서 雅樂을 중요시히였다.

그 時代의 簡學者듣은 이 分

類法윤 사용하였으 Pl， 중국음악을 많이 받이플인 韓國파 H 本도 영향윤 받았다. 韓國은 統
一 新羅 (668"-'935) 때 중국음악을 수입힌 이후， 궁중음악음 雅樂 ， J，인樂， 짧3樂으로 구분하였
으며，

이것은 中國의 雅樂，

(奈당 : 710'"'-'984) 시대에

지했다.

때樂， 倚樂얘 各各 ll] 교된다.

日本에 소개되었으며，

雅樂을 제외한 중국음악은 나라

中國雅樂의 자리에는 神紀의 嚴式樂이 차

lJ本의 宮中즙樂은 가가꾸(雅樂)라고 하며，

日本의 雅樂은 힘힘R 의 {갑樂과 胡樂을

계승한 갓이다.

2. 雅業(文顧業)
(i) 歷史的 背景
文蘭樂인 雅樂의 합樂的 처l 계가 漢朝에 완성되 었으나， 周代(B. c. 1050'"'-'225) 의 의식제도
와 孔子의 룹樂觀을 바탕으로 하였다.

中國初期이1 는 잭뼈이 지배하였으펴， 天， 地， 祖上에

대한 숭배의식이 청치의 基짧가 되었다. 孔子는 퍼代에

存在했다고 생각되는 평화스런 나

라쓸 재건하기괄 바라는 철학자였기 때분에 雅J팍과 鄭챔윤 區分하려 하였다. 偏敬가 '1'國
의 국교 즉 철학이 펀 漢떼 이 후
家의 ff-樂이있다.

1911 년 쭈갖‘한命까지 퍼， 池， 祖上에 대 한 嚴式 당樂은 國

이것이 雅j 딸이 nl ，

各 j팩껴는 팝樂→으]

(l~jU 펀→

u] 르리 하였다. 그 理由는

簡敎가 2000年間 마l 國人익 生活윤 지배꾀 왔기 때문이다. 이렇개 긴 아1 國벗에깐
다른 종듀의 i~‘했E- 띤니 1 파 l갓問에서

강 중에 서 流行하였으 t:] , 다 음
이러한 事寶요- 北까2l퍼1ε1

通캄에 언끔 5] 어 있냐.
난이 있기 째꾼이다.

비l 때의

발달하었다혐北 1:vJ 때에는 雅樂이 꺼5']펴고，

玉꽤안 隨와 I짝 l꽤에 서 !fffi 짧이 재 정

PR~끼 ~;ì다(I 10 1J에

if' i':iJl']

雅樂외-"]

， tèS!A 'i]아

있~[1_，

c~lí 모 씬l 짜정 111 단 풍 JLε1 니

~fI옛;<1]정비는 펴國C:'J

하j 樂。l

ll] 되 있 냐.

")마꺼까 ‘!묘端 U써이

.::".)1 유는 펼灣으]

';'IH'、(:"11 ζ! 겨1 승 &1 여

지은 깃홉t

5Z)써熾 Á o ll

ι1 윤의 I펴立國樂院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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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하고 있다.
中國과 韓國에서 :r朝가 몰라한후 雅樂은 文廠에서만 연주하고 있다.

前에는 北京에 있

는 天t훨， 地뺑， 강뼈에서 연주되었다. 消빽의 雅樂은 明朝의 朱載협이 쓴 律呂精義*(606)
플 따랐으며 ， r협 ij~ 의 chin-ting sheng-men yueh-chih(776) 는 文빼j 樂의 기본文歡이 다.

(íí) 구

초

樂雅의 구조는 시 기 외 장소에 띠 라 다양하다.

엘 1깐직 인 구조는 陳陽 樂書에 있는 庸朝의

雅樂에 서 취 하였 다. 시 울 文패의 雅樂은 l껴蘇 ιj 朴해:1 이 I땀代의 理論을 기 초로 하여 이 룩한
것이다. 陳陽은 雅樂에 두 가지

악단이

있다고 하였다. 즉 樂縣과 登歌이다. 樂縣은 기악

합주만 있으며 제사지내는 사당 뜰에서 연주한다. 훌歌는 기악합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며
사당에시 연주한다. 樂%은 파下樂이라 부르껴 두 가지 땀舞 즉 文舞와 武舞가 있고， 훌훌t
는 堂上樂이과 부른다.

樂-縣은 政治， 社會的 지위에 따라 너l 가지로 區分된다. 宮縣은 皇帝릎뺀-縣은 諸候를，
判縣은 聊大夫블， 特縣은 士플 위 한 것 이 다. 樂器編成과 배 치 도 各各 다르다. 皇帝는 4面

〈그림 1)
*율려정의는 樂理全뽑의

힘縣의 配置圖; 元朝(1 280""1368) 의 文厭通考에 설려있음.
일부분임.

-75(東西南北)에， 諸候는 3面(東西北)에， 뼈I大夫는 2面(東西)에， 土는 1面(北)에 각각 악기플
설치한다. 2 가지 倫舞(文舞， 武舞)도 이와 같이 分類된다. 즉 皇帝는 八倫을 (8X8=64名) ,
諸흩는 六댐을 (8X6=48 名)， 聊大夫는 四뼈을 (8X4=32 名) , 土는 二뼈을 (8X2=16 名) 사용

한다. 갖舞는 蕭와 쩔을 들며， 武舞는 千과 劍을 들고 춤춘다.

樂縣과 {홉舞는 韓國과 日 本에 도 소개 되 었다. 韓國에 는 高麗末과 朝蘇初어I 있었다. 후훌國은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諸候에 해당하는 환縣과 六倫을 사용하였다.
에 中國雅樂이 소개된 책은 日本書記 (720) 인데，

이 책에 642년에

日本

Soga Ebisu 가 Yatsura.no-

rnai( 中國의 八험) 를 자기 祖上의 사당에 서 연주했고， 3년 후에 Soga家는 王에 의 해 몰락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王朝에서 記錄하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暑者는八
쩌이 뼈大夫를 위한 것이 아니여， 皇帝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雅樂器는 周朝初에 이룩되었다. 樂器는 八숍으로 나눈다.; (1) 金 : 編鍾， 特첼.; (2) 石

:編聲， 特醫

(3) 木:祝， 敵;

(4)

껍， 燒， 簡， 管(7) 짧 : 찢， 후

士:出， 펴

(5) 草:建鼓， 應鼓， 湖鼓;

(6)

竹:蕭，

(8) 絲 : 琴. *E樂器와 管樂器는 登歌에서 사용되며 鉉樂

器外에 는 모두 樂縣에 서 사용된다.

宮縣의 編成과 배치는 文敵通考 140章에 상세히 기숭되어 있다(그림 1). 樂器는 4 角形으
로 배치된다. 중앙에 있는 8 가지 관악기와 1 가지

打樂器(ffi) 는 각각 127~ 씩 9 열로 배치된

다. 다른 악기는 中央에 있는 樂器 주변에 배치되며，

編鍾， 特鍾， 編聲， 特聲이 4面에 各

3틀씩 배치되고， 371.지 북은 4 모서리에 각각 배치된다. 2가지 木部樂器는 연주시작과 끝을
얄리며 중앙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럼의 위쪽(北)에 文舞(左)와 武舞(右)가 위치한다. 樂

人은 168 名， t홉舞는 128 名이 다.

樂章의 가사는 時代와 목적 에 따라 다르다. 皇帝가 雅樂을 청 비 할 때 마다 새 로운 樂章을
지으며， 皇帝와 그의 조상의 德、을 찬양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宋朝에는 孔子가 펀집했다

는 詩經에서 발훼하여 雅樂의 樂章으로 사용하였다. 最初의 樂讀는 補學者인 朱熹가 쓴 嚴
禮經傳通解에 질려 있다. 樂讀 l 은 ‘R휩嗚’이며，

詩經의 가사를 썼으며 下趙如蘭이 體讀하

였으며 黃鍾宮의 7音音階이다. 중국음악에서 5즙흡階가 가끔 사용되며 f홈學者들은 5즙흡階

사용을 주장한다. 宮， 商， 角， 徵， 쩌는 正聲이 며 ,

變徵와 變宮은 흉聲이 다. 5숍흡-階나

뚫튿i흙핀측측꿇~-~건 •

|· f

購펀걱펀꿀펜:디 -... -

.,.- 대

〈악보 1)

宋朝， 朱熹의 孔子願樂中 麗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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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줍階는 수학적으로나 불리척으로 12음으로 구성되며， 三分揚益法으로

算出하기 때문에

2!î均律의 半즙階와는 약간 다르다. 三分휩益法 음계는 피타고리안 음계와 너l 슷하지만 歷史
的인 연관성은 없다.

3. 꿇

樂

漢휩~무~.터 太常좋에 속한 大樂뭔가 樂과 舞관- 관장하였다. 칠에 새겨진 銘文과 史料에 의

하면 漢代의 ~樂은 文}，페樂과 유행음악이 섞여 있었냐. 前漢代의 쑤 (22管)， 훌 (25鉉)과 律
管(1 2律管)이

長沙 00해南씌)에서 발굴되므로서

당시의 했樂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漢朝까지 西亞細亞 굉-樂이 中國에 流入되었다. 페르시아 lute와 角진 하아프가
(現在의 新體)의 비단걸윤 따라 중국에 流入되었다.

와 함께 수입되어 중국 궁중음악에 영향을
~樂이 ‘밴 칭 하였 다.

고도로 융성 한

中央亞細亞의 5{짖(鎭孫，

Turkestan

南北朝 때에 印度의 樂舞가 佛敎文化

주었다. 隨， 흙朝에는

j뀐樂은 }홈의 十部않와

士 f짝흡-樂과

外國흡樂인

二部많이 다. 十部많는

印度技，

jþ↓i휠)， 高되， 康國， 安國)-←이상의 5않는 印度 즙樂의 영향을 받

았다--國使， 消|商夜， 흙麗않와 꿇樂많이다.

宮中룹樂인 熊樂은 벤모뇌었다.

이련 나라에서 많은

악기가

印度에서 시작된 흡樂理論은 拖慧블

어서 중국의 調的즙階 CL~ 짧의 음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流入되면서 居

거쳐 中國에 수입 되

日本 雅樂도 영향받은 흔적

이 있다.

二部使는 康 玄宗 (712"-'56) 때 만들었으며， 땀의 ?熊樂이다.

14種의 물才는 立部使와 坐部

技로 나뉘고， 룹樂도 堂上과 할下로 나뉘며 이런 구분은 雅樂을 본받은 것이다. 실제로 二

部夜는 雅樂，i'îJj樂，

f갑%인을 合딴 것 이 ,,], 협末까치 宮中당樂으로 사용되 었 다.

大樂뽑릅 설 치 한 外에 玄宗은 궁중에 속한 敎功과 짧5'li 이 라고 하는

歌姬집 단을

만들었

다. 玄宗은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으로 햇체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띤中의 모든 男女樂λ、은
國家의 k又뺑이 다. 그림 2는 玄짜과 楊 ft~己플 위 한 童女들의 合奏이 다.
宮中흡樂은 宏朝의 파t會的， 文化的 영향을 많이 받았다. 平民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만
든 中國의 歌}찢]은 2!î民과 宮 ~f" 에서 流行하였다. 王朝가 바렘에 따라 熊樂야 宮中에서 특수

한 형태로 난아 있었지만， 중국 歌없IJ은 득히 해5 령8 에서 중요하게 쓰였다. 元朝의 蘇樂은 이
슬란의 樂器-

胡琴， gubuz(三鉉의 前身)，

hsien-lung

sheng-- 가 수입뇌떤사 듀갱이 나

타났다. 胡琴과 좋E뚫는 후에 中國으l 歌劇에서 중요한 싫:樂짧로 쓰였다.

fJJl, 淸朝의 핸樂은

대규모 펀성이었는데， 이것은 빌權의 확장윤 의미한다. 장고， 중앙아시아， 인도치나와
찰에서 流入펀

樂器가 띤 l'f1 에서 연주되었지만，

네

중국음악에 아무런 영행을 주지 옷했다.

- 7 7유럽의 樂器와 18세기의 흡樂理흩움이 乾隆皇帝 (1736"'1796) (濟高宗)해에 기독교 션교사들에
의해 수입되었다. 乾隆皇帝(濟 高宗)는 律呂正養%를 반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서양음악

이 1911 년 辛*草命 때까지 中國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簡敎의 보수적인 흡樂思想 때문
이였다.

〈그림

2:>

J，liJ 文셈가 그 ~ì

;r , 11: IJ1Z,

이f 호차 (712~ ;，G) 代의

t!'!íG 하단

쇠측부→너

,

했찢 l圖; 감단 좌측부 더

댐표뭔， 짧， 쩍?훗 ，}j 響，

末꽤 (%O~ 127~1) )，I;J)(: 橋익 줬樂 j圖는 美國 Jj 카 i~

ßI.

111

숱싼어1

gi ,

l환훨 IÈ. 쩔찮， 寧，
柱鼓，

소깅 뇌 에

橫짧，

1!tffi ,

方짤，

:f(J ,;

았다

歌劇과 持唱

Colin P. Mackerras
1. 地

方

뼈

중국의 地方劇에는 300 가지 이 상의 형식이 있다. 어떤 것은 나마 전역에 피져있고， 일군
은 한 지방에서만 찾을 수 있으 v-1 ， 대부분은 이주 캅은 지역에만 있다.

서양에셔는 알반적

으록 작곡가로써 오퍼l 략플 구별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발생지루 구별한다.

(i) 歷史
중국 지방극은 주로 4 부듀 즉 高院， 昆曲， 板劇(佛子慶1]) , 皮黃 등이 있다.
지방 (Kiangsi 지역)에사

]6세기초에

*朱載t융의 律呂精義와 다르마.

발달되었으마 지陽딴이라 부르기도 한다-

高뺨은 --t陽
감굉 q낀은 오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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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남아있지 않았지만， 주록 상업로플 통하여 급속하게

양즈ξ 강 유역으로 퍼졌다.

순회

오페라단은 다흔 장소에서 상연하였고， 접차적으로 지방 순회단이 高뾰을 받아들었다.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ji言과 익기로 연주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의 민요까지 덧붙이기도 하
였기 때운에 때때로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만큼 변화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陽健에서 독특한 지역적 스타일이 많이 발전되었다. 가장 지방적인 형식으로
뾰은

원곡인

부각된 高

Swatow , 湖南， Szechwan극 퉁이 둬섞인 것이다.

昆曲은 16세기 중엽에 유명한 문화중심부인 蘇州， 江縣지방 부근인
다. 이것은 高院보다 더 세련 되었으며， 마을이나 소음의

昆山에서 발전하었

민요보다는 초기 문예극에 기초

판 두었다. 昆밟l 의 작품으혹 유명한 사람으로 鍵많 I뼈Cl 6C 중엽 出生)와 梁辰魚(? 1520""" SO)
가 있는데 이들은 실제작품보다는 초기음악과 이야기을을

각색힌데에 더 큰 공로가 있다.

앓曲은 19세기까지 여러 계충의 호응을 염였지만， 太zf'天國의 난(1 850"-'64) 으로 인해 가장
큰’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지역에서 빌려나게 되었다.
板劇(佛子劇)는 북부 중국에셔 기원한 것으로서
대중극이 었고， 떠돌이 극단들에 의해

위의 두 가지와 다르다.

高R효과

같이

급속히 퍼지게 되 었다. 그것은 明朝 (17C초) 말엽 시

작되어， 18세기경에는 남부 중국의 오페라인

Szechwan에

흉수되었￡며， 1779년에 유명한

Wei Ch’eng-sheng가 이끌었던 연극단체에 의해 북경으로 옮겨졌다.
皮黃은 사실상 二黃과 西皮가 뒤섞인 것이다. 二黃은 t 黃지방 (Kiangsi지역)에서

유래한

듯하고， 板劇에서 파생한 西皮는 映西지역에서 유래하였다 .18세기경 이 두 가지는 특히 安
微， 湖北과 廣東劇 등의 몇몇 치방색 있는
1990 년에 유명한 연극단체가

스타일에

유입되어서 상당한

북경에서 二黃파 西皮플 상연했으며，

인기플

누렸다.

이 두 스타일에 토대를

둔 곽-경극의 역사플 이 시기록 소급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극外에도 독튜한 지방적 민요에 근거한 많은 스타일이 있다. 가장 유명한

것

으교 漸江지역의 紹興劇을 뜰 수 있는데， 이것은 19세기경 발단되어 上海로 급속히 퍼졌 o
며， 그곳에시 모든 여성배역진플로 히1 시 주목-만았나.

다릎 스타일 이블헤면 福建지역의 행

園敵같은 것은 먼요뿐만 이니라 지방 인형극애서 음악을 흡수하였나.

(ii)

일반적인 특칭

나양한 지방형식의 음악은 지역마다 다르가 때문에 어떤 득정계통-의 모든
일반적인 득갱이 거의 없다.

스타일에서는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방적 스다일은 주부류로부터 채택한

음

악과 이야기플 포함하고 있냐.

그라나 인반적으후 챔띠l 은 기꽉펀 가사짐에

근가한 것파 그것의 음익운 기보할 수 있는

-79기보법을 갖고 있다는 점아 주목할만하다. 음읍 섭서l 파고 느리게 움직이며，
노래하는 한 낱말이 4/4 리듬으로 규칙적이다.

연장된 선율을

반주단에 쓰이는 주요 악기는 짧子와 피라이

다(중국의 횡적) . 반대로 高 IJ섣스타일은 항상 즉홍적으로 많이 열려 있었으며， 원문과 음악
은 거의 기록된 바가 없다. 가사집은 교육받지 옷한 칭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어체부분

을 지난 밟曲과 구별된다. 끈} 듬은 매우 따르고 一字一겁·의 경 향이 있다. 때문에 가사가 상
당히 걸기는 하지만 오페라 그 자세는 대응하는 뚫曲보냐

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모든

高뽑스타일에서는 합창을 사용하며， 때때로 관악기와 현악기로 대체되기도 한다.
板劇은 본래 佛子라는， 대 추나무록 만든

板으 로

만주하이 다른

종류의 板플융

사용하

논 합주단과 구별된다. 板劇행식의 모든 스타일은 현악 71 ← -득히 해琴을 사용한다.
들은 가사가 주로 구어채라는

그것

점에 있어서 !합~If':;과 닮았다. (皮꿇음악의 득정뜰에 관하여는

京劇을 보라. )

비록 어떤 스타일들은 그뜰 나픔의 지망적 민속이야기플 담았지만， 대개는 지방극안에사
상연된 것들이 곳곳에서 계속되았다. 그 오페랴는 文敵와 武廠도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많이 알려진 사랑이야기이고， 후자는 주로 三國의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3세기) .
曲藝는 武敵의 독특한 특칭을 갖고 있으내， 安微극에서 京劇에 전래 되었다.

生(남자역) ,

닫(난자가 여자로 분장)， 표(어릿광대)갇은 배역의 분류는 京劇과 비슷하다.

(iii)

사회적 배경

良曲은 교양있는 사람들의 극이었다.
18세기 경까지 높은 지위에

모든 다른 지역적 형식응 대중에게

있는 사람들은

속해 있었다.

대중극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지만， 후에 良曲

은 약간 상류 사회에 유행하였다.
지방극의 성장은 주혹 사람들의 사회생활과의 띤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좌우-되었다.

상류사회에서는 많은 가문에서 私的얀 앓때단을

보유하고

있었으이， 그들은

자주 연회에

손념을 초대하여 연주하였다. 특-히 난부의 관 일파-플도 조상 제사동안 극을 상떤케 하였으
며，

이것은 보통 宗剛 바깐에서 뱉어졌고 마을 주만에거l 개빙되있다.

종교의식과 劇의 결합은 일반언플 사이에 λl 가장 두드라졌다. 순회연극 단체는 축제때에
시곧 주변-윤 돌아다니띤 λ1
는 문천으로 J，L 디 모이진

진

비깐에서

얀시각

돈 _o__~ 치우 l 진다.

o ，김 r} 덴한 무내에서 연주하였다. 그 준lJ j

연→뚜 그 지 씨는 써外에사

떠돌아니는 단체들은 오토자 닝자을이였나. 쉐:짧는

자유쇠→거1

일정기간동안 계약에 의해 소년들을

고용하는 견습제도에 의해 보충되었다 .1M뚫등의 사희끽 지위는 매우 낮았고，
은 연주자 01 면서 賣春淑였다.

도시에사

상연뇌였다.

많은 극단도 역시

많은 사람들

남자였지만， 소수의 그릎은 全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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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구성되었다. 여배우뜰은 젤存계급으로 전곽하였다. 난녁 흔성극단은

1920 년전에는

줌국에 극히 드물었으나 공산정권과 더불어 보면화 되 었다.
공산정부는 ‘대중’ 예술중에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중적 地方劇에 중점을 두었

으마 地 jj)刻의 연구갚 권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록

던 많은 형식블을 이 1. Hi’값爭(1 937"'45) 중에 꽉구시겼으며，

.Jill Jj 없IJ 은

이다녔지만，

주단은 거리 그 지망의

지위는 도간1]

헝상뇌있 -ι ，

2

꽃응r 펴웠다.

~i]전갚걱얀

전동작인 주제대신
.'L.시 단체들은

깨우뜰5-

로

핵 영 으} 줄거 리 가 낚 겨 졌으 U1 ，

많은 새로운 형식을

주

;옥 장려했냐. J也方l써은 선전의 혼둡한 수단이 되있고，

민족주의자 밑에서 사라졌

장작하도
현대적인

자주 시골 주변을 돌

구성꾀었다.

배우들의

사회적

우대 식업은 i’1 감해와 관니1 지어 생각되지 않았다.

훌IJ

g

증국의 Jl!!. )j)씨의

않갚 형 대 줌에 시

가정

유명 한 것은 파않 IJ 이 다.

남 JlL으1 廣束지 망같은 곳

에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곳에시도 京剛은 듣기 힘갚고， 풍국의 국립극장에서 가장
꺾커| 접할 수 있냐.
‘e 영

ι'"'

〈그림

3)

옛 극장식

잣집에서의 歌劇 :~劇論짧의 木刻(1 957 년 2 月

17 日)

(i) 역사
]790년에 乾隆황제 (1 730"'96 )악 80펴 生日윤 축히하기 위해 많은 연극 단체가 남부 중국
에서 北京으로 왔다.

그들은 京없iJ의 中心격 인 二훨과 西皮(정 확한 이 름은 皮黃) 등의

두 가지괄 휩都에서 상

연하였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1790년을 京劇형식이

8 1 -

기원한 시기로 보고 있다. 얼마동안

17:

徵지방 (北京을 중섬한 지방)은 二黃과 西皮를 상연한 가장 유영한 중십지었는데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安微班(數班)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京劇의 가장 초강기의 위대한 연기자는

Kao Yüeh-kuan 0770 경 "-'1830 경)이었는데， 그는 1793 년경

北京에 와서

아마도 安微班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三慶班의 리더가 되었다. 1798년의 공식적인 금지령에도
하고 北京에 새로운 오페마가 성챙했다.

불구

1820년경에 우대플 주름잡은 4 단체는 三慶班， 春

臺， 四喜班. Ho-ch’ un으로서 이 4 단체를 四大安徵班이라 불렀다.
이 단체들이 상연했던 극장은 얘기와 사교가 이루어졌던

잣칭으로서 드라마만큼 중요했

다(그럽 3을 보라) . 청중은 연주하는 동안 소란했다. 부자들은

보통 會堂. guild halls. 특

별한 劇場食堂， 혹은 사택 등에 京劇을 두고 있었으며， 손닝들은 보통 스스로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었다.

초키에는 주로 남부 중국의 江蘇와 安徵에서온 인원으로 무대인을 보충하였다. 7세 가량
의 소년들은 이러한 두 지방에서

北京으로 보내졌고， 일청기간 후에 부모에게 갈 수 있다

는 계약조건으로 고용되었으며， 그들은 무대에서의 발전을 위해 준비흰 션생플이 돌보았다.

이러한 체제는 太平天國의 난(1 850"-'64) 까지 지속되었으며 후에 대부분의 소년률은 北京안

에서 채워쳤다. 이러한 소년들이 묘彼안데 즉， 그들은 여자역을 맡았다.
은 주로 초기

京劇에서 두투러졌다. 위대한 老生배우들의 시기는

데， 가장 유영했던 程長康이
운 배우들이 유입되었다.

三慶班의 려더였다.

이런류의 배우들

1830년경에 시작되었는

동시기에 (1 820년대 후반) 北京으로 새로

이들은 湖北지망에서 와서 그곳에사

유행했던

스타일을 상연했

다. 동일힌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연극 역시 二黃과 西皮에 토대닫 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1790 년경에 소개되었먼

음악과

비슷했다 . 'Îi.徵와 湖北의 두 진통은 융합되었으며 1 위대한

19세기의 老生 연기자들은 영웅적인 연을 깅조했먼 京劇으1 새로운 발전을 도모했다.

1850년경에 Ho-ch’ un班이 해체되었으나

四大安徵班 중 3 단체는 더 존속되었고， 그중 春

臺와 四喜 두 단체는 1900년 北淸 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 시기 이후에 주역
배우들은 기존했던 단체와 연합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단체판 구성하려고 했다. 배우들

은 새로운 훈렌학교 제도플 통해 충원되었고， 주역 배우가 되기까지 도제상이 하는 제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한펀 중대한 변화가 황제궁에서 발생하였다. 1860년까치 황제와 친척들은 京劇을 저속한
놀이 라고 경 멸하였으니 , 그폐 7원 成豊황제 (1 851"-'6 1) 가 그의 30세 생 일축하를 위 해 궁전에

서 상연하도록 도시에서 벚 1갱의 배우들윤 초챙하였다. 그의 시도는 일시적이었고， 그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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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외국군대로부터 빼져나오기 위하여 9 월에 北京으로부터 도망졌다. 그라나 1884 년 孫禮太
듭(成豊帝의 떠)가 11 월 그녀의 50세 생일축하연의 일부로시 궁궐 바깜에 있는 배우틀을 다
시 불러뜰였다. 사실 京劇의 열 련한 후원자인 愁챔太감는 淸朝(1 644"-' 191 1)의 말기 동안 京

劇의 벤영에 부분적으로 공첸하였다. 그녀가 좋아하는 연주자들은 老生배우인 讀훌培였다.
공화정시기(1 912"-'49) 에는 老生뿐 아니라 다릎 않의 배우듭까지노 기라성같은 언기인이
되 었 다. 가장 유명 했 던 사팝촬은 홉衣에 梅蘭거과 程짧秋，
등이 있다. 황제의 후왼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으나

武生에 楊 「樓， 老生에 숫寂岩

상듀사회와

유영인사들은

여전히 그

들의 연회에서 京짧Ij을 후왼하였다. 서양식에 따라 새로운 스다일의 극이 만들어졌지만

측

기의 劇場잣칭은 지속적으로 벤영했다.

(i i) 中國共앓化後의 京없”
이’國共짧化後(1 949) 공산주의자들은 毛澤東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京劇을 개혁했다. 이들

은‘모든 예술을 득벌계급의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으혹 여겼으며， 京劇에 봉건상류사회와부
료조아(유산계급)이 이-닌 ‘勞動者·農夫·軍)、’등을 다풀 것을 요구했다.예술은 혁명을 명
백허 선전하여야 했고， 대중닫 사회주의로 전향시키는데 도와야 했다. 처음에 개혁의 과청
은 정진적이었다. 유별나게 애국척이거나 반연방주의적 이념들이 특별한 명성을 누렸으며，
반동주의적

작품들은 레파로리에서

탈락되었지만 1963년까지 천동적인 歌뚫IJ 은 번영하였다.

개혁가들은 애국심과 민주주의플 강조한 원문과 규척들을 개조하였다. 예을들맨 그들은 굴
욕적인 폼짓이나 머리 조아라는 것을

현대적인 京劇의 골격을 발전시켰다.

제거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그 시대의 주제에 맞는

1964 년부터 전통작 오페라는 실질적으로 毛澤東의 아

내인 江춤과 그녀의 지지자뜰악 영 향으로 사라져버렸으나 1976 년 rD혐의 몰락괴 함께 거의

부활되었다. 튜 δl 江합의 ‘ model ’(빼班)이었던 새 오페라는 중국혁영이나 A 民公司같은 모
험적인 사회주의자들 사 01 의 셰급투갱을 요사했다.

그들응

특히 文化후命이

시작되었던

1966 년 이후에 탁월한 공산당원과 그들의 혁영적인 이념들에 대한 영웅주의를 강조하였다.

상연되는 연극의 다양성은 1949년 이후 감소되었으나 京劇을

보거나 상연했던 시민들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전문적인 단체들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대중화되었던 모든 지역
에서 대개 상연되었으며，

도시와 시골에 있는

중국사람들은 점차로

비헌문 演願를 상연하였다. 극의 초기 스타일은 서양의
었다.

그들의

조직체 속에

영화와 매우 흉사한 것으로 대치되

연습 방법도 바뀌었으며 배우들은 극예술의 훈련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

는 현대식 학교 조직에 의해 보충되었다.
제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배우들의 공동된 文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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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우들의 규칙 및 형태
전통적인 京劇에서 무대는 대단히 간단하였다. 세트와 특별히 장치된 벼팀목도 거의 없었

으며 가끔 담요만이 깔려있다. 무대 뒤에 커튼이 달려 있을 뿐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자체가 간단한 반띤 연기는 대단히 복잡하다. 모든 몸짓과 손가락，

우

팔 혹은 다리의 몽짓

은 의미블 갖고 있다. 예을들면 무대가 조영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더듬는 자세로 관을 내

뻗고 걷는 것은 어둠 속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화낸표청을 나타내기 위해 배우는 둬쪽
으로 후퇴하고

그의 소매자략을 허리線 아래로 불쑥 내만다. 걸음결이는

특별한

인물의

특정을 요사하는데， 협챔A판 우아하고 품위있게 움직이며， 購態를 부리는 少女는

물결치

풋이 걷는다. 중국인 관객들은 모든 상장에 익숙해 있으마 즉각적으로 그 의미률 이해한다.
京劇의 인물은 근본적으로 유럽 오페라처럼 音城으로

류에 따라 정해진다. 生，

분유하지

않고， 묘사된 사랍의 부

A , 햄， 표이 기본적인 4 개의 배역이다.

生은 남자주역으로 3 부분으로 세분된다. 턱수엽이 있는 老生은 중년이나 늙은 남자， 관
리 , 將軍 혹은 다른 특정 한 인물동을 묘사하며 , 성 량이 풍부한 바리톤A로 노래 한다. tj、生
(즉 scholar-lover) 은 턱 수엽 이 없으며 , 목소리 는 높고 보통 假聲을 쓴다. 武生은

戰土역 올

맡고， 캅옷과 투구를 나타내는 의상을 입는다. 군인역할을 맡은 모든 연기와 같이 그는 싸
움이나 전투를

냐타내는

기술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여자역은

묘이라 불리는데，

文과

武로 분류된다. 주펀 文딩.은 育과 花묘이다. 좁은 덕스러운 딸이나 청숙한 아내로 항상 높
은 假聲으로 노래하며， 미묘한 움직임과 보통 시션을 아래에 둔다. 花딛은 경악한 여자로，

그녀의 몸짓과 차립새는 붐시 화려하고， 얼굴 표정과 시선은 더유 생생하다.
짧은 전사， 산적， 정치가나 神을 묘사한다. 그의 주펀 특정은 그의 얼풍을 화장하는 것

이다. 眼띤은

남자가 칠한 것에 따라 주흥색은

고결과 위염을， 흰색은

배반을， 검정색읍

힘과 청직 동을 나타낸다. 햄이 분장하는 색조와 래턴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엽의 연
기는 굉장한 성량과 다재다능을 요구한다. 표은 광대로서 그의 눈과 코 둘례에 하얀헝갚을
단다. 그는 가장 즉흥적인 인물이고， 그의 기교는 校葉的이고

자연스러운

유머로

즐겁게

해준다.

과거에 京劇단들은 오로지 남자 흑은 여자듭만이었고
짧은 소년들이나

남자들이 맡았다. ) 흔성단채들은

보동 남자들만으로 구성되었다(많

1910 년대에 北京에서

처음 상연했으냐

그려한 관습은 강경한 반대를 받았으며， 1920 년대 후반과 1930 년대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고 나서야 낭차가 여장하는 전통이 휠요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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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핵영적인 京않IJ 은 주로 기술된 규칙을 버렸다. 무대장치와 전면 무대의 커튼은 보
봉 사용뇌었나.

연기자의 분퓨는 상갱적

매너리즙에 빡져버렀기 때운에 사라졌다. 그러나

오래된 기교 중에 선생장연에시 하는 복잡다단한 71 솔들은 살아 남았다.
(IV) 품樂

京劇은 臺詞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 양식화되었고， 오직
페라와는 반대로 볼륨에
H l,

전쟁 빼에서 臺詞는 보통 매

1t. 인물만이 北京 쿠어채식의 알상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서양 오
있어서의

강한 부분이 京劇

음악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그러나 二黃과 西皮 동의 우드러진 두 개의 스타일은

화성도 없다.

감정적인

다르거l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선율을 변화시킨다. 二黃은 일반적으로 조금
부분에 λl

西皮는 더←욱 생동작이고 명랑하다.

나오마，

융-이 있.는데，

더 중요한

선

포함하는

있는 지방적 다양함이 京劇에 흡수되었다.

과거에 합주단은 청중이 잘 올 수 있도록
나 뒷좌석에 가려 있다，

의미를

이 두 개의 스타일에는 反이라는

이것은 슬프거나 비만에 참겼윤 때 나온다. 昆曲과 板處IJ 의 선율을

여러 가치의 다른 스타일에

않으

악기는 현악기，

우대 오른쪽에 위치하였으나，

다악기，

지금은 무대 뒤

관악기로 나누어 졌냐.

二짧과 西皮 음악에사 가장 자주 출현하는 익기는 胡琴으로시 두 개의

활모양의

악기플

포항한다. 京않IJ에서 주된 듀- 樂器는 京胡(때로 간략허 胡활으로 알려졌다)와 二胡인데， 二
胡는 더 걸고， 음고도 낮으 ul 음색이 더 긴→미좁다.
의 반주블 맡고， 二패는 여자역윌- 반주힌다.

일반적으로 京胡는 남자역윤 맡은 가수

다른 중요한 현악기는 훈핀， 크고 둥그런 봄체

와 짧은 목윤 지 난 4 현의 月관， 조그마한 타원형몸체와 긴목을 치 난 3 현의 三鉉 등이 있다.
京없IJ 의 다악기는 혔， 板， 정과 자바라 등이고 각각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다.
운데 大값-는 프고，

;J、값-는 직 다 . 小鼓의 연 주차는 합주단의

주된 북가

‘지휘자’이고， 모든 악기가 따

라야 할 악자갚 견정한다. 보통 한사란이 오른손에 채띈- 가지고 작은 북플

연주자가

ζ쏘

목융 가엽게 웅직엄으로써 명료한 리듬을 구사하는 것윈- 돕기 위해 그중 두 개는 않은

그l

로는 板을 연주한다.

으로 묶여 있다.

皮黃음악에 쓰이는 板은 3조각의 움은 나무로 구성되며

치면서 왼손으
」

'-

이 板은 佛子나 채뜰 가지고 치는 대추나무토막의 板劇의 板과는 다르다.

관악기는 京劇에서 그리 중요치 않다. 짧子(대나무피리)는 주로
n內은 ·날카로운 음색을 지난 캡시의 악기로 황제의

뚫曲에서

연주된다.

JJ명

영장이나 결혼같은 축제얼이나 경축日에

만 들을 수 있다.
皮黃 음악의 리듬은 대개 간단하다.
연주하고，

강조된 음이나 마다의

똘째응-은 작은 북으로 표시펀다.

첫음은 板이라 불리며 板으로

강세가 없는 악자들은 眼이라 불련다. 二黃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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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는 3 종류의 주된 리듭이 있다. 뾰三眼은 빠른 4/4 박자이고， 慢板(‘느린박자’)은

느련

4/4악자이며， 原板(‘본박자’)은 보통 빡르기의 2/4 박자이다. 西皮는 이중에 快三眼이 없고
빡른 2/4 박자인 二六， 빠른 1/4 박자인 流水，

아주 빠른 1/4 박자인 快板。l 있다. 二黃과 西

皮음악 에는 그外의 몇 가지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리듬이 있다.
이러한 음악 계동은 대부분 현대의 혁명적인 歡劇에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에 의해 유발된 규법적인 京劇역시 가장 영웅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경향
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긴·악절에 결처 쉬는 서양악기들도 포함하고

유럽 악기들은

모든 연주에 쓰려고 했지만

아마츄어들은

있다.

비록

그들의 연주에서 오직 전통적인

악기 들만을 주로 사용했다.

(v) 劇
고전적 京劇에는 100 여개가 넘는 레파토리가 있다. 그것은 文敵와 武戰 등의 2 가지 범주

로 구분되는데 文은 사랑이야기나

사회적인 문제를 묘사하고， 武는 영웅들이나

호결들의

군인다운 공적을 다룬다.

이야기의 근원은 거의

:JG ( 1280"'-' 1368) 이나

明 (1388"'-'1644) 朝의 극이다. 다른 것들은 유

명한 소설 가운데서 뽑은 것인데 그 중 두 가지는 특별히 중요하다.

三國志、演義와 水1許傳은 둘다 武敵이다. 三國志、演義는 後韓 왕조말엽 (25"'-'220) 과

뒤이은

三國시대 (220"'-'80 )에 중국을 분옐시켰던 전쟁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음모와 악행， 용기와
영웅주의 등의 수세기동얀 중국인들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컸던 이 야기를 당고 있으며， 水
i許傳은 11 세기에 짧山힘에서 융官펀更에 대항한 108 명의 豪傑틀을
있어 그것은 英國외

Robin

묘사했다.

중국문화에

Hood 과 유사한 위치플 차지하고 있으며 황제의 권위에 높은 경

각심을 주었던 학병적언 내용은 중국 공산화이후 정통적 오페라에서 즐겨 다뤄지는 소재가
되 었으나 1975 년 대중운동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18세기와 19세기동안 京劇온

사건만을 보여 주있다.

일반적으로 짧았으며， 소설이나 초기극에서 단순한 하나의

이려한 형식은 20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미 발달하였다. 유명한 연기

자의 문학하는 친구는 인기배우룹 위해서 고전적얀

이야기플 특별히 개작하였다.

이랴헌

소재 중대부분은 l납새도록 상연 할 갱도로 상당히 깊었다(서양에서의 모든 오페라처럼) .
득별히 혁명적이거나 동시대적인 주제를 다푼 오페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발영품이 아니
었지만， 194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표적이며 현대적인예로서 紅燈記플’끌 수 있는
데， 이것은 中 H 전쟁 (1 937

",-,

45) 동안에 공산당정권이 비밀부호플 게 랄라에게 전달하는 내

용이다. 密使는 일본창군에서1 살해되었지만， 密使의 양녀가 암호를

전달하는 것에 성공한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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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紅燈記와 同類의 오페라틀은 2 시간 흑은 그 이상의 장편이지만， 40분청도의 짧은 것이
보통이다.

3. 대중 사윌
중국인들은 10세기
있는데，

이후 白者 (story-tellers) 와 唱者 (story-si nger) 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농부와 교양있는 사란에 대한 상상력을 뚜렷하게 갖고

20세기 형식 가운데에시 이러한 사셜은 매우 풍부한 음악적 기교윤 나타내 었고，

1960 년에

260 장르가 잔 국에 시 조사되 었 다.
1920 년대에 대중사섣윤 연구하려는
있었다.

공동노력이 시작되었는데， 강한 문학적 면견을

듀허， 대중시설을 수집헨 책은 전둔가.91

갖고

口術괴 비슷하게 채록한 자료로 구성되 었

으 π]， 궁궐 박닦회장에 자주 드나드는 어느 정도 학식있는 국민플에기l 대여하기나 한기 뷔

하여 제공되었다.

현존하는 대개의 표본플은 ?띔해(1 644"-' 1911) 때에 발행한 것이다.

1949년 中國共塵化 후 수집착엽은 확대되었다. 음악기관은 전국에서 연주와 초강기 연주
인틀의 회고단을 늑음했다_
장르의

~
-ι→

1950 년경부터 중국음악 학자들은

분류관 위한 모탤을

세우기 위하여

정의내려

일반적인 문제플을

이러한 자료플 사용했다.

그러 나 archives

는 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존되어 있다.

(i) 확대흰 이야기
중국의 구전이야기들은 두 종류로서， 확대된 이야기와 鼓때이라
다.

활리는 더 짧은

민요이

이 두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음악적 접근방법 그리고 연구된 갱도가 서로 다르다.

확대된 이야기에

있어서

이야기꾼은 한번에 한 시간이나 그 이상씩

수개월에 캘쳐 그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였고 도회지의 잣집 고객이나 타착하는 마당이나 마을에 모여든 농
부와 마음 주만플에게 계속저인 오략과 가르침음 주었다. 대표적으포 이러한 무용당틀은 중
국왕조들의 홍망성쇠(將軍，

짧上-와 람更플이 주역) , 혹은 재능과 야망있는 선비가 귀족 소

녀와 사랑에 빡진 이야기의 鄭末 등을 차세히 이야기히였다. 이러한 장르는 nj專되었고 말
을 연장하는 식의 음악을 사용했다.
연 주의 분야플 크게

白

(story-telling) ,

P엽

Cstory-singirg) 과

임-송 (reciting) 등 셋 으로 구별

할 수 있다. 說書弟라고 불려는 이야기꾼은 곳곳에 음향효과괄
시킨다.

Pj昌者는 현악기 한 두개로 반주하는

으로 말하는 부분을 번갈아 사용한다.
는 聲寶로 반주한다.

방법으로 적합하며，

숍域이 폼-은

넣으으로시

이야기릎-

없u化

詩-윤 노래하는 부분과， 이야기의 섣명인 散文

~t 部형식에서는 보통 三愁으로， 南部형식(彈詞)에서

P감者의 간단하게 반복하는 선율은 그의 말플

더 창 묘사하기 위해 적켈헤 속도판 변화시킨다.

진달하는

암송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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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운율시를 사용한다. 그들의 이야기투는 聖歌의 일종으로서 이야기

의 전개 와는 독럽 적 이 며 • (오직 하나의 拍板으로 반주하는) 엄 격 한 운율을

갖는다.

잘 알려진 北部의 암송되는 사셜은 山東快書(山東의 빠른 이야기)인데， 가장

가장

대중화된 부

분은 北部노래로부터 영웅적인 산적의 공훈을 詳術하는 부분이다. 그 이야기는 적당한 곳
에서 가끔씩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사용하면서 보통 말하는 속도로 두번 반복되며， 鐵

片으로 연주하는 현흑작인 두 선율에 의해 곳곳에서 休止흰다.
확대된 이야기들은 초기
1960 년대에 여전히

口傳이야기가 골격이며， 거의가 사라져 버렸지만 이중 12 장르는

확대되었다. 출판된 연구물은

약간 펀집된 분문과

연주자의 회고담을

상고 있다.

(ii)

鼓曲

짧은 노래사셜은 항상 중국 전통의 일부분이었으나 그것은 주로 19세기 중엽동안 대중화
되었으마， 그때 연주자들이 시골 주변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다. 20세기의 가장 보펀적인 표

현의 양식은 雜몇 혹은 雜펄兒였는데， 載曲의
같은 교묘한 곡예이다.

다른 종류는 우대와 중국 마술과 공중팽이

각기 노래되는 이야기는 명균 15"-'20분 청도의 길이이며， 프로그램

안에 10개갱도가 있다. 내용익 대부분은 확장된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덧붙여서 오락적

인 것과 마을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이 있다.

鼓曲은 거의 전적으로 운융시플 사용하고 암송하였는데， 노련한 연주가는 사설의 뉘앙스
와 음악적 장식， 사]부적인 노래기교를 위하여 20"-'30곡 청도를 암기해야 했다.

pa.chiao.ku (‘ tam bourine drum song') 같은 載曲은 組曲을 면곡한 通節歌曲을 사용하였
다. 通節의 鼓빼은 일련의 느린 서정적 노래냐 빡르고 급속히 강세가

있는 노래나，

혹은

위의 둘을 결합하는 등 음익 석 표현의 범위가 넓었다.
그러나 대개의 鼓曲은 京慶Ij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본 선율형에

계속되는

작곡 방볍을 사용하였고(京劇 참조) 한

변화를 주어 이야기플

전개시켰다.

비록 기본

선율형이

시작 선율에시 사용-펀 낭송잠을 확장하거나， 진개된 선율의 운율적 길이 안에서 특별한 終
止， 장식적인 여랴 흡파 變奏 등에 의하여 수식되지만， 기본 선율은 주로 음악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한다.

전체적으파 우선 고려되는 것은 말의 명료함이고， 대중사설의 모든 노래

는 말하는 것파 유사하다. 그 理由는 全部는 아니지만 部分的으로 줌국어는 운율적인 언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센트가 있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음(가끔은 미끌어지는음을 사

용)으로 부르는 方法 등으로 션율은 항상 수식된다.

1960년에 알려진 200 7r 량의 鼓曲 장르가운데 가장 완전히 연구된 것은 중국 北部와 中멋

88으l 중국 고유한 약 20곡 가량의 大눴-플이 나. 다만 발생 지 역 에 서 만 흉미 릎 끌었으나，

공-인과 라디오나 댈러l 비션윤 동해 광맹위한 관객윤 언있다. 한 장르에 대한 자세하게 출판
권 모든 연구서을픈 이러한 종퓨릎 다루고 있다.

大鼓는 때板이나 班짧(삼각대에 섣치된 두 개의 소가죽면을 가진 나무통의 북)를 가수가
만주하，，] 연주하였다. 북은 악기연주관 위해 준비되 u] 때板은
U꾀때 ，

반주자들은 보통 드5%，
선율의 음고칠- 위

현악기들을

1Lß 와 해닫을 포합찬

아래로 조절하여

전체적인 박자플 표시한다.
사용한다.

연주힌다.

얀주는 인주자플의 기교관 나티내가 위한 약기의 전주격으로 시작펜다.
으오 전개 5] 이， 극착인 순간플 깅조한 기익 간주각이1 으lε11 니누어진다.
;샅이

J11- 르지만 노떼의

;1 는 부분은

끽어지고，

T

이야기는 부분적

이야기가 진전되면

는

IJ] 콕 밤하는깃

소기

서

그들은 멜로디

빨라진다.

퓨별히

뻐l 픈 마지막 쉬'-분이 아주 간단한 형식의 선윤도 불리진나.
각 장르는 언어적

유。l 작 1 「깅 등으폭 청 의 내 갚 수 있 디 .

응-츠바 든 가성 의 노래 부분， 짧J1→ 9] 시 용，

든

그 "1 드로 항숍의 山束 악샌

만복하는 선융 끌부분의 melismas적 인 단어 ,

일반적으로 얘조띤 선율은 r11束大鼓의 꽉낀이다.

만대로 京즙大값에서 연주자는

北京악센

프플 갖고，三鉉파 四하]로 만주하며 木板쓸 사용하는 두 옥타브에 걸친 진동판을 반주로 노
래한냐.

장식적인 선융은 짧고 전채적인 표핸효과는 대담하지 않다. 京숍大鼓의 마지막 우

분은 빼은 두박자 훈11차에 대 하여 두 박자와 세 악자의 조합으로
한벤

계속되기 전에(그 부분의 리듬응

시작되고，

갖고 있는) 몇 마디이 대화플

노래가

다시

위해 급속헤 중지펀

다. 요약된 對句는 이 야기 걸 마무녀 짓는 윈래 의 4/4 박자로 演奏된냐.

(iii)

현대중국

1949년에 새 로운- 이 1 國의 일 상생 활윤

반영하는 폐파토려 딛

시작되었다. 운화꽉명 떼둔에 이 <'"1 한 떼피토리가 ]IL 각 51 었다.

칭직히려는 광범위한

연기자플의 훈련은 口傳되는

전통에서 독힘되였고， 원문과 악보 그리고 형식화펀 과정이 실질작으로 이용되었다.
자플의 역할이 증-대되고 선율음

밀려 ?r 으로셔

노력이

반주

장르 안에 음악이 다양해 졌 다. 오페라식 극

에 iJJ EI1J윤 응용하려는 시도도 있였다. 고도쿄 세련권 연주차관 갖춘 도시의 극단플은 l場
과 人民公司블 배정으요 소그룹으로 환동하였으 nl ，
民公司에시 지원했다.

아마츄어와 전문가의 연희관 공장과 人

-

N.

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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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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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철학적 배경
中國즙樂에 대한 문헌은 기원전 4세기경까지 소급될 수 있다.

이론’에 관한 범위와 청의는 없지만， 중국의 樂理에

이러한 문현들 안에

‘옴악

대한 개념이 서양의 樂理개념과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음악의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이며 교육적인

가치에

강조를

두고 있다. 明代의 琴짧에는 즙高， 彈法， 숍階， 1î힐法파 악기의 연주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

다. 明 이후의 발성볍과 음성학에 관한 문핸들은 대부분 성악을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 문헌틀은 음악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많이 언급하고

있다.

부수적인 역사적

언급과 전통음악가듭의 현재 연주를 확인하띤 이폰과 연주간에 종종 커다란 모순이
즉 이론과 연주는 중국 역사플 동하여

있다.

구분되었던 것 갇다. 이흔은 當代의 음악을 분석하

고 관찰하여 얻은 것이 아니껴， 음악스타일의 발전에 영향력있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구실
을 한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음악이론은 寶錄에 삽엽되었으므로 중앙집권 정부에 의해 검열받기 쉬웠고， 또한
當代의 언주가와 음익학자들악 학설이라기보다는 종종 당시의 깅력한 집권자의 의견융 대

변하는 것이었다.

다만 문학가의 어떤 작품이나， 때때로 거행되는 의식음악에 이론이 관례

에 따라 간략하게 상 qJ 되었다.

2000 여년풍안 중국의 전동 끽 음악철학의 근본은 유교였다. 인간적인 정서을 표현하는 것
이 음악에 허용되는 반띤 "1 학적인 질이라기 보다는 주로 인간에 대한 실제작 가치라는 견
치에서 톤의되었다.

긴각적 뜰거움을 자극하는 음악은 음란하다고

여겨졌으므로 바람직하

지 않았다. 적당하고 바람직한 음악은 사람윤 교육하고， 사회릅 조절하고， 정부블 강력하게
하UC]， 특히 자연과 合←→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특히 눈

학가들에게 깊이 뿐리막혀 있었다. 그듣은 소위 음란한

음악을

실제로 즐기면서도

보통

‘雅lE한’ 음악(즉 주로 연례악과 아익)에 대하여만 이흔적으로 언급하였다. 琴-樂과 댈때(明
f\: 와 消 t\:의 오페라형식)에 관한

문헌에서도 음악의 혐식과 구조얘 대한

객관적 논의보다

는 의마와 내용에 대한 주관작 해석을 강조하였다.
국가와 청부에 대한 음악의 I닐접한 관계는 樂記에서

인용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

의 古典(四書三經)에서 볼 수 있으며， 樂記는 정부의 통치를 禮와
관시켰으며， 기원 전 1 세기갱에 편찬되었다.

樂의 구조와 연주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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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제때에 오지

않으연 재난이 닥치는

것이 天地의 道이다.

않으연 기근이 닥칠 것이다. 통치자는 禮가 요구되는
더움이다. 그가 제 매에
랍을의

가르지지

않으면

園‘雨가 조화있게 오지

것융 가르칠 때， 그것은 즉

그는 祖上을 저주할 것이다. 통치자가

사랍들의 추위와
행동하는

바람， 바이다. 만약 그의 행동이 조화있게 지쳐지지 않으연 그들에게 효과가

이것이 왜 왕이 언저 음악에 의하여 歲빼을

만들어야

반영한다. <本文〉 “天地 Z 道， 寒훔不時則흉; 凰，雨不節則購.

교육적이며 도덕작인

것이 사
것이다.

하며， 예로들은 힘(즉 인갱받은 마술에 의한

힘)으로 통치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유이다. 이것이 선하다면(샤람들의)

者， 民之風雨也， 事不節， 則無져1.

없을

활동은

敎者， 民之寒홈it!..

그의 도덕적 힘을
敎不時， 則陽世; 專

~、則先王之鳥聚也， 以法治也; 善， 則行象德훗

안내자인 음악의 역할에

대한 사상은 樂記의

다른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왕들은 우리의

때운에 順와 第융 시작한

감각--‘잉， 위， 귀와 눈’의

것이 아니여， 오히려 사랑들에게

욕구플 충족시키기

올바른 강각과

치기’휘한 것이었다. <本文〉 “양故先王之制禮樂， 非以極口限耳目之欲it!..

위한 단순한 목적

갱상으로의

복귀를 가르

將以敎民zp:好惡而反人道之

正也

실제적인 변에서， 음악적

측청은 모든 다른

측갱의 기준이 되었다.

‘음율이 형 식 을 가장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음악적
되었다. 후대에 숍高를 측량하는 데

史記 (B.C.

1C) 에 는

소리 안에서 깨닫을 것이다’라고 기록

종종 수리적 조작을 사용하였다.

사질상 음악의 위치

에 관하여 樂記는 다음과·같이 다시 말하였다.
‘8 벤째를 불어 律이 나오연， 그들은 사납지(배반하지) 않다.’ 기완 전 1 천년말엽 유교와

우주론이 통합되어 번영하였다， 중국얀에게 음악은 자연과 합얼되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의 일부였다.

즉 그것은 우주적인 만불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음악을 論

하는 데 陰陽과 五行의 왼려들플 붕가피하게 포함시켰다.

12 律마저도 전설에

의하면 봉황

의 울음소리찰 모방하여 만뜰어졌으며， 陽律과 陰 l딘로 나눠진다.
管子 (B.C. 4C) 에 처음 나다냐는 宮， 商，

장j ， 徵，

%의 5 흡이 일반적으로

중국 5음계로

알려진 것이다. 5 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5흡-은 士， 木， 金， 火， 水 등
의 기본 요소플 포함하는 五行파 관련펀다. 다양한 근왼으로부터 추출펀 이러한 연상은 다
음과 같다.

중국이 론가들의 음악적 조사방법 은 주-로 분석 보다는

상호관계와 언상이 었다. 이것은 樂

記의 음색 에 관한 긴 논의 중 일부에 서 괄 수 있 다.
鍾의 소리는 맑고 공영한다. 소리가 맑고 공명하기

때운에 鍾은 신호로서

그러한 신호는 위염을 나다내고 위언은 군인다운 용거의 강정을
블 을으면 그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칠- 생각한다.

샤용하기에 적합하다.

엔으킨다. 그러므로 군주가 종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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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記와 같은 초기 古代文敵은 음악이 론에

풍부 한 자료를 제 공한다. 음악에 세 계 관을 강

조한 것은 후대의 이론가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문화
적， 영향 아래 있었단 六，없 (220"-'58 1)와 居朝 (618，，-， 907) 는 많은 외래음악을 받아들었고， 동

화되어졌다. 朱朝 (960"-' 1279) 에 이러한 외래요소들이 중국음악 이콘과 新유교 이론에 통합
되어 버렸고 後에는 定說이 되있냐.

2. 12律
중요한 3 가지가 이흔직인 개념과 관련이 있다.

12律， 즉 基즙 음고의 확린파 계산， 음계의 착상과 선법의 착상이다.

‘ 12 律’이란 용어는

일청한 비융로 일어나는 반도수플。lC진동 鉉이나 律管의 길이로 표현되는) 한 옥타브 안에
시 12숍의 이론적 채계플 말힌다. 12律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에 언급되었다. 그 계산 방볍꽉 피타고라스
은 國語 (B.C. 4C) 에 먼저 보이나，
전 2천년에 있었다는 것원

12 律의 계산방볍은

의 걸이룹 결청하고 이것윤 흙즙(黃쐐)이라 하미，

다. 이런 과정을 三分폈→ (3개로 나누어 하나플
$벤-보다 진동수자 완전 5 도 높으내

뭔B:;春秋 (B.C. 3C)

방법 (5度園)을 간단헤 적용한 것이다.

정확하게 조율된 石醫을

암 수 있다

설명은

다음

12律名

발견함으로써， 그제도가 기원
다음파 같다. 즉 진동하는 현

음은

이 현의

2/3 길이에서 얻는

버리는)이라 한다. 이렇게 얻은 음은

黃

林짧아라 한다. 그란데 12 律名와 의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는

4:

3의 比로서 임-종깊이관

다. 반복해서 같은 과정을
얻는다. 上行순서로

늘이고 그 걷과 임종보다

적용시켜 즉， 2:

배띤하면，

완전 4 도 낮은음을

얻는

3 흑온 4:3의 적당한 比플 사용하여 12 律을

12 律은 피다고라스 반음계와 동일하다. 황종을 C로 잡고，

피 타고라스 음계 에 해 당하는 12律은 다음과 같다.
황종 (C)

대 바 (C ")

태주 (D)

유벤 (F")

임종 (G)

이착 (G ")

초기부티 중국이폰가틀은 律管에
측정， 기준과 관련이 있기 때푼이다.

협종 (D")
남려 (A)

고선 (E)

중려 (F)

무역 (A")

응종 (B)

대단한 중요성을 두었다. 律管은 걸이， 용량，

무게의

다른 음플을 산출해 내는 薰웰의 음고가 자연히 가장

- 92중요했고， 향상 현이나 관의 지수로 표현되었다.
지수릎

‘재발견’하게

만들었다.

후대에 재 측정하으로사

짜陰빼는 束周 (B.C. 3C) 와

적어도 35펴치가 교정되었다고 했다.

펴(1 644'" 191 1)

이 기간동안 황종의 음고는 c'와

a'

황종의 청확한
나라 사이에

사이에서

다양하

게 사용되었다.

12律의 피타고라스 체계는 평균율이 아닌 음계를(인접한 피치의 쌍이 딸은
다) 만든다.

간격이

아니

더군다나 12 벤째 음에서 파생과정을 계속하으로서 얻어지는 13번째 음은 황종

한 옥다브 위의 음보다 초금 높고， 이 계산을 계속하면 끝없는 나선형이 되는 불리한 첨을
안고 있다.

몇 세기 동안흘 이론가들은 그것들의

기능플 동일하게 회전할 수 있는 음계플

만들어서 이 문제룹 해결하려고 여려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째 律까치 계산해 냈고，

錢樂之 (5C) 는 360 번째 律까지 계산해 냈다.

우주취인 함축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언주하지 옷하고，

기원 전 I세기 京房은 60번

이런 복잡한

또 더 후대의 음악작 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B

D

이 두 사람의 시도는
실제음악을

。

tz. L

주지 못했다.

같은

하나도

파생 과

정을 이용한 또 다른 접근이 蔡元定(1 135"-'98) 에 의해 있었으나， 18번째 律에서 멈추었다.

그는 18개의 음이 7음음계를 12 번 移調시키기에 충분한 음을 만들 필요를 오직 6개의 첨가
음들을 사용하므로서 1178 의 移調된 음-계들이 모두 원음계와 동일한

간격을

가질 수 있다

고 확신하였다.

3. 音階
평균율의 첫번째 시도는 何承天 (5C) 에 의해

이 루어 졌는데 그는 간단한 율로서 피 타고라

스계 열 각 음들의 진동수뜰 낮추어 서 13 벤째 음이 황종의 진통수에 청 확히 2배 가 되 게 했 다.

이 방법으로서 그는 주기블 완전혀 하였윤 뿐만 아니라 인정한 음의 음정차이를 줄였다. 결
국 朱載휩(HìC) 이 기음윤 2 루트 (root) 의

12 반째 숫자까지 나누어 서 12 음의 평 균율을 강조

했 다. Kuttner의 논문에 서 도 朱載휩이 평 균율의 계 산윤 2 root의 12 번째 까지 이 폼적 인 주해

와 겨1 산으로 얻은 것이 이니고 동일한 해견을 수리학적 처리로서 발견하였다고 한다.
반떤에 명균율 흑은 다른 이폰적인 음거1 괄 실제 연주히였다는

증가는 없지만 그 음조가

6세기의 琴연주가플에게 잘 적용5'1 었다. 손 갚는 자리찰 표시하고， 현을 간단히 분리한 徵
에사 그 화음듭이 넓게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琴讀에서는

16세기부터 平均律

에‘더유 가까와지려는 음-조괄 연주한 것 같용 부분옹 갖고 있다.
管子에서 처음 보이는 중국 5 음음계쉴 이루는 5 음은 역시 펴타고라스음련의 첫 5음이다

上行순으로 배 열했을 때 그 5 음은 宮商角徵쩌에 해 당한다.

그러나 宮商角徵겼음렬이 그 후

의 文敵인 史記에서 논의되었으며 더 일반적인 5음음계로 보여진다.

비록 펴타고라스에 따

- 93른 순서가 宮商角徵껴였었더라도 5 음의 명칭。l 굽.상.각.치.우로서

적혀졌기 때문에 음계에 대한 관념은

올라가는 음고를 따라

이 시기에 더 잘 안청되었을 것이다. 後代의 이흔적

인 文敵에 서 언급된 宮， 商， 角， 變徵， 徵， ~， 變宮의 7 음음계 는 피 타고라스음렬의 첫 일
곱음이다.

비록 초기의 文敵 國語에서 7음음계가 어렵풋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西紀

커의 文敵에서 영백히 논의되었마.

더구나 移調의 개념은 12律의 각 음을

2세

음계의 시작음，

즉 宮으로서 사용을 설명하는 禮記 (B.C. 1 C)에서 처음 형성되었다.

4.

調

음악가틀은 ‘調’라는 용어플 다른 뜻으로 널리 사용하였고 특히 멜로디 분류에 사용하였
다. 調名은 새로운 기사닫 척용한 멜로디플 생각나게 하기 위한 음악작품의 처음에 나타난

다. 그러나 調에 대한 많은 이판가들의 정의와 표현은 시양의 ‘ Mode’와 같나고 할수 있다.
초기 文敵에서는

선법개년에 대해서 어렵풋이 암시한

반면에， 沈括(1 031'"'-'95) 의 출중앓筆談

과 張갖(1 248'"'-' 1315) 의 詞源 및 陳元歸의 事林廣記 등은 청확한

다. 뉘의 두 文歡에 따르띤 宮調는 7음음계의
용하여 만들 수가 있고 J
은 결국 宮으로

2 옥타브내의 12 律中 어떤

음계의 일관유 中에서 각 응은

선택펀 응괴

용어로서 션법을 묘사했

음을 宮으로 사

션율의 종지음도 띈다.

한 선법

종치음의 선댁에 의해 서 청해진다. 그러므로 짧法에 대한 이

론적안 정의와 묘사는 단지 시끽하고 끝나는 음의 기계적인 使用보다는
일한 선율을 단순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연주시

일어날 동

예플들면 현존 l최樂讀와 없IJ 과 현행 기악곡을 분석

하여 보면 선율듭은 갇은 旅法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律위의 7음음계로 생긴 84 개 調의 名稱은 오직 이론적인
한 文敵에서 全部 나타나지만 선제 음악작품파 관렌지어

찬을 해서 기록을 한 沈括은 28調만 기-룩하였다.

角，

徵， 쩌만윤 쓰드록했다.

대하여

이렇게 하여 7 음음계를

후대의

약간의 변주

蔡Jt定 (1135'"'-'98) 은 종지음으로서 오

또 蔡元定은 그 곡의 선볍은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율의
시했다. 調의 현잔파 목록에

위에서 언급

나티나는 이픔은 아니다. 실제 관

그의 목흑은 그 범위내에서

조차 보여지며 그 음계에서 어번 음을은 생략되었다.
직 宮， 商，

것이다. 84 調는

쓰띤 60調만이

시직음과 종지음의

구성된다.

사용을 중요

이온가들도 계속 관신을 가졌다.

특히 宋代

(960'"'-' 1279) 는 중국음악 역사에서 선볍 이온 발전의 최고점이라 여겨진다.

5. 훌

樂

가사에 음악을 붙이는 문제는 이론가들에게 득별한 관심거리였다. 왜냐하면

음악과 비슷한 요소플 많이 갖고 있으 H~ , 또 말은 학자들이
다.

노래와 노래악보에서의

이판적인 연구는 곧 중국음성학의

득별히

중국언어는

흥미있어 했기 때문이

연구이다. 중국 언어의 주목

- 94할 만한 특징은 똑 갚은 기준에서 어떤 음조는 올리고， 내리고

또 다른 음죠는 그대로 내

버려 두는 것이다.

古代로부터 중국 음초(대개 어휘쿠성의 특정에
‘거성’

의해 각기

묘사되는)는 (‘명성’

‘상성’

‘입성’) 4 그룹으로 나뉘며 계속되는 음철 끝을 갑자기 우성자음에서 멈춘다.

어떤

방언에서는 이 분유플 더 높고 더 낮은 분야로 세분한다.
중국 성악은 地域，

양식，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선율적 윤곽과 언어 음초와

보여 준다. 예플 들면 많은 민요들은 상호관계가 적요며，

상호관계을

응조걱 패턴이 꽤 다른

가사의

여러 면에서 같은 선율을 쓰고 있다. 그러나 광동사투리를 쓰는 오페라와 유행음악과 이야
기식 노래 (narrative) 에서 선율은 말 음조를 거의 모방하고 있다.

더구나 쭈聲， 上聲， 去聲， 入聲의 음촉모망은 끊임없이 쓰였다.

반대혹 京劇은 항상

극

적인 억양법을 사용하고 특별한 때에만 실제 말하는 음초를 모방한다. 이런 대부분의 음악
연주.가 실제로 무의식척이며 구바로서 연주가들 사이에 전하여 진다. 성악곡을 썼던

가들은 항상 그들의 관심을 昆曲같은 세련된 장르로 모은다. 즉 그들의 작품들은

이론

항상 규

법적이며 또 연주 그 자체플 요사하지 않는다.

V.

業

器
梁

1.

筆은

越 (David

Li ang)

짧

움직이는 確足을 갖고 있으며， 뜯어서
類中에서

銘

소리내는 半圓 f협의 琴인 筆은

가장 작고， 가장 높은 음역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의식

을 아름다운 소녀，

있다.

음악보다는 개인과 대중연회에

사랑， 자연의 美， 그리고 슬픈

다른

중요한 중국 짤

것으로서는 養과 琴이 있다.

주로 사용되 었다.

기억들과

중국문학은 筆

같은 로맨틱한 주제플 연상

시킨다.

Ci)

歷

史

筆의 초기 발전 기 간은 때중국 (지 금의 井1'1'1 지 방과 그
국만들과 관계 있다.

주위 ) 의 쫓 (897"'221

B. C.) 과 그

이 지역은 筆， 土鼓， 핍，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들로

유

명했다. 어떤 一話에서는 황의 名將 훌’活 (210 B.C.) 이 창안했다고 도 하고 또 다른 일화에
서는 棄의 소녀가 강안했다고도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筆이 두 개의

표준

zíther,

즉 훌과 야의 혼합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樂器는 거의 180。의 런形으로 둘러 싸이고

높

게 굽은 공영 관으로서 장방형 나무상자이 다. 한 이 폰에 따르면 공명 관이 짧과 짧사이 플 연

- 95결하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가셜은 筆 득장의 두가지 음성적 요소와 관련왼 어원

학이다. 위의 竹(대나우)은 아마 대나무를 의마할 것이고， 아래의 爭은

‘爭’(싸우는)으로

번역된다. 민속신화의 해석으로서는 처음 두 筆을 장안해 낸 것은 가족싸움올

진갱시키기

위해 琴을 반으로 분할한 것이라고 한다.
기원 전 2세기경 筆은 남부 커:1'Ii와

&-1'11

지방에서 대중화되었다.

의 12結이며 그 鉉들 사이는 좁으며 높고 가는 玉으로 만든

이때 筆윤 빨간 우영실

안족을 가진 것으로 요사되어

있다 . fl환朝 (618"-'970 )때 짧은 13鉉이고 번강하는 玉朝에서는 鉉의 수가 14개， 15개로 증가
한다(일판의 樂筆은 13상 寧의 변형이다) . 현재 筆은 16 현이고 이것은 18세기 후부터 사용
되었다.

古代이1 筆은 줌요힌 합주악기 였으나 반대 후 後代에 는 독주악기 이 다. B‘ C. 206""A.D. 581

과， A.D. 581 "'907의

기간온 筆 합주-음악을

和歌는 寧을 포함한 6 개익 관현악기로

두 종류로 나타낸다. 초기의

반주되는

성악합주혹서 널리

칫 분야에 λl 相

알려진 ‘거리음악’의

용어였다. 그 기간 끝부분의 ~聲歌(끼끼소리의 노래)는 다릎 관 • 현악기와 筆을 포함한 다흔
성악합주에 의히l 연주뇌마 ;상 알려진 민요의 일반 강료였다. 581 년 후의 筆은 특히 F앉樂과

t섬i商樂과 같이 궁전의 중요한 합주樂器가 되 었다. 筆온 또한 明代와 消代(1 368'" 1911) 예
공중연회 합주 樂器의 하1-+였냐.

그랴니 우수성은 캡칩 줄서들었다. 第과 함께 유지되어 온 중국 합주의 가장 주목할만한
형식은 완래 광동지방의

1뺏까11 지역의 鉉詩 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악기펀성은

활을 쓰고

뜯는 lute의 주요 악기록 λl 쟁이 구성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筆독주기 ?흉합주보나 우셰해셨다. 그려고 짧기교와 레퍼토리는 이런 정
들 때문에 복잡하게 되었다. 寧독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양식이 분명해졌다. 山東과 河南피

에 의해 표현되는 北派는 고대 선융의 보존으로 유영하고， 또 옥타브로 두 개의 현을 가끔
뜯고， 오래된 전통 짧합주에서 더욕 더 공통되는 득낀을 가지여 간단하고 구입없는 연주잉
식으로 유명하다.

협며，、1'1파에 의해 표현되는 南派는 빼르고 u] 브라토플 사용하녁 한 현만 뉴

료는 선율과 아주 아릅당게 연주하려는 것으록 유영하다. 더 첨가하여 南派는 손톱 모양의
파크로서 뜯는 湖州양식에서 더 증대하였으여，

음색의 미요한 i션화로 핑장한 강수성을 보

여 준다.

20세기 중엽에는 새롭게 발전한 두 개의 筆악파인 復古派(문예부흉파)와 維新派(혁신파)
가 筆을 현 상태에서 筆예숨로 옮겨는데 보조를 했다. 史隆美와 鍵子없에 의해 선두에 선 後
古派는 옛 筆曲을 되찾는 것에 정중했는데， 明代의 고전적인 良曲도라마의 기악적 f벼牌(표

96제 붙은 읍악)로 부터 많은 션율을 찾고， 혹은 다른 악기 특히 琴과 뚫뭘같은 악기에서 빌
려온 레퍼토리의 일부분도 많았다.

維新派의 공헨은 옛 筆션융의 재배열을 통한 筆독주 레퍼토리와

梁在 zf에 의해 주도 펀

전통과 현대양식에서 새롭게 직곡된 第독주 레퍼토리의 재연이매 발전이었다. 梁1EZf은 새
로운 第 運指法을 소개했는 데 약간은 낭쪽 筆派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는 한국의 ~JrJ
(IfII감과 일본의 筆 수볍다.

(ii)

구조，

연주와 기보볍

筆은 약 120cm 갚아이고 폭이 약 30cm보다 종 적으며 최고 음역을 가지고 있다. 筆의 폼
체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中國 古有의 것이라는

양식에 의존하면서 琴전통에서부터 온 것

같이 둬판에 銘을 새기고 훌展물절로서 장식을 했다. 짧의 양옆과

밑에 쓰인 나무는 전통

적으로 딱꽉한 나무 즉 생함擔 혹은 회양옥이며， 공명통은 챔빼나무이다.

기본 第은

16鉉이

고.각·줄은 청확한 조율을 위해 안족으로서 공명판위를 지탱한다. 안족은 항상 나우로

만

들거나 또는 다른 딱딱한 재료로 만들며 鉉은 영주질이나 금속(현재는 이것이 더욱 일반적
인 것이다)으로 만든다.

鉉은 연주자 쪽에서
아을 폴려서

감는다.

악기 오른쪽끝에 놓여서 공명판을 가로질러 가고， 왼손 끝에서는주
안족은 鉉을 2동분하는데 안족 오른쪽은 개방현으로 조율히고 뜸는

부분이며 완쪽은 장식기교와 음-고를 결정한다.
筆 연주자는 鉉을 오른손 손폼(진짜 손톱이 나 혹은 假 ni.角)으로 뜯고 왼손은
고(임시기호)，

다른 장식， 가암 뜯는 테크닉 동-을 위해 누른다. 근본적으로 오른손의 뜯는

기교는 琴의 71 교와 흉사하다.
손픔만외 사용이과든가，

서 이루어진다.

vibrato , 음

아주 미묘한 차이는 뜯을 때 각기 다른 방향，

격렬함， 오직

흑은 손돕과 손톱 끈 살의 사용， 현에서 뜯는 위치의 변화에 의해

반면에 ?흉의 웬손기교는 琴의 기교보다 더 간단하여서 누르고 늘이는 동작

의 청도와 초화후 구성된다.

筆의 16 開放鉉은 7 음응-계 의 3옥타브로 조율되 는데 그것은 徵調 (G-mode) "f3調 CA-mode)
宮調 (C-mode) ， Fl끊調 (D-mode) ，

角調 (E-mode) 로시(대개가 서양과 동일합)

‘자연적’ 조율선

법의 5종듀 중 한 개가 사용된다. 徵調가 가장 대중적이며 商調는 가장 대중성이 적다. 개
방현 선법에 덧붙여서 移調왼 선법이 있다.

轉調되는 과정에 쓰여지고， 손으로 현을 누릅

으로서 開放鉉의 음고를 임시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진다.
13세 기 부터 20세 기 초까지 J:.:R 調는 運指法을 치시하는 부호플
으로 사용되었다.

개념상 계명강볍과 비슷한 IR 讀는

합高플

생 략해서 이문 Z흉기보법

표시하고 이 기간의 성악，

-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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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다나 전당식인 챙 기보법에
는것은 口頭로

가르치고， 페파토리는

9 7-

주후 기익술올 용반하

암기식으로 배위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부터 略字

나 숫자기보법이 그:R.~뻗칠- 대신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筆 음악가뜰이 시양

오선기보법을

사용했으나， 寧은 전통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팝高(짧이나 짧養과 갚은 고청

즙 I홉악기들과

합주를 할 혜플 제외하고는)쓸

가지고

있기 때문에 略字기보 1겁이 筆 음악의 표준이 되어

버렸다. 이 記讀法은 간단하 0]， 律字짧보다는 文字땀로 숍l휩릅 나타낸다.

2.

쫓

(i) 역사와 연주
中國 最古의 고유한 zither씌 하나인 琴은 전동적으요 중국악기
것이다. 쫓좋은 동아시이으l 긴 zither 중의 하나이며， 일본 第이나

중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和琴， 한국의 가야금， 거

문고， 베트남의 dan tranch뿐 아니 라 다흔 중국 ziither 인 筆과 意과도 관련이

있다. 琴은

先史시대의 청확한 기록을 포함하는 3， 000년이 넘는 歷史를 가지고 있다. 琴의 이론과

주는 음악뿐만 아니라 공민학， 우주철학， 우주론， 미학， 종교와 문화갇은

다양한

연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楊隆뼈는 琴의 歷史를 3 퉁분 했는데 夏， Fl휩파 周代를 포함한 古代 (고대 ,,-,B. C. 22 1), 흉흉
부터 居나라까지릎 뎌1 期(B. C.

221 ,,-, A.D. 907) , 그리고 近代언 5 朝에서 淸朝 (907"-'1911) 까

지이다.

琴의 歷史는 중국에서 모든 ‘길조의’ 주제로서 기완 전 3천년의 신화적인 현인의 시대인
천설의 시대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은

琴융 발명한 것이 신화적 현인

1*藏 (B.C. 2852)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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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은 神農 (B.C. 273 7)이라고

漢代 交없에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周냐라Cl 050"-'225B.C.)

공자에 의해 전달된 五經 특히 詩經과 書經은 琴에 대하여 기록한 최초의 文없들이다.

賢

人 짧王 (B.C. 2255) 은 五鉉琴을 연주했고 琴樂으로서 그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琴의 존재에 대한 맨 처음 非문자 증거는 商代로

추청된다.

(약B.C.

18C) 해골， 거북의

캡질， 그리고 청동용기로 흰 商代의 검숭물건에 새겨진 고문서학을 연구함으로써 표의문자

‘樂’을 찾아냈으며， 樂字가 그 당시에 나무 위로 장아맨 비단실을

뜯는다는 것을 알게 되

였다. 그후 樂은 음악의 일반적인 용어가 되 었으며 周나라 이후부터는 음악의 특별한 형태
블 치칭하기 위한 다른 용어와 같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雅樂(궁중음악)과 {삼樂(민간음

악)이다.

아마 원래 樂은 초기에 알려진 2개의 중국 zither 즉(안족이 었는) 훌과琴에서 전

개된 표준 zither를 언급했윤 것이다. 초기 文敵에서부터 琴과

意은 함께 언급되었고 완전

한 한쌍으로 생각되어갔다.

역사가들도 琴이

술음악과 연례악과

아마 기원 전 14""15세기와

周代 초기에 발달하였고，

이 때의 琴은 예

궁중에서의 공식적 음악인 의식음악에 특히 중요했다는

데에 동의 한

다. 이런 의식음악은 琴과 더불어 옳， 鍾， 聲， 鼓 둥으록 연성되는 합주로 연주된다. 때로
는 음악과 여러 명의 우용가， 성악가들을 포함하는 것은 특별한 의식과 그 왕조 양식에 의
한다. 의식적인 면에서의 琴으} 중요성은 유교를 통해 전해진 전섣에 이미 인정되었으며 琴

관념을 이해하는 기초달 형성한다. 신화의 賢A들은 神과 명민을 규청짓고， 하느님과 인간
과의 一致륜 상정하고， 신화의 神들과 祖上들이 통하게 하기 위해 琴을 사용하였으며，

또

둥치자의 계승왕조와 겨루기 위한 이상적인 스승으로 묘사되어졌다.
琴의 초기형태와 발전은 고대에 나타났다.

이것은 중기에 琴 관념의

이해적이고

형식

적인 본체를 구성하기 위한 첫번째 노력을 초래했다. 기원 전 213년 썼書就關는 中期의 시
작이다. 이러한 찢書야關는 파괴가 아니고 오히려

억눌린 周나라 이상을 재생시컸다.

수한 漢나라 中國A’띄 전동으로서 후에 알려진 것은(漢朝에 의해

‘순

성문화되고， 또 歷史를

통해 볼 때 주기적으로 중국윤 갱복한 異民族에 의해 소개된 전용이 배재하였기 때문이다) .

琴이 이

‘순수한’ 전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漢나과는 7현으로 규정하고 琴

이 모두 올바른 음악의 상갱이고， 의식에 꼭 필요한 악기이고，

한 .상대이고， 가슴(마음 흑은 청신)을 순수하게 하고

학자와 관리에게 가장 적당

교육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중요성과

관념을 성문화시켰다.

학자들이 琴을 채텍한

것은 많은 理論， 수필，

詩，

작품의 저솔에서

온 결과이다. 蔡웰

(A.D. 133"" 192) 의 가장 오래된 琴 이폰서의 하나인 琴道는 47개의 琴독주곡과 그 당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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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노래와 함께한 琴때이 실려있고， 어떤 것은 10세기 f땀나과 말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다. 琴의 지식과 -話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운학주제로서 일반화 될 뿐만 아
니라 국만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ZP:民들은 琴 연주를 금지당한

것이 아니라

그틀의 홉와 여가의 견핍때문에 琴연주릎 단녕시겼다. 그러나 이야기들은 훌륭한 여자연주
가와 연주를 통책 공인의 신분을 얻은 평민에 의해 쓰여 졌다. 琴의 문학과 연주는 짧， 梅，

松， 劍， 그리고

장수， 장조，

생영력， 힘의 청신척인

과 연관된다. 琴의 정교한 묘사와 이야기틀의 니] J j'-분은
알뉘져 있으 n_] ，

1J] 범한 道人이며 그 시대에 음악적

，유생의 단핵으로 참수당했니. 그는 쪽 음악의
유생플은 琴이 경챔지의

òH 식에

의하지

특성을 전한다고 믿는

신화적 상갱

fðl康 (A.D. 223'"'-'62) 이 쓴

琴용없어1

생각이 앞서 있었던 琴 연주가인 그는

깐부한 감정과 상상랙윤 웅호하는

않은 객관삭인 촌재마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면에，
음악이

도덕적 교육에 직합하마고 여겨 서로 잇지 않았다.
중기의 琴은 궁중에서는 독주와 합주로 쓰였다. 漢나라 우딘을 파보면 작은 影刻에서 琴
이 노래， 결， 무용하는 사란틀과 함께 합주 연회에서 연주하는 것윤 볼 수 있다. 중기 初 i

푼학에시 琴은 띤주지 자신으1 노래릎 1간주 하거니 휴은 나무 딱따기로서 악자룹 치면서 쉬’
르는 노래플 반주한 다고 인코랬다. 노래의 내용은 디}중문학으로부터 빌려 온 작품이나 자
신이 직접 쓴 묘사각인 납， 그리고 詩經에시부터 밀려 온 고전적인 詩였다. 노래의 내용은
문학， 역사， 윤리，政治， 神話， 효성적인 것이다. 중기의

대중연회 합주의

악기는 琴， 흉，

짧， 중E뀔， 歌 그리고 때로는 값， 흑은 이런 것뜰으1 흔함을 포함한다.

琴 曲中에서 가장 오래동안 전해오는 것은 댄代의 영k 짧로 보존되어 있는 ~蘭이다. 이것
의 기보법은 減字뽑이다. 단순한(델 정확하지만)

~.써자키뽑는 견국- 초기의

복장한 文字調을

바꾸어놓은 것이디.

뼈蘭과 중기의 많은 文厭에서 보면 아띤 琴 1M] 끈 감은 대중선쉰-도 있지만 대부분이 깊고、
形式윤 갖추고 있다.

아마 現代어l 쓰여신 어떤 직품보나도 긴 IHl 일 것이다.

작품은 많은 악장으료- 이루어졌고 정정 뼈르게와
루어졌으며 이동하는 화성의 종결부 (")11λl 끝난다.

fi힘康에 따르띤

전정 느리게라는 각기 다픈 템포들로 이
각 악장의 양식은 선율이 제시， 확대，

발

전되면서 변화한다.

근대 琴 역사에서 악기는 官更， 학자， 신지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개인적 으로 점차

주되어졌다.

琴 연주는 전문가와 직엽연주가에

의해 복잡한 음악이

연

되었다. 중기에는 琴

이 합주악기로서 대중화된 반면에 근대에시는 표현이 풍부한 琴 독주가 발달했다. 明(1 368

'" 1644) 代에

‘순수한 중국 문화’의 부활이 있었다. 이것은 琴을 위한 것으로 漢代 以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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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筆 06鉉)의 IR謂 .. ‘擬筆짧(梁在平編)의 江湖水의 一部分이다; 제일 右뼈에 冊名. 다
음에 曲名과 始作하는 鉉이 적혀 있고， IR調의 右測에 右手彈法， 工R謂의 左뻐j에 左
手手法이 치록되어 있다; 從線은 長短을 나타낸다. 즉 한줄은 8分音表， 두줄은 16分홉
表， 줄이 없는 곳은 4分音表이 며 우측하단에 소장자의 도장이 었다.

-101 행하지 옷한 르네상스를 의미한다. 문학에서는 우아한 생활문화와 오락올추구할 여유가있
는 여가를 즐겼다. 많은 관리들은 자진해서

다. 짧은 글과 이론뿐만 아니라

琴 문학의 상당한 부분을 수집하고 채인쇄했

많은 琴讀(琴의 역사 • 철학 • 이론 • 合字讀를 포함한 광법

위한 책)가 이 시기에 쓰여졌다.

근대 18세기까지는 유생들의 琴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고， 연주기교가 세련되었으여 道敎

와 佛敎의 교리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엄격한 계윷로서 특정지위진다. 이러한 제한은
척 으로 ‘그들의 ’

일반

악기 와 琴을 再同一視하는 그룹과 琴의 순수성 을 되 찾기 위 한 그룹으로 나

누었다. 그플은 琴 연주블 위한 알맞은 衣冠， 청중， 시간， 그리고 환경을 암시했다.
’ 14 ，-....， 17세기의 근대 중기는 악기로 노래를 반주하는 琴 독주양식으로 득장치워진다. 유미
주의는 운회， 음악， 공연 그리고 철학의 모든 면에서 중요시 되었다.

‘消’

모

쓰여졌으나 明代까지

‘遠’과 같은 표현븐 이전에는

대개 묘사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로

‘雅’

‘和’ 그리

‘24 수볍’이라 하는 24 개의 그런 미묘한 단어들이었으며， 24수법은 미학적 개념으로 쓰이치
는 않았치만， 실제 연주에시는 조섬스럽게 적용되었다.
요시 여겼으나， 근대 축가학자플은 젤학파

琴 연주는 갚은 집중과 영싱을 중

琴 연주를 함께 춧점에 맞추려고 했다. 그것은

비록 指法이 교묘하고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無짧自然의 가슴(갱신，

마음)에 의해

행동하고 규정짓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방법으로 화성적이고 용-화한 수법
가볍고 느슨한 수법， 그리고 판화하고 단순한 수법의 특정적인 요소들이 전달될 수 있었다.

연주양식과 음악윤 구분하는 몇 학파가 漢代때부터 있었다.
시대 후에 만들어졌거나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파가 이

학파는 지역적 차이와 치도자의 연주스타일을 몸소

전개하거나， 흑은 악기 편성에 의해 나권다.

대표적인 학파의 주요 득정은

다음과 같다;

ch’u 학파는 搖康이 일원이었으며 반음이 하나 있는 5 음 선법으로서만 연주한다. Hu-chia 학

파는 hu-chia조율선 법 을 사용하며 중앙아시 아로부터 나온 것 이 라 믿 는다. 즉 chiang-p’ ai 학

파는 성 악으로서 만 흑은 가사에 만 기 본을 두고서

연주한다;

盧山派는 嚴天池에 의 해 해 석

된 것처럼 24 수볍에 의해서 琴 독주를 한다.
Tiao-i는 짧고 독립적인 곡으로서 동일한 선법에서는 더 긴곡의

와 선법의 연에서는 준비작품으로서 쓰였다고

생각되어 진다.

처음과 연결되며 분위기

이러한 tiao-i는 유명한 고대

琴 멜로디이었거나， 주요한 작품의 도입부로서

특별히 쓰여진 멜로디이다. 그러나 15세기

후부터 tiao-i를 곡의 처음에 연주되는 하모니를

사용하연 6"'10소철의 짧은 패턴으로 바뀌

어졌다. 동시에 曲의 마지막에 쓰이는 하모니 악철이 늘어났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연주

기교가 증대되었고， 개방현， 현을 누르는 것과 하모니를 이루는 tone , g 1issandoes , vibrato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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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와 여러 가지 묻는
12"'18세기까지

6) Tao

방법올 포함하므로서

33종으로 분명하게

chu-shen 의 琴 시 변

개인스타일의

범위릎 넓혀

주었다.

예을 들면

확대된 vibrato는 장식음 뿐만 아니라 중간음조와 관계

있는 고도의 구조척인 체계플 이루었다. 琴 vibrato플 기분적 선볍체계 위에서 미분음 체계
블 갖춰 놓음으로서 음조의 가능한 범 위 릎 확장했다.
20세기 초， 琴은 관념적이고 음악적으로 꼭잡한

악기가 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가

와 학자틀에 의해 선댁펀 악거리는 낀이 그 미래의 영속유 셰한댔던 것 같다. 琴 연주가틀

의 칫번째 국내 심포지웅이 연주학펴콸 확인하고 음악을 교환파기 위해 중국
로 다른 스타일의 학파의

대표뀔-이 모여

펴 224 명의 琴대가틀이 참여했고，

1920 년 가을에 혈렸다_

1930년 2 차심포지움이 엘

167개의 만代것으로 커록된 중요한 악기가

琴의 전송과 음악에 대단한 중요성은 두었던 음악가도

전역에서 사

등록되었다.

벚벚 있었던 반면에 숙달된 琴학자

겸 연주가들의 漢代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개념은 진부하개 되었다. 중국 밖에서 琴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겼고 줌국- 안에서는 단지 분식적이고 역사적인

대한 많은 공헨이 있었다.

130種의 琴調와 대부분이 가시-플 가지고

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많은 양의 연구가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1 960년대 중반) 때에는 琴의 여러

면이 쇠되기에

수준에서

있는

琴배경에

G107~ 지의

琴曲

계속되고 있으며 문화혁명

있었다. 非유교적인

경향과 琴을 배우

- 103는데의 어려움 그리고 口傳을 해주는 지도자의 회귀함이 20세기 후반에 琴아 직면한

였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도 있어 琴 연주가들이 琴 음량을 늘리려는

장애

시도에서 악기의 개

량을 실험 했고， 전통과 현대 의 요소를 복합하는 작품을 창작했으며 전통적 인 合字讀를 80연
이상 서양식 5 선기보법으로 譯讀했다.

1965 년 朱元中이 대펀성 懶歌플 작곡했고， 서구악기

플로서 琴의 소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1971 년 梁銘越이

전위파기솔을

사용해서 琴과

서 양 오케 스트 라플 위 한 shen-yn을 작곡했 다.

(ii)

琴구조

琴은 대개 걸이가

120cm 넓이 15cm 모서리 갚이 5cm 청도의 장방형이고 공명판곡선으로

갚이가 가볍게 증가하는 shadow와 흉사하다.
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악기의 명칭과 크기는 우주론적이며 형이상학

예플 들면 측청요소가

왕조가 바뀔때마나 바뀌었다 할지라도 琴의

길이는 1 년 365 日을 상칭하는 3R. 6 '.t 5分이고， 龍池는 바람이 불어오는
8댄이다.

八方올 상정해서

공명판은 챔樞l 나무로 되어 있고 하늘을 상갱하는 것처렴 볼록하며 바닥판은 要木

으로 되어 있고 땅을 상정하는 것처렴 펑펑하다. 天 • 地 'A은 3 才이며
체와 함께 琴을 독보적인 지위로 만들었다.

영주실의 7鉉은 合絲익 數가 各各 다르게 정해

져 있으며， 공명판 위에 얹혀져 있다. 줄은 연주하는 왼손 끝에
료로 만든 2개의 줄조료개에 둥글게

이것을 다른 연합

玉이냐 玉같이 딱역한 재

강겨있고， 오른손 끝에 7개의 돌패로 조여진다. 琴은

雅足과 陳가 없고 출 아래 자개로 만든 13개의 徵가 윷칠 되어서 1 열로 배열되어 었다.
전통적인 琴 제작에서 가장 어려 운 점은 케라틴을 포함한 윷칠을 금속과 다른 재료에 여

러벤 칠하는 방볍으로서 그 방법은 IléA들의 비면이다. 琴 뒷판의
식 예술작품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작年代를

제공한다 해도， 고청된

되면 수직으로 갈라진다. 벚벚 학자에 따르면 이것이 연대될
다.

바막판

外部에 조각된

표의 문자는

에서 선택됐다)과 소유자의 名과
다. 공명판

|쳐面에는

年代，

銘刻과 거기에 있을 장

확증하는

琴名 (서 숭하는 이 픔은

그리고

악기찬 만드는 동안에

종종은

득별한

새기게 되며

유형에서 윷설은 오래

수단이 펠 수도있

보통 사용하는

이름 중

악기의 찬사로

되어 있

제작자의 名과 제작년대활 새

긴다.

역사적으로 琴이 5鉉에서 27鉉 흑은 그 이상의 다양한

七鉉琴은 漢代 (206 B. C. rv 220 A.D.) 에

크기와 모양으로 만플어졌다해도

표준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湖南 長沙치방의 馬

玉堆에 있는 Li chiang후작의 아들 무덤 (B. C. 168년에 매 장)에 서

발굴한 琴은 七鉉인데 크

기가 현재 표준형으로 알고 있는 것의 약 반청도이고 徵가 없다. 서기 817년에 (Van Gulik
에 따르면 서기 5세기) 세워진 일본 奈良(나라)제국 박물관(正홈院)에 있는 琴은 七鉉이다.

- 104(iii) 理論과 記讀法
기원 전 7세기에 管子 (645 B.C.) 는

수학석인 이폰-응

사용하여 作律의
나타날 것이다.

F G-A-c d).
어시

리는-

작의

P

L

계속 만드는 2:3과의

5도즙

형성했다.

그 견과는

4:

3의 비 율을

거의 솔， 라.도.레.미의 패턴으로

七 tJ: 에 적용시걱사 기관자인 조쉰-법을 만관 수 있다(대치l 적으로 C-D→

1:l개 微는 순 갚는 갓과 이융려는 가략쥔 뷔한 위치까 지작히1 준다.

니l 는 유은 C씹:에 시
_0_ S!•

4 도와

D, Eb , E , F , G, A, c , e , g , cf , d' , g' , c" 음이

c" , g' , e' , c' , g , e' , c, c' , g , c' , e' , g' ‘

c

ll

이 다.

6딘[分주 1 _~_ It-.

손을짚

난 다.

갇은 鉉에서 어울

7 ‘!l쩨

조화스런

음 (c) 윤

사용한 l내， 1'll 칩은 동알하게 2 가지쿄- 구분펀니.
調*J;성、에는 두 가지가 있니.
2 도，

강 2 도，

단 3도，

11:調웠I 는

S 징이 있는 5 응겨}선볍응 5 가지포 변화시킨다.

장 2 도는 기본음으 S~ 서

Acd; C DE-GA It c d; C-D I' FG"-A"

C

섯번째 줍윤 사용하는 음연이다

장

C → DEG-

d ; CD-F GA-c-d; C-D It• FG- A" c-d lt •
b

다릎· 음계， 예관 닫띤 기관음으파 섯밴째출 보바는 오히녀 3 번찌l 출표 사용히는 것도 종종
쓰인다.

또 하나의 점점션:tL 건~ 外 j뼈아다. 모두 기웬이 알리지지

않은 약 307써 의 外調가 있으

많은 琴 이온이 중국음약 이폰과

t낄접한 관계가 있으나

조칙의 순환작 윈리와 구분원리갚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유일하다.

더구나 縣와 雅足이 없

나 랫

끽 품 1낀이 外調릎 사꽁 한다.

기 때문에 어느 억양이나 연주도 가능하다.

琴 음악에서 발견된 두 개의 f앙*펌는 文字-짧‘와

減E양뺨이다.

文字讀는 10세기까지 사용

되었고 그훈 減字짧가 사용되었다. 文걱5댐는 모든 꽉정을 완전히 설영하는 긴 악보이다.

二L

것은 오른손 왼손으l 손가곽 위치와 움직임을- 서술하고 악구와 악철의 분리와 해석의 암시까
지 포함한다.
이며，

이 기보빔으_ê!... 렌 젤유약은 시기 6시l 기의

後期 때代의

익보에 샌리있다. 그러나

서출적 뀌전유 포힘하이， 1，덤代(lClSO"""'Z5S

l 내이라고 추측되는 WJ 蘭이리는

Á1l

꺼섞i꿨으l 琴뼈갇은 琴 잣;없t 은 文강a調외 유사한

B.C.) 초기의 작 감字땀의 형디1 .1딘 갖고 있다.

대조객으로 減깎땀는 깐만한 기호쿄 구성펀 단「끽~:<rJ l'￥ :c'r 訓(우lJ1l 분-~- -Zl 손 위치이고 아래
부분은 오른슨 만법위사)쿄 지속，

장식，

문자가 부가 되어 있다. 減추채건

1관명젠시간은 잔등저으로 딴나라 작학자인

다은 I와代 학자인
부터，유래된

마그1. c-~낀，

趙 1m 利가 그것 융 개 량하였 나.

것이라고，

字讀의 흔적을 보이고，

볼 수 없다.

진등，

약구와 익전을

치적하는 단축펀

꾀-합걱 인 合字웹발랄은 거 의

:Ji~ f\:; (960"-' 1279) 의

션휠柔이껴 또
한 사람으로

예끌 읍면， 減추웹는

아직도文

단축된 合字-짧으l 부호는 消 f\; (l 7C 중암) 초기까지 상대척인 표준화

의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렴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연주가플은 아직까지 더 상세한

부호 몇 가지플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50 여가지의 부호가 있는 원손 수법 (弄 기법)과 運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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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서 특히 그러하다.

合字讀의 두 가지가 서양기보법과 같은 갱확한 리듬표시 면에서는 부족하다 해도 減字讀
의 리듬도표는 다음의 요언을 井記하며 나타난다 .CD 지적된 악구와 時價표샤(가장 권위있는
‘점점 빡르게!

琴讀인 蘇f옳의 春핸:렇琴짧(1 744) 에는 ‘빡르게’
지말고(계속해서)’

‘다음악절 천천히’

‘느려게’

‘정점 느리게’

‘짧게 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8개

‘오래쉴 것’

으} 時價표시가 싣려 있냐). (2;또 몇개 손가락기법의 리듬관계 (예-룹 들연 煥 I써은 느린 vibr-

ato를 내며 빠른 運촬을 요구한나) ; 넷)작품의 계획적인 본질;@오랫동안 수립된 연주플 칩
약석으폭 이어받은 約定(예를 플띤 2 악자나 자유리듬 구성의 적철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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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종

106 요하다.

3. 胡

훌

(i) 歷史와 일 반적 특성
胡琴(야만인의 악기)이라는 명칭을 역사적으로 크게 3 가지의 중복되는 돗을 가지고 있다.
元代 (A.D.

1280"-' 1368) 이전에는 활이나 울대로 연주하는 銀鉉樂器 혹은 撥鉉樂器로 中國

고유의 것이 아닌 터키，

정고 문화에서 온 악기칠- 가르키는 것이었다(훌활，

~琴은

모두

撥鉉樂器인데 매째로 “ j잉]琴”이란 악기群 명칭에 포함되기도 했다). 元代 이후 胡琴은 오로
癡鉉樂器흘 가르키 는 용어 가 되 어 서 득히 활로 연 주하는 현 악기 플 말하는데
은 가끔 숭대로 긁는 한악기플 지칭하기도

했다.

spike fiddle 혹

17세기에 여러 종류의 胡琴이 나타나서

그 중 몇가지는 중국 각 지역에서 음악연주에 사용되었다.
18세기 중 胡琴은 京i띤와 二胡라는 활을 가진 악기를 가르키게 되었고， 또 18 세기

이후

부터는1 주호 京胡를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로는 京胡가 주로 京劇에서 앙상
블의 주요악기와 노래션율의 반주악기로서

쓰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 전통적

胡琴의 기능파 성격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언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二胡

는 바이얼린이라는 서양악기의 특성을

胡琴

받아틀였기 때운에， 二胡

음악은

전통적인

style과는 전혀 다르게， 독주 악기로서의 특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胡琴의 기원이 활을 가치고 긋는 현악기인가
확실하지 않고 논란이 있다. 일찌기 胡琴

에 나와 었다.

혹은 문질러서 내는 악기인가 하는 문제는

형의 악기에 대한

언급은

陳陽樂書 (A.D.1104)

여기서 쫓琴(쫓部族， 즉 터어키-몽고족의 악기)이 2 현을

두 현 사이플 竹片으로 문질러

가진 찰현악기로

소리를 낸다고 설명되어 있다. 비록 陳陽이 외국(때) 악기

라고 이름붙이기는 했지만 胡琴은 漢代 (B.C.

206 ......, A.D. 220)

(鉉은 출을 뜻하고 鍵는 손잡이 가 있는 방울-형 의

중국 고유의

악기인

鉉鍵

팎-을 뜻하는 것으로， 이 줄이 달려 있는

難는 lute류의 악기로 변하였다. )와 비슷하고 이 악기에서 벼훗펀 것일거라고 설명했다. 元

史 (A.D. 1370) 에 胡琴은

분명하게 활을 가지고 연주하는

용의 머리형상을 한 구부려진 목을

가지고 있고， 2현을

현악기라고

되어

말총으로 만든

있는데， 끝이

활효

연주한다고

한다.

據鉉樂器퓨플 가르키는 胡琴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악기들을 포함한다. 京胡， 二胡(남
부 중국의 南胡) , 與胡， 提琴 또는 提胡， 二鉉， 胡呼， 椰胡， 四胡， 板胡， 쫓琴 등이다. 많

은 胡琴類의 樂器 중에서 “胡“란 단어가 “琴(현악기란 뭇)"이란 단어로 대체되게 되어 활
을 가진 현악기를 일컨는 말이 되 었다(예 : 京胡， 胡呼， 椰胡 등) . 胡琴類는 구조와 재료상

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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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예 : 京胡)는 공명통과 악커들이 대나무로 만들어지

고， 뱀가축으로 공명통끝을 싼 것이다. 두번째(二胡 혹은 南胡와 與胡 풍)， 종류는 대나우
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으나 크기가 첫번째 종듀보다 조금 크고， 구초상으로는 같은 것들
이다. 세번째는 指板이 있는데 특히 M 南地方 등의 북부중국에서 쓰이는 提琴이 있다. 네
번째 종류는 가축 공명 판이 이니 라 나우 공명 판올 가졌는데 , 二鉉， 板胡， 椰胡， 胡呼 퉁이

다.

이것들은 각 지방의 토속걱언 악기들로 특히 뒤의 3 악기들은 야자열매 대나무 혹은 그

지 역 득산의

재 료로 공명 통을 만든다. 二統은 12 세 기 의 胡琴파 매 우 흡사하다. 출의 음청

을 조정하는 周兒자 연주자 오른편 방향으로 악기의 목에 붙어 있어서 현대의 m琴의 줄이
周兒의 끝부분에 감기는
펀다.

것과는

달리， 二鉉의 경우에는

다섯번째 종류(四胡)는 2줄이

조융된다，

기도 한다.

서부 중국에사

周兒의 손잡이 위에 줄이 감기게

아니라 한 쌍썩 4줄을

많이 쓰이마 다른

가지고 있으며， 5도 간격으로

지역에서는 큰 음량 때문에 야외 연주에 쓰이

다음은 주로 첫벤째와 두번째 종류의 악기플 설명하기로 한다，

(ii) 京

胡

京胡는 중국 찰현악기류의 일반적인 모양을 가진 악기인데， 衝모양이나 상자형태의 공명
동에 끝이 옥같이 생긴 대가 공명통에 꽃힌다. 2현의 영주실이 5도 음청으로 맞춰지는데 요
즈음 금속줄을 쓰기도 한다.

周兒， 출과 立竹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遠山이 하나 있다.

이 遠山을 立竹을 따라 움직이면서 연주자의 손의 크기에 따라 줄과의 거리블

조절할

수

있다， 중국의 활을 가진 악기의 독득한 특정으로는 활이 두 출 사이에 들어가서 활이 밖으

로 빠져 나오는

것융 방지한다는 첨이다. 이에 대해서 胡琴은 주로

騎馬民族들에게 쓰였

기 해문에 말을 타면서 악기연주를 했야 하는데서 비릇된 것이라고도
가진 현악기(提琴 제외)와 같이 京胡도 指板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

중국의 활을

걸고 가는 立竹이 손장

이 역할을 하여 줄의 다른 부분을 눌러서 각기 다른 음청을 낼 수있다，

악기의 공명통을 연주자의 무릎 위에 수직으로 세우고， 활을 오른 손으로 잡아 우영지로
활대에서 활의 벌을 팽팽하게 빌어서 훨요한만콤 탄정플 준다.

(현대 胡琴활에는 서양의 바

이열린 활처렴 조임쇠가 있는 것도 있다. )
나무로왼 周兒를 제외하고는 京胡는 대나우로 만들며 걸이는 45cm 가량이다. 둥근倚모양

의 공명 통은 직 경 8cm 이 고 한쪽은 뱀 가축으로 막고 다른 한쪽은 혈 린채 둔-다. 송진을 녹여
공명동 윗 부분에 붙여 두어시，
는데

연주하는 동안에 활턴에 송진이 자동적으로 품도록 되어있

이것은 京胡가 京劇에서 중요 악기로 쓰여 4 시간 이상씩 계속 연주해야

서온 것이다. 京胡는 京없IJ 에서

중요한 선융 반주악기이다. 음악 style은 트펠，

펴는 이유에
장식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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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
해l 쫓(<:1) 二 J띠 연주，

〈그림 8)

(b) 京1\1]， (c) 二1\1]， (b) 와 (c) 는 梁짧趣 소장품.

러}몰도， 피치카토 등의 수법으록 화려한 성격을 갖는다.

(iii)

二

M

二히](南胡)는 길이가 약 75cm 이고， 같은 킬이의 활을

가진 나무로 만든 악기이다. 둥글

거나 6 각형， 倚모양의 공명통은 한쪽은 맴가죽으로 막히고

다른 한쪽은 열린 채로 장식되

어 있다. 立竹의 최상부는 짧이나 박쥐모양의 머리로 조각되어 있다.
二때의 年代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8세기， 19세기경부터는 京劇에서 높응 음역의 京胡보
다 옥타브 아래의 선율을

얀주히는

합주악기로 쓰여졌다. 二胡는 서사민요(남부에서는 彈

詞라고 불리며 북부에서는 大짧휠라고 불린다) 반주에 쓰이며 廣東과 上海지방의 慶u즙樂반
주악기로 쓰인다.
1900 년부터는 劉天華(1 895 ，，-， 1932) 가 문화이식적인 악기개량을
통해. 합주악기 로서 뿐만 아니 라 독주용 악기 로도

쓰이게 되었다.

하여 二胡는 중국 전역을
서양음악 이론과 바이얼

련， 중국음악 등을 공부한 劉天華는 바이얼란의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二胡의 기교적인 스타

일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二胡의 독주곡은 주로 劉天華의 작곡이고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
도 劉天華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며， 또한

서부 중국의 색채가 강한 민요 등을 옮긴 것

- 109이다. 二胡는 새로운 합주를 위해 크게 제작됐는데， 크기가 서로 다른 二胡는 서양의 비올
라， 첼로， 더블베이스와 홉사하며 현악합주에서 저음을 내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4.

훌훌

똘

梁銘越

(i) 歷

史

뚫훨란 말은 원래 오른손의 두 주법을 말하는 것인데， “뚫”는 “앞으로 타는 것(연주자의
왼쪽 방향이 된다)"이고，
다.

“휠”는 ‘뒤로 다는 것(연주자의 오른쪽 방향이 된다. )"이란 뭇이

이 두 주법은 요즘의 彈과 挑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래 현악기를

적인 방볍을

“훌

가르컸는데，

당시에는

연주하는 일반 기본

Lute류의 악기들이 서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활”라고 두 단어기-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 용어는 κ， 月琴， 三鉉으로 불리는 것둥과，

그외 기다 고대 악기 등의 중국 일반 현악기를 가르타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漢代 (B.C.

206 ,,-,A. D. 220) 부터 居代 (A.D. 618"-'907) 까지의 우용음악의 발달과 더불어 현

악기도 상당히 발달했다. 居나다 시대의 얼마 천쯤부터 이 현악기들은 각기 자기 이름을 갖
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발달된 lute류의 악기들을 공명통의
같다.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첫째로 둥근 공명통을 가진 3종류의 악기가 있다.

奏始皇帝(B. C. 22 1) 때에 直顆과 작고 둥근 공명통을 가진 새로운

현악기가 생겨났다.

이것은 鍵라고 불리우는 소형의 북으로 긴 손잡이를 돌려 움직이며 양쪽 북면의 줄에 달린
구슬이 북면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모양과 흡사했다(이 타악기는 주로 손념올 맞는
데 쓰였다). 그 새로운 현악기는 鉉難라고 불리웠고 후에 “案좋종짧”라고도 했다.

Fu Hsüan

(A.D. 217"-'278) 의 「寶훨睡」에 의하면 상당히 크고 둥근 목제 공명통을 가진 다른 현악기
가 漢나라때 생겼다고 한다.

이

악기가 “漢養활 n 혹은 Iíiê成이라

불렸다.

階나라 (A.D.

581

"-'618) 때에 Iíiê威보다는 공명동이 작고 목이 긴 다른 종유의 중￡촬가 생겼다. 이 악기는 청
寶훨와 漢聲뚫의 혼합형으로서 奏漢養寶 혹은 奏漢子라고 불렸다. 이 3 가지 악기의 발달은
“寶훨”라는 악기이름이 일반 명사로 변화되는 과갱이다.
현재 짧휩의

옛

형태는 배모양을 한 공명통을

가졌는데， 중앙아시아 기왼으로 北鍵代

(A.D. 386"-'534) 냐 그 이천에 중국으로 건너 왔다고 여겨진다. 중국에셔 이 악기는 曲顆꿇
훨(목이 짧고 굽은 뿜활)라고 불려운다. 이 寶촬는 4鉉과 4 개의 패릎 갖고 있는데 후에 현
재의 폼훨로 발전했다.

이 4鉉 홉흉가 들어온지 얼마 후에 5鉉 표합‘가 생겨 널리 쓰이게 되

었다.

현재 쯤훨의 공명통 뒷판은 다크로 만틀고 앞판은

f'ii ftìlJ 나무혹

만든다.

1-좁Er 의 목에 있는

ω
m

패 와 周돼는 象牙나 물소뿔 흑은 나우로 만들고

HM

몽-동에 붙은 패 는

대 냐우록 만든다.

비파 머릿 부분은 약간 휘어 있는데 종간 부분은 뒤혹 굽힐 수 있고， 최상부는

앞둬 양쪽

으로 굽힐 수 있도꽉 되어 있다. 머리는 龍頭나 J.i~l尾， 악쥐의 머리 응을 상징하는데 가음
그 중간을 옥으로 장식하는 수도 있다. 표펀의 줄온 원래

명주설을 꼬아 만든 4 현이나 요

즘은 나일론줄을 쓰기도 한다.
캅

(i i)

féØ

樂

음악은 원래

1~ .?1에서 「￥，Ut 朝 (A.D. 38G"-'589) 시대에 온 것으로 拖싫는

지망의 lrìü친에 해당퍼는 지역이다.

이 시대에 줌국은 외래 운품을 많이

기에 웅권-음악가-듭잔 511‘과 7 ，뻐한 組상 f/3D1 연주자듭노 ]lL 터 떼웠다

감이 읍계 (黃鐘，
變徵， 徵

-)\欲， 씨~iJt， 林쐐， Jt1 되)와

~1 ， 항흉;힘)과 흡사하다.

1ili3.i

받아 들었는데 6 세

5'-'-은 중국고유의 5 종

lJ] 슷하고 7빼는 중국- 고유의 선법 (宮， 商， 角，

음악의 7 ，펴에 대 한

서·록， 관계가 있거나 영 양이 있있다는 것을

현재 新題

언구는 이 음악과

인도 음악이

-"'-어 준 ι1-. 시]ii..운 음계는 i'é'B음악 뿐만 이니

다 중국음악의 형식에 헥신을 갖다 주있냐.

:r/3 H 음악은 공줌에사 연헝:음악으로 쓰였고 처음에는 야만석이라←고 여겨졌다. 1l'Ð음익의

〈그립

9) Tsun.Yuen

Lui 의 표훨연주

m
의미는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취향과 요구되는 기교가 달랐고 점차 중국 고유의 전동등一
악화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寶활음악은 연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곡들은

표제적이었고 기술적으로 기교적

인 떤이 요구되었다. 뚫활곡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감청을 다루는 주제를 주로 연주하여
요사적 인 제목 “陽春白雪”， “十面뿔’，

“ the bird song"

둥이 않았다. 南과 北의 두 樂派

가 있는데， 南派는 합주음악을， 北派는 독주음악을 중요시 하였고 양 樂派는 서로 다른 기
교와 선율구초를 갖고 있었냐. 현재 연주되는 寶활의 고전곡
않고 있다.

‘十面理代”과 같이 유명한 곡은 단지

작곡가들의 이릎은 알려지지

천년 전에 지어진 “오랜 곡”이라고만 전

한다. 좋훌뚫는 각 지 방의 극음악 반주와 서 사음악 반주에 합주 악기 로 쓰인 다.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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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법과 연주방법은 오랜 세월동안 발전되었는데， 딴나라째까지는

연주에 撥子가 사용

되었으나， 그 이후 사용하지 않고 손톱으로만 연주한다. 단f~ 이후 끓훨음악 기보에 IR 歸
를 사용했다. 현재는 숫자보플 쓰기도 한다. 기본음은 숫자로 표시하고 1 유타브 위의 뜸괴
맏의 음은 그 숫자의 上下에 점을 각각 하나썩 찍고 2 유타브인 경우에는上下에 2개씌 정을
찍는다. 도표 2 는 숫자보와 서양 이동 do법， 工R調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iii) 調 鉉 法
왼래 짧훨의 음역은 3옥타브 (A"-'a") 이나 현재의

좋종홈좋는 4도가 높은 응까지 내어 d"' 까

지아다. 패의 숫자가 점차 중가하여 악기의 읍역을 넓히고 기교적으루도 발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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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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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調의 散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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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이고 있는 끓휩에는 각각 16 ， 17， 24 개의 패플

ι1 ，'

가진 3종듀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작곡법이 필요하다 .. 16패 중E휩인 경우 서양의 온음 (W) 과 반음 (S) 에 흉사한 반음계블

만들 수 있는데 , 開放鉉에 셔 위 로 차례 로 내 보면 WSSSWSSSWWWSWWSW 이 다. 중종혼죠’의
4 開放鉉에서 할 수 있는 조현법은 현재 127t지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正調 즉 小工調인데 도표 3에 숫자보로 표시되어 있다. 제

로 各各 맞추어 두 현 사이의 음청은 4 도이다.
8도이다.

이 조현법에 의해서 16패 비파에서

1 현과 2현을 5 (sol) 와 2 (re)

제 1 현과 3 현은 5도간격，

제 1 현과 4 현은

나올 수 있는 음들은 도표 3 과 같다. 그러나

패법과 조현법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음청외에도 미분음적인 음청변화에서 반음까지는 현을

옆으로 당기고 미는 데에서 나온다.

5.

其他 훌밟

Colin P. Mackerras
(i) 打樂器

打樂器는 고대부터 모든 중국 악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플 차지해 왔다. 기원전 201 년
통일 이전에는 100 여종의

악기중 반 이상이 타악기뷰에 속했다. 중국 樂器材料 8륨 중 4 가

지(金， 石， 후， 木)가 질은 打樂器이다.

金部에는 여러 종류의 鍾과 정들이 있으며 石部로는 혔이 있고 ~:部에는 여러 종류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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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木部에는 꾀과 木찌가 있나.Mi훌훌類는 주j료 :J L子외 제사옴-악에 쓰었으나 지급은 쇠뇌펴
었다. 木fJ.t는 원래 절에서 의식음악에 쓰였으나 민간 음악에도 쓰이기 시작하여 지갚은 차
敎흡樂보다는 세속음악에 사용되고 있다.

지 금 사용되 는 다악기 의 주요 종듀는 鼓종뷰， 훌훌종뉴.ib:종듀. :JI'1類이 다. 이 악기 늪은 합
주곡과 인요 또는 서사만요 풍의 성악곡，

劇음악에

쓰인다.

여러

지역의

劇音樂들은 시 로 다릎 타악기 현성 을 갖고 있으며 이 음-악들은 지 역 에

따과

서사만요 또는

강하고

독특

한 향토색융 띤다. 打樂器들은 무대에서 득별한 분위기삼 만드는데 사용되고 그래시 그 음
악은 표현랙이 강하다.
考古學的 資料들에 의 하면 중국에 서 옛 날부터 쓰이 던

북플은 지 끔'" 1 나무 jL 윈 늪-잔 가

진 북들과 거의 같은 구조풍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개가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여러 종유의 打樂器가 전해 내려온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大파이다.

2 장의 소가죽을 2개의 둥근 나우틀에 씨워 만든 이 ·꽉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채로 연주하며
북의 표면을 조절하여 소리의 크치와 음질에 변화플 주기도 한다.

中國 고유악기언 북에 비해서 農종류는 西城에시

수업펀 악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大鍵이다. 연주차는 왼손으로 악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채를 쥐고 때려서 연주하거
나 악기를 나무로 된 틀에 달아 놓은체 연주하기도 한다. 大훌훌는 대개 둥글고 직경 30cm의
鋼으로 만든 것은 표면 가운떼 가 약간 볼록하다.

또 다른 종류는 雲鍵인데， 元代 0280'"'-' 1368) 부터 다!國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각기 다

른 음청을 가진 10개의 작은 갱들을 나무흘에 매달아 놓은 것이나.

(ii) 鉉樂器(擁鉉樂器 종류)
(a) 꿇
寧파 비슷하게 생긴 악기뜸 보통 25鉉윤 갖고 있다.

~;의 숫자는 오랜 역사동안에 다양

하게 변했다. 確足으로 줄을 받치며 이 雅足을 웅직여 출을

초절한다. 음역은 c. . . . . a" 이다.

뚫의 연주자세는 악기 받침에 옳을 놓고 그 앞에서 연주하는데 양손을 모두 雅足 우측에서
출을 뜯는다. 2출을 동시에 연주하는데 두 음의 음갱은 1옥타부이다.
養、은 고대악기록 현재 嚴式흡樂이냐 지식인 계총에서

(B.C.

연주한 독주음악에 쓰였는데 :f L子

551"'479) 나 그의 제자가 줬 독주곡윤 연주했다고 전해진마.

그려나 A.D.4세기부터

鉉은 독주로는 거의 연주되지 않고 크기가 좀 작고 다푸기가 쉬운 筆이 끓、의 익한올 대신하

게 되었냐. 몇몇 학자플은 暴이 쇠펙해져 가는 것윤 안타깜게 생각해시 元代의 ~~JlO來(1 241;
,,-,

1323) 같온 사람은 의식음악을 반주할 수 있는 것은-오로지 황이라고 하었고， 31 각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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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Oì

(a) Gemect 악 F 판
(b) Oxford , PittiI

소갱의

프鉉.

박판판 소갱의 月철.

의 훌曲을 그의 흉짧에 질였다.

慧은 孔子願樂 연주악기로 20세기초 孔子 제사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되었으나 現在는 쓰
지 않고 박울관에서만 찾아 불 수 있게 되었다.

(b) 三

~

목이 걸고 달갈 모양의 산나무 공명몽에 뱀가죽을

씌운 이 악기는 陳가 없다.

연주자는

撥子로 현을 뜯으떤서 연주한다.
중국(中共)에사는 두 가지 다암의 三원;이 쓰이고 있는데 120cm 가량 크기의 것과 95cm 가
량의 작은 것 두 가지이다.

이 누 악기는 서로 역할이

曲이라는 서사민요곡 반주 악기로

다른데 큰 악기는 합주 음악이나 鼓

‘꽉부 줌국에서 많이 쓰이나

작은 악기는

주로 각 지방

ω
m

의 훌u음악

반주 악기로

연주되어 良曲， 京劇， 紹興劇， 廣東劇 ， i며南과

버西板慶u 둥에 쓰

인다.

산 현은 제일 낮은 鉉과 중간 鉉 사이의 음청이 완전 5도， 중간鉉과높은 鉉이 4 도의 간
격으로 맞춰진다.

음청은 일청치 않고 노래하는

가수에 따라 맞춰지는데

큰 三鉉은 보통

D-A-d에서부터 G-d-g까지로 맞추고 작은 三鉉은 큰 악기보마 한 옥타브 위의 음쟁으로 맞

춘다. 三結의 음역은 세 옥타브이지만 보동 아래의 두 옥타브만 쓰이고， 3개의

현은 가끔

함께 화음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三鉉의 역사는 명백하지

않은데， 이 악기가

0280"-' 1368) 와 그 이후의 시대인

歌劇의 주요 반주악기로 쓰여진

것은 元代

것은 플립없다. 어떤 학자들은 훈代 (B.C. 221"-'206) 이

전으로 추청하는데， 이런 단청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이 악기나 그 이전의 형태가 元代

의 훨씬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 이 三鉉은 교육받은 계충이

아닌 일반 평민들

사이에

쓰였던 악기여서 역사적 문헌얘 기룩이 나타냐 있지않다.

(c)

月琴과 玩

三結‘과는 반대로 月琴은 목이 짧고 큰 공명동을 갖고 있다. 月琴이란이륨은공명통이 보
통 둥글기 때문이다. 가끔 8각형인 경우도 있다. 공명동은 앞과뒷면 모두가 챔樞나무로되

어 있다. 4 개의 鉉은 각기 두 출씩 같은 음으로 두 줄의 높은 鉉과

낮은 鉉은 5도의 간격

으로 조율한다. 月琴은 지방극이나 서사민요 둥에서 폭넓게 반주 악기로 쓰인다.
이 악기는 κ(3C 죽립철현 중의 한 사람인 玩威의

이름융 본따서 만든 악기)을 같은 조

상으로 하는 여 러 악기 중에 서 도 가장 중요한 악기 이 다. n혈-代 (618"-'907) 의 則天武 É (684"-'

704) 때에 한 유명한 학자가 이 邱이란 악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류이고 사실은

이 κ은 3세기 이전에 생긴 것이며 그 이름은 玩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居代

玩의 특징은

원모양의 공명 통에 있 다.

玩이라고 불리우는 악기는 아직도 중국에 있기는 하냐 오히려

月琴이 현재의 院보다 초

기의 1m;형태에 가깜다.

(d) 揚

琴(洋琴)

이 dulcimer는 明代(1 368 ，，-， 1644) 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페르샤와 아라비 아 지방이 原훌이

다. 廣東 지방의 남동부 지역에 한청되어 유행펀 것으록

보아 중앙 아시아를 통한 대륙쪽

에서의 수엽이 아니라 바다칠- 통한 수엽이었다고 본다.

揚琴은 유럽의 dulcimer 와 거의 흡사하여서

이 두 악기들은 같은

빌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강하다. 揚琴의 모양은 사다리꽃

지역에서 생기고 서노

모양이며 줄은 위로 융략 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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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길이가 짧아진다. 가벼운 대나우채로 쳐서 연주하는데 우측에

있는 패의 좌측 그리고

좌측에 있는 패의 우측과 좌측 응 세 군데에서 소리플 낸다. (오른쪽 패의 우측은 사용하지
않는다) .

큰 楊홍묶은 사용하지 않고 8벌의 출이 있는 작은 楊쪽이 주로 쓰이는데 용역은 f에서
이고 10 벨의 줄이 있는 것은 d 에서 d'" 까지이다.

c'"

楊짤은 여러 종류의 지방 고유의 劇흡樂

과 독강곡， 서 사곡 동의 민중음악 반주에 쓰였다.

(iii)

관 악 기

중국 관악기는 農夫에서부터 王家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총의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
플 차지하는 데 서 (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가지로 나뀐다.
(a) 사가 없는 악기

중국 관악기중 가장 널려 쓰이는 것은 짧子인데 고대에는
알려잔 악기이다. 음정은 관에 있는 구멍으로 조정하며

橫吹로 그 이후에는 橫짧으로

보조구맹은 앓은 양펴지 조각으로

감어서 이 구명을 조절하여 높은 음역에서 냐는 독특한 날카로운 소리플 낸다，

吹띠

勝孔(淸 f L)

훌

(b)

ttHL

소리와 관계

없는 孔

F용:rL

尾部

〈그릴 13) 짧子(橫짧)의 성명도

〈그립

14)

中國의 경서樂器 (a) 쇄냥， 아사구와 조
정→목。 I 있다.

보스던

(b) 管子. 쇄납과 管子는

Fine Arts박물관 소장이 다.

m
짧子라는 관악기보다 조금 작은 악기을 薦라고 하는데 前鍵 (B.C.

206 ,,-, A.D. 9) 시대 이전

부터 쓰였던 것이다. 품畵 (A.D.265"-'420; 7C 경에 완성되었옴)를 보연
족의

악기인데 張행(B. C.2C 경

수도였던 長安에 이 악기의

중앙아시아에서 10 여년간 살았다)이란

연주법을 전히}다고 한다.

橫吹는 현래 야만
사람이 당시 중국의

이 짧子는 티뱉 지방의 왼산이 분명

한데 중앙 아시아 지역의 음악이 중국음악에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한 양향올
끼쳤다.

당시 중앙이시아와 중국에서는 악기를 馬上에서 군대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연

주하였다. 초기 관악기에 대한 기록에는 體孔(淸孔)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陳陽 樂書(1 104)
에 題孔에 대해 쓴 것으오 보이

A.D. 12세기부터

관악기에 이 體孔(消孔)이 생겨난것

겉

다.

階代 (A.D. 581 ，，-， 618) 부터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가 쓰였는데， 曲짧이라고 풀리며 昆曲
에 주로 쓰이는 악기는 큰 것이고 ， m짧이라고 불리며 각 지방의 가극(佛子뾰)에 쓰이는 것

은 작은 것 이 다. 曲짧의

용역 은

a' ,,-, b'" 혹은 ab' ,,-, bb" ，이 고 佛짧의 음역 은 d" "-'e"" 혹은

db " "-'e b "" 이다. 曲짧은 60cm 길이이고 佛짧은 그것보다 짧지만 曲짧과 佛짧 모두 吹口와
體:JLC淸孔)하나， 6개의 指:JL을 가지고 있다. 또 짧子에는 크기와 구조가 좀 다른 것도 있
으며 이 악기는 민요， 민속 합주콕， 노래나 무용음악 둥 여러 종류의 음악에 쓰여진다. 중
국의 다른 어느 관악기보다도 널리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짧子이다.

끝을 부는 관악기인 蕭(洞蕭) 역시 대나무 관악기이지만 濟孔이 없는 첨에서 짧子와는 다
르다. 7개의 구맹이 있는데 맨 위의 것은 吹口이고

는 蕭의 음역은 佛짧보다 한 옥타브 낮은 d' "-'e'"

아래 6개는 指孔이다. 현재 주로 쓰이

또는 d b' "-'e b '" 인데 어떤 것은 d' "-'a'" 인

것도 있다. 길이 70cm , 둘러] 2.5cm 인 이 악기는 짧子보다 음이 부드럽고 낮은 음역이며 음

량의 폭도 좁다. 그러나 표현력이 풍부하여 우아하고 슬픈 음악에 적합하다.
윈래 “蕭”라는 골자는 前漢代의 기록에서는

“여러 개로 꽂은 管의 끝을 부는 악기”라는

뭇이고 끝을 부는 관악기는 “짧”이라고 불렀다. 후자인 “짧”이 橫짧을 가르키는 말로 변하
자 “蕭”란 단어는 뜻이 불분명해져 버렸다. 요즘의 학자들은 “蕭”가居代 (618"-'907) 까지 계
속 “ panpipes" 플 뜻하는 말로 쓰이기는 했으나 漢代부터 이 두 골자가 요즘 쓰이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2세기경 "-]벨에서 플어왔다고 하지만

어떤 기록은

이 악기가

漢代의 武帝 (B. C. 140"-'87) 시 대 에 .EÍ:件에 의 해 만들어 졌 다고 하기 도 한다. 초기 의 끝을 부
는 관악기는 지금것보다 구멍 수가적으나 3세기 이후부터 8孔의 악기가널리 쓰이게 되었다.

(b) 서가 있는 악기
n챙미져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겹서 (reed) 가 있는 관악기이다. 중앙아시 아 (Mus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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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m" 이 그 원형이고

이름은

것이다. 중국에 들어온 것은

원래 외국어언 ‘

zurna" ,

흑은

“ zorna" 플

옮걱서 적은

16세기 초반 경으로 다소 후기에 속하는데 처음에는

주로兵

營에서 쓰였다. 차차 극음악， 만요， 민속무용 등과 독주 혹은 때子， 짧 등의 익기와 합주로
결혼식，

장례식 음악에 쓰이게 되었다.

n휩n內의 구조는- 시

(reed) ,

管(상목으꼬 만듭) ,

아시구(구리로 만등)로 되어 있고 8개의 指

:J L 으로 음청을 조철하는데 7 개는 앞년에 있고 뒤의 1 개는 엽지손으로 막는다. 음역과 크기
-퓨 딸려 하는 여 러 종쉬 으] P.영미져。l 있 다. 쉐→부 중국 이1 는 4 가지 종퓨기 있 어 서 보통
음역 윤 니} 는 뼈 n內이 합주 악기 로 쓰인 디←.
고도 부드럼게

a' ，，-， b'" 의

I펴P며의 가장 낮픈 음-역 에 사 나는 9개 의 유들은 크

낼 수 있으마 二l 음색은 씩썩하고 힘차다.

높은 소려 혹 올라갇수콕 소리 가

세지고 짧上의 소리는 너우 남카iL 워시 인주자뜸이 그 소리플윤 내기플 꺼꾀한다.
다륜 형태의 2 개의 시갚 가진 익기갚 管子바고 하는데 역시 여 i:~ 음-역과 크기달 가진 다

양한 합-등이 있다 떠n꺼보파 조금 직지만 갇은 수의 指:J L 과 그 ll~ :'<]플 가지고 2; 옥타
브룹 밴 수 있어 그 응역은 오"6]
무，

빗 나무

없다.

"-1

댐미져보다 넓다. 대개 管子는 활엽수(단단한 나무 : 참나

마호가니 등一) 로 민들지 만 대 나무，

주석 으로 만들기 도 하며 금속 이 사구부분은

음색은 강히고 높은 소리가 난다. 管子는 n펴n內보다 휠씬 오래된 것인데 중앙 아시아

의 鎬값지빙에서 들어와셔 龜藥이라는 이픔으로 중국 긍정음악에 6세기경부터 쓰었다.
세기에는 지망극음악，

불교음악， 민속음악 등에서

20

다른 악기들과 어울려서 연주되고 있다.

중국 관악기중 가장 응역이 낮은 것은 사가 2개 달련 Nl管이란 악기로서 두 종휴가 있는

데 춰 하음이 A 이 고 음역 은 1 옥다브에 뿔과하다.

사실

중국 관악기의

음역은 아주 낮지는

않이시 유렘의 Basson 괴 감은 유역과 강이관 가진 익기는 없다. 패管은 주로 廣東지방에서‘
많이 쓰이는데 廣펑劇윤 선진하면서 다니는 거려의 악대음악에

연주되었다.

껄은 “서퓨 임에 뭔-지 않고 인주하는 악기”인데 옆애 붙어 있는 @口를 통해 숨을
넣어 연주한마.

동아시아 원산의

악기로

붙어

중국에 시 가장 오래 된 악기 중의 하나이 다. 없 f-\;;

(B.C. 11 , 12C얘 끝난)의 감골문자플 보띤 和기- 나와 있고 뿔經에는 孔子(B. C. 551 ,,-, 479)
이전에 민간과 궁중음악에 사용꾀었다고 기꼭되어 있다. 이 악기는 20세기 孔子 제사

당훗

式이 사라질 때까지 磁 A 음악에 중요한 위치픔 차지했다. 짧은 중국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한변에 여라 소리가 함께나는 악기노서 독주

악기로도 종종 쓰인다. 민요 반주나

짧 rtil 등

부분은 보동 둥글고(때 로는 네모치기도

한다. )

악기는

9 H

“

--

닝

이

[

양

의 극음악에 주로 사용된다.

나누어지는데 법

吹口가 붙어 있고 위에는 管들이 풍글게 꽂힌다. 원래 밑 부분은 호리박으로 만드는

것이

-

〈그립

15)

긴;떤주

; 쫓灣， 첼 ~t 1959년 젠영 : 運指法은 그념 16 을 보라

어시 악기 분류멤상으로는 짧部에 속한냐. 後 f\:; 에 나무로 만들기 시작했고 요즘은
만든다. 각 管은 그 指孔이 막힐띠1 만 소리가 난다. 管의 숫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펀적인 것은 17管 짧이다.

〈그림

16)

17管 짧에는 3 가지기→ 있어 첫째는

17 관중 4 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17管의 똘 3種 : 소리 가 나는 管의 數는

(a)

119-

13管，

(b)

14管，

(c)

17管이 다.

구리로
가장

reed 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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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리 기- 나지 않고 13 管만 소리 가 나는 종듀， 둘째 는 17管중 3管이 소려 가 안나고 14 管이

나는 종류， 세째는 17管

모두를 사용하는 종류 둥이 다. 대개 指孔은 管의 밖으혹 나있고

소리가 니는 구맹은 안쪽으로 냐있다. 여려 종류의 앓들이 각기 내는 음청은 그렴 16 과 갇
다.

천애는 깐이 내는 화음은 매우 간단해서 4 도， 5도와

불지 않카나 하는 등의 수법윤

사용했으나，

Bass

octave 플 같이 불거나 흑은

현재는 여러 종류의 보다 복잡한 화응을 연주

한다.

각 치역의 독특한 隻중에는

g쳐盧짧이 있는데 雲南지방과 南西 중국에 사는 헛라고 불리

는 소수 만족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악기는

있는데 이 管모두가 소리 플 낸 다. 9세 기

Fan

박(組)으로 만들고 7"'8개의 대나무

Ch’ o의 「蠻훌」 란 책 을 보면

管이

雲南이 그 당시

중국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으로 만든 짧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本文은

Grove Dictionary of music

中

“chinesc

music. 언바， 本大學院生언

짧l 12 }ílí i朱 뻐윷편 VßD 되仁玉 $美奭이 번역하고 韓萬榮敎授가 藍修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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