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훌훌寶의 淵源

-특히 정창원 오현비파에 관하여-

키시베 시게오(뿜邊成雄) 

金 英 峰譯

(서옳대 대학원 졸， 일본 오사까대 연구생) 

정창원의 보물이 奈良朝의 문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연원지인 중국 혹은 멀 

리 서방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는데도 산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이미 그 일부-특히 미술면에 있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업척을 올리고 있다. 음악변에 있어서 다수의 악기 혹은 

무기(舞器)가 옛날의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하나 뿐이기는 하지만 고문서 

중에서 악보도 볼 수 있다. 이 음악자료에 관하여 이미 그 일부가 精훌되어 연구 

되었으나1l 미개척지는 넓다. 나는 고대 일본과 중국 음악사의 연구를 위하여 최근 

먼저 남북조와 階康時代의 중국옴악과 서역음악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색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 연구는 정창원의 악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처녀지의 

한구석에 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수당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비파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정창원의 비파가 유일한 현물로서 유용하게 쓰 

이게 되었다. 그리고 위의 연구결과. 정창원의 3종의 비파 즉 사현비파， 오현비 

파 및 완함의 연원을 중국， 서역， 서아시아， 인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오현 

비파가 수당의 서역악 중에서 매우 특징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이 현물이 있다는 것 이외 거의 아무 사실도 알 수 없는 이 

악기에 관하여， 중국으로부터 다소 분명하게 해주는 점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오현비파에 관한 연구를 중심의 논제로 하려는데 오현비파를 논하려 

1) 田邊尙雄 「正슐院樂器의 調흉報告(帝室박물관학보 제 2책) . 同著 「東洋륨樂史」 同著

「日本音樂史J (雄山뼈) 공후에 관해서는 특히 여러 연구가 있다. 공후에 대하여는 후 

일 발표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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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먼저 종래 얘매했먼 중국의 비파 전체를 어느 청도까지 분명하게 연구할 필요 

가 있어서 여타 2種의 비파에 판하여도 상세하게 논하였다. 종래 비파에 관한 연 

구가 별로 진척되지 않았던 것은， 이 기초적인 조사를 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본 논문의 제목올 「뚫똘의 淵源」이라고한 것은 이와같은 의미에서이다. 후 

얼 지면올 달리하여 이 2종의 비파에 관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1. 사현비파 

고래로부터 중국에서는 비파라고 불리워지고 었으나 이 명청은 문헌과 고고학상 

의 실혜에 따라 조사하면 적어도 3종의 구벌이 있고， 그것은 각각의 기원과 역사 

를 지니고 있다. 이것올 좀더 간단 명료하게 셀명하고 있는 것은 당(홈) 두우(삼 

佑)의 통전(通典)이다. 同書 권 144. 樂. 絲五. 뚫똘 條를 보면 비파의 기원에 

관한 여러 셜명을 한 후， 

1) 今淸樂奏뚫똘. f짝謂奏漢子. 圓體修顆而小. 疑是鉉훌훌 之遺制 傳元~體圓炳直.

柱有十有二. 其他皆充t銀下.

2) 曲項， 形制稍大. 本出胡中. 倚f훌是漢制. 暴似兩뽑tj者， 謂之奏漢. 蓋謂通用奏漢

之法.

3) 五鉉뚫뚫， 稍小. 蓋北國所出.

와， 또 同條에 

院!成， 亦奏좋홉훌훌也. 而項長過於今뿜11. 列十有三柱. 팝竹林七뿔圖. 院!成所彈與此

類. 因謂之院威. 라고 쓰여져 었다. 후술과 같이 (1)의 「주비파」는 사실 奏뚫똘 

이지 완함이외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에 의하면 비파에는 완함(奏뚫 

똘) 曲項뚫똘 및 五鉉 좋훌훌훌의 3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3종은 중국에 있어 

고고학적 자료의 실례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파라고 칭하면 보통 

사현곡경(四鉉曲顆)의 비파 혹은 완함을 의미했지만 정창원의 보물에는 오현비파 

를 보존하고 있다. 당대의 비파를 직수입한 奈良朝의 비파가 중국과 동일하게 3 

종이 있어 통전의 기록과 일치함은 당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의 

하여 중국의 비파가 3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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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파는 사현이 2개， 오현 및 완함이 각각 1개이다. 오현과 완함은 天平勝寶八

歲六月합日付의 동대사헌물장(東大좋厭物帳)에 「觸細業樓五鉉좋훌훌훌-面」 및 「聽細

業樓玩l成)面」 이라고 퉁록되어있는 것이 틀림없고 아마 庸의 현종조 혹은 그 이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보인다. 사현의 이면(二面)은 헌물장에 「輝細業뺨 

좋종똘一面J. r業樓좋종똘一面」이 아닌， 그들이 상실한 것을 弘仁年閒에 보충한 것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무렵 악비파(樂뚫똘)에는 큰 변천도 없었던 것 같아서 당 

대 사현비파의 실례로서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림 1. 10. 12) 

먼저 곡항비파(曲項뚫똘)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곡항은 곡경이라고도 칭하는데 

비파 炳의 상단근처 較(이도부끼)를 끼우는 부분이 炳과 직각으로， 후방으로 구부 

러져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창원 3종의 비파에 있어서 오현비파와 완함은 곡경이 

아닌 직경이다. 이 한가지 점에 있어서 이미 곡경비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 

파」라고 일걷는 사현， 곡경， 타원형(橋圓形)의 외형을 지닌 비파로서 일본외 아악 

비파， 중국의 현대 비파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비파의 

기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룡전에 rf짝傳是漢制」라는 기록이 있고 이 비파가 漢

代에 있었음이 추측되는데 전한(前漢) 劉熙의 「釋名」과 후한(後漢)의 應耶의 「風

f용通」에 그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추측은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비파 

의 기원이 외국에 었다는 것은 통전에 「本出於胡中」라고 기록하였으므로 그 추측 

이 어렵지 않다. 통전의 이 한 구절은 釋名에 

批把本出於胡中.

이 있고 또 진(풍) 전원(傳元)의 좋풍훌줄願序에(송서 권 19 악지인) 

漢遺鳥孫公主據昆弼. 念其行道思幕. 故使工A載筆훨寫馬t之樂. 欲從方f갑語. 

故名日뚫똘. 取其易傳於外團也.

라는 것에 근거할 것이다. 수서 권 15 음악지에도 

今曲項좋훌훌훌， 흥중쩔홉之徒. 뾰出 自 西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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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正會院 사현비파(東빼珠光 第五帳)

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호중(胡中) . 외국이라는 것은 서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중국령 터키스탄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작업에서 나온 미술품 중에는 다수의 

음악자료가 보이는데 비파의 연원을 서방드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다수 발견 

되었다. 비파의 서방기원에 관한 구미인의 연구는 주로 악기학， 특히 비교악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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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 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터키스탄의 풍부한 자료로서 그 일부가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우선 역사적으로 분류하여 각 자료의 연대 

적 의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구미의 악기학자는 이 기초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다. 단지 악기학의 대가인 

Curt Sachs의 제자이자 후드(Georg Huth)의 아들로 독일의 제 1회 탐사대의 일원 

이 었던 Arno Huth씨 는 이 자료의 악기 벌 목록을 만들고 조형 미 술에 나타난 형 식 

의 계통에 따라서 시대적， 지방적 볼류훌 시도했다 2) 이 분류는 대체적으로 정혹 

하나. (정혹이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뜻으로 악기에 대한 정확성이기 때문에 깨끗하 

고 아릅다운 뜻에서 정혹이라고 표현함) 악기의 유래 즉 인도. 페르시아 및 중국 

과의 관계에 관한 시안에는 오류가 많다. 톡히 현악기를 전부 페르시아계의 것으 

로 한것은 매우 특이한 일인데 그것에 관한 충분한 논거가 나타나 있지않다. 따라 

서 비파에 관한 후드씨의 연구로부터 얻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구미인의 

연구는 「월간 악보J 10월호(동양음악연구의 특집호) (본서소장)에 소개하여 비판 

하였으므로 상세한 것은 그것올 보기 바란다. 

한편 중국령 터키스탄의 미슐에 나타난 비파자료롤 역사적으로 분류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 자료중에 포함된 돈황석실의 벽화 가운데 보이는 중국의 사 

현비파와 완함(진비파)은 서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지역내에 포함시 

켜야 하므로 이 자료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후드씨의 분류 및 목록은 이 

2) Arno Huth; Die Musikinstrumente Ost-’furkistans bis 11 jahrhundert n. Chr. 

(Central=Bureau fur die deutsche Presse, Berlin, 1928. Friedlich Wilhelm 대학철학 

과 졸업논문) 

3) P. Peliiot; Les Grottes de Touen=Huang, 1922-24, Paris. 6책 Sir A. Stein; Ancient 

Buddhist Paintings from the Caves of the Thousand Buddhas on the Westernmost 

Border ofChina, London, 1921. 

徵熺은 옛 西;京의 지역으로서 남북조시대 서량국이 세워진 곳이다. 南北朝이후 西城

문물을 유입하는 관문에 해당되어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고유의 문화도 상당히 유지하였기 때문에 동서문화가 융합하여 독특한 문화상을 출현 

시켰다. 수당의 호악인 十都{支중에 있는 서량기는 구자기(서역중 대표적인 것)과 중 

국악을 혼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현종의 이부기에 이용된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 微k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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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애매하다. 돈황(徵熺)에 준하는 곳이 고창(高昌)이다. 고창은 지역적으로 

는 서역에 속하여. 문화적으로 간다라와 회훌(며絡)의 영향이 있어 서역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에 가장 가까운 문화권이다. 비파자료는 8세기부터 11 

세기에 걸쳐 고창에 번성한 중국， 회훌문화 중에서만 나타나는데 그것은 명나라에 

중국비파를 역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렇다면 중국비파의 기원을 연구함에는 

이 자료도 쓸모없다. 후술과 같이 땐씨의 논고에서， 이 지역의 자료가 쓰인 것은 

오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역 문화가 회훌 및 중국문화의 침입을 당하기 이 

전 즉. 8. 9세기보다 옛시대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먼저 천산남도(天山南道)훌 따라 千훌(오놀날의 고탄)출토의 테라코타에서 사현. 

이형(젖型， 그림 2. 3)의 비파가 보이며. 고탄의 북방 피아르마 P퍼RMA(그림 4) 

에는 동일한 계통의 것이 발견되었다. 이 하나의 군은 3세기부터 7세기에 속한다 

고 하며. 서역에서 가장 초기 문화의 계통임을 지적하고 있다. 千월부터 돈황에 이 

르는 중간의 미란의 벽화에는 서역. 중국에 유례없는 기타7)형태의 악기가 보인다. 

북도(北道)에 있어서는 퀴질(Qyzil 옳鉉古都)을 중심￡로 4세기부터 8세기에 

걸친 번성한 이른바 도까라문화 중에서 비파자료훌 볼 수 었다. 구륜웨렐(A. 

Grunwedle) 루콕(A. Le coq) 및 왈트 슈밑 (Waldschm.it) 퉁의 연구에 의 하면5) 이 

지역의 벽화는 2기로 나누어진다. 처음 4-6세기에는 간다라 예술이 먼저 나타나 

고 다음으로 6-8세기에는 간다라 예술위에 독특한 이란의 특색이 가미되며 토속 

적인 재료를 많이 採入한 이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지방은 또 범어에 근사 

의 주佛洞의 벽화는 기조에 중국적 색채를 채용하였는데 그 중에 구자적인 것의 영향 

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가끔 나타나는 佛前奏樂圖는 그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 

기의 편성동에서 위와 같이 서량악의 의의률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 

서 徵熺의 자료는 즉시 서역의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4) A.v. Le Coq; Cho-tscho, Ber파1， 1913. Plate 13. 또한 다른 모양의 비파에 관해서는 후 

일의 연구로 미루겠다. 

5) A. Grunwedel; A1tbuddhistischen Kultstatten in Chinesisch-’l'urki8tan, Berlin, 1912. 

同著 A1t-Kutscha, Berlin, 1920. A.v. Le coq; Die Buddhi8ti8che Spatantike in 

Mittela8ien, 6 Vo18. 1922-26. Wald8chmidt; Gandhara, Kut8cha, ’l'urki8tan, Leipzig,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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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요토칸의 테라코타(Stein: Ancient Khotan) 

그림 3 요토칸의 테라코타 

(Stein: Ancient 없lOtan) 그림 4. 피알마출토 士械裝聊
(E. 맘inkter의 논문 참조) 

한 이 지방 독특한 언어(래뷔 s. Levi는 도카라어 B라고 명명함)를61 지녀 정치적 

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함과 같이 서역에서 가장 위대하며 이색적인 문화권을 이루 

고 있었다. 이 제 1기의 미술중에는 중국의 완함과 홉사한 비파가 보이기 시작하 

여 제 271 에는 여기에 중국의 오현에 가까운 봉상직경의 것 다수와， 봉상이며 중 

6) Sylvain Levi; Le “’Thkharien B." Langue du Koutcha. (Journal Asiatique, 1913) 

-1S8-



국비파와 같은 사현곡경의 예 (p.188. 그립 22)가 단 하나 나타난다. 이 사현 곡 

경의 비파는 남도에 다수 나타났으나 이 예로 미루어 북도에도 전해진 것엄을 알 

수 있다. 오현 및 완함형의 것은 이 지방이 지닌 독특한 것인데， 특히 오현이 서 

역의 비파중， 도까라문화인 특정한 문화권에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며. 이 점은 이후 중국의 오현과의 관계를 알게되었을 때 판명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까지 발견된 자료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점은. 8세기까지의 

서역에는 사현비파， 기타형 비파， 완함형 비파 및 오현비파의 4종이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중국비파가 전한대에 이미 서역으로부터 유업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문헌으로 증명되었다. 서역에서 중국비파와 가장 가까운 비파는 고탄의 테 

라코타와 피알마의 토병(土懶)의 장식변에 조각되어 있다. 이 양자는 발굴자인 A. 

Stein 및 E. 맘inktee>의 추정으로는 모두 3세기 휴은 그 이전으로 생각될 수 있 

다는 점으로 미루어 서역의 비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 

의 바이올린 연구가 가스련 슈래진거는 이 테라코타의 비파와 서기전 천년으로 올 

라가는 기리시아의 후기 미케네 문화의 테라코타의 비파와 비교하여 그 외형의 유 

사한 점 을 지 적 하였 고 (Serindia Vol. 3 Appendix H. 및 Precursors of Violin 

Family) . 또 이 테라코타는 서북 인도의 몬조 다로의 테라코타와 상호 홉사하여 

고대 인도와의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으로서 8> 그보다 더 오래 전일지도 모른다. 

형태는 우선 사현의 예가 많다. 비아르마의 경우에는 2현， 테라코타에는 3현도 

있으나 현수에 반드시 제한받을 필요는 없다. 撥을 사용하고 있었으리라는 점， 악 

기를 안는 방법， 동(뼈)의 하단 근처 현올 잇는 작은 판(비파로는 覆手)이 있는 

점 퉁이 중국 사현비파와 유사한 점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 비파의 가장 큰 

특징인 곡경의 여부에 관하여 이 소박한 테라코타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현비 

파의 북도(北道)의 실례라고 생각되는 구자비파는 분명히 곡경이다. 이에 따라 고 

탄의 비파도 또한 곡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실례들이 한대 이전 

7) A. Stein; Ancient Khotan, 3 Vols. E. ’llinkter; Neue Archaologische Funde in der 
T빼lamak없1 Wuste Chinese-Thrkistans. (Sinica, 1931, 6, Heft. 11). 

8) 세계역사대계 제 2권 동양고고학 p.138. 三t次男씨 집필) . 

-159-



의 것이 아니더라도 한대 중국에서 동쪽으로 전해진 비파 혹은 그것과 동일한 형 

태의 비파가 서역지방에서 나타난 설례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서역의 사현비파는 말할 나위없이 서방에서 그 기원을 구할 수 있다. 

아리비아 및 페르시아방면의 류트족의 악기는 그것이 구자의 바이올린이나 류트의 

기원이기 때문에 이 방향의 관점으로부터. 오래전 칼 엔젤 (Carl Engel) . 오늘날 

가스린 슈래징거(Kathreen Schlesinger) 둥에 의하여 이미 상당히 연구되었다. 또 

아라비아의 풍부한 문헌을 이용하여 아리바아 음악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는 화머 

(H.G. F없'IIler) 에 의해서도 크게 개척되어 왔다. 더우기 독일의 커트 작스(Curt 

Sachs) 및 호른보스텔 (Horn bostel) 율 수뇌 로 하는 대 규모 모임 인 비 교악기 학에 

서 한 분야로 세계의 류트족의 비교 및 계통화가 시도되었다. 가장 최근은 이들의 

선행하는 모든 연구를 기초로서 류트족의 서방유럽의 발전 뿐 아니라 통방 즉 중 

국방면으로의 이동에 관한 프리드리 벤 (Friedrich Behn)이나 칼가이린거(Karl 

Geiringer)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즉 중국의 비파는 류트의 한 분파로서 고찰되고 

서역의 것은 중국비파로 옮겨가는 과정으로서 주목되었다. 이들 모든 연구의 9) 간 

단한 소개와 비판은 소화 12년 0937년)의 월간 악보 10월호에 시도되었요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겠다. 나는 이상의 연구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필자의 자료를 

9) Carl Engel; Researches into the Early History of the Violin Family, London, 1833. 

Kathreen Schlesinger; Early Records of 상le Precursors of the Violin Family, London, 
1910. 

H.D. Bruger; Alte Lautenkunst aus drei Jahrhunderten. 

O. Korte, Laute und Lautenmusik bis zur Mi야e des XVI Jahrhundert, 1901. 

H.G. Farmer; The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the Arab, by Salvador-Daniel, 
London, 1915. 

동저 Studies on Oriental Musical Instrument, London, 1931. 

Curt Sachs; Real-Le낌kon der Msikinstrumente, 1813. 

동저 Die Musikinstrumente Indiens und Indonesiens, 1923. 

동저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1929. 

Friedrich Behn; Die Laute im Altertum und fruhen Mittelalter. (zeitschrift fur 

Musikwissenschaft, 1919) 

Karl Geiringer; Vorgeschichte und Geschichte der europaischen Laute bis zum 

Beginn der Neuzeit. (Zei뼈chrift fur Musikwissenschaft,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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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전혀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 대하여， 가이린거나 벤이 한 연구방법은 주로 고고학상의 

여러 보고에 보이는 도판의 실례 비교에 의하여 동서악기의 관련을 찾으려고 하였 

는데， 이에 관한 주요한 결점은 다용과 같다. 첫째， 문헌의 이용을 전혀 알지 못 

하였으며 둘째， 고고학적자료의 이용법이 역사적이지 않고 셰째， 귀중한 중국령 

터키스탄의 새로운 자료의 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 

의 역사적 분류를 기초로 하지않고 막연하게 중국과 페르시아의 중간구역으로서 

서역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율 지척한다. 또 작스의 비교악기학적인 연구는 평 

면적인 계통화이지 역사적 관련이 결여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들이 지금부터 시도하려는 것온 구미인이 서방으로부터 동방으 

로의 관점을 추진한 것의 역방법이지만 단순히 동방에서 서방으로라는 실례의 비 

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비파의 기원율 서방으로 구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은 

우선 중국에 있어서의 비파의 상태를 문헌과 고고학적 실례에 의하여 명확히하고 

그 후 그 원천이라고 추정되는 페르시아， 인도. 간다라가 중심인 중앙 및 서남아 

시아 지역의 비파 즉 구미인의 소위 류트의 대세를 조사하여 그의 동방과의 관련 

을 구하며 나아가 동녘으로 전해지는 중간구역인 옛 서역(지금의 중국령 터어키스 

탄)에 대하여 이러한 관련이 유기적，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지의 여 

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들의 이러한 관점보다 종래 구미인이 연구한 서방의 류트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서방의 류트의 기원 및 역사에 관하여 구미인의 무수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아직 완전한 해결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특히 그 기원에 대 

해서는 이집트， 소아시아로부터 인도까지의 광대한 지역에 기원전 10세기의 예로 

부터 실례가 점재하여 그 계통화도 관련짓기 곤란한 것 같으나 이에 대해서 여기 

에 상론할 필요는 없다. 약간 후대로 내려와 기원 전후경에 이르면 겨우 각 분야 

에 있어서 특정 같은 것이 다소 판명된다. 중국비파와 관련을 갖는 것은 대개 이 

시기부터라고 생각된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않되는 점은 기원 1세기부터 2세 

기로 건너오는 동안 가장 번성한 간다라 조각에 보이는 2종의 류트이다. 그림 6 

은 정확한 그림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 처럼 보이는데 대체로 외형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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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oucher; L’'Art gréco-Bouddhique du G없l삐힐ra， ’lbm 11. 9.27. 

그림 6. Grünwedel; Buddhist 

Art in India 

그림 7. 미란， 기타형 류트 
(Stein; Serindia, Vol. 1., Pl.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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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파에 가깝고 또 고탄 및 팔마에서 발견되었던 류트와 닮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형은 후에 페르시아의 류트 및 그 이후 유럽에 있어서의 이른바 젖型 

(pear-shape, birnformig)의 류트이다. 이것과 동형의 예는 슈래정거도 사용하고 

있다. 그들올 종합해 보면 사현이라는 점， 곡경같다는 점， 주법， 현올 묶는 橫棒

(비파의 훌手)이 뼈표면의 하단근처에 있다는 점( Quer-riegel) 등이 이 비파의 공 

통점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특정이야말로 고탄의 류트와 중국비파의 그것이며， 

또 후에 사산조 페르시아의 류트가 되는 것이다. 이 비파계 류트와 병행하여 오늘 

날의 유럽 기타와 같이 뼈에 잘록함이 있는 류트가 폰재했다(그림 5), 이 잘룩함 

이 있는 류트의 예는 옛 시대에는 혼하지 않았고 유럽 중세에 기타가 출현할 때까 

지 이외에는 그 예를 볼 수 없다. 단지 전술한 터키스탄의 천산남로(天山南路)에 

있는 미란의 벽화에 유럽의 기타와 동일한 모양의 실례가 나타남이 주목된다. 이 

것을 간다라의 것과 비교하면 외형에 있어 간다라의 것은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뼈아 잘록하다는 한가지 점이 다른 곳에 없는 상이점이며， 이외 4현인 점， 초생 

달형의 향공(響孔)이 있는 점(위치는 다소 툴리지만) .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점， 

악기를 안는 방법 둥이 일치하고 있다. 

두 비파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시에 간다라에 출현하고 서역에 있어서 이 보다 

1. 2세기 늦게 장소도 동일한 천산남로에 인접하며. 3세기경 출현한다는 점이다. 

이 실례를 함축한 미술이 많거나 적거나 간다라 예술의 영향올 받고 있는(江上波 

夫R의 조언에 의하면 팔마의 토병은 장식의 세부가 간다라적이라고 한다. ) 점 둥 

올 종합해 보면 터키스탄의 두개 비파와 간다라의 두개 류트와의 관계는 조금 생 

각에 지나친 점이 었올 것이다 10) 

10) 그러나 터키스탄파 간다라훌 즉시 연결하려는 점에 반대하는 이유도 없지 않다. 피 

알마의 토병파 동형의 토병은 옛 바구트리아의 지방에서 출토되어 있다. (Dalton; 

’l'reasure of 0뼈s) 또 미 란의 벽 화는 간다라를 경 유하지 않은 순수한 헬 레 니 스틱 문 

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으로 보아 북방 바크트리아를 통해서 중국령 터키스탄 

에 유입되었다고 말해진다. (Stein, Serindia, Vol. 1) 고탄의 테라코타는 스타인의 추 

정보다 더 오래 전이며 고대 인도의 테라코타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억측이 확 

인되면 이 테라코타의 류트와 간다라의 류트를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의 보류점 

에 대해서는 장래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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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라의 이형 류트에 가깝고， 또한 세부가 명확히 중국비파와 일치하는 설례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은접시 속에서 보여진다. 통일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 

는데 111 이들을 종합하여 이 류트의 특성을 종합 열거하면 다음파 같다. 

1. 이형(찢型)의 뼈으로서， 炳은 곡선에 따라 뼈에 끼워져 炳과 뼈이 구별되지 

않는 점. 이 형태를 작스는 Halslaute라고 하였다. 중국비파와 외형은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이 도판에 있어 뒷면이 불명확하나 문헌에 의하면 동의 이면은 

배처럼 불룩하다고 한다 121 작스의 이형이라는 것은 이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비파는 오늘날 정창원 유품에 관하여 보면 이면은 다소 불룩해 

져 페르시아 류트의 자취를 근소하나마 인정할 수 있으나 거의 표면과 병행하 

고 있어 전체는 한면의 판과 같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아직은 모른다. 

2. 4현인 점. 

3. 곡경인 점. 

4. 악기를 드는 방법(가슴의 앞으로 ￠을 왼손으로 비스듬히 안을 것) 

5. 撥의 사용(페르시아것은 작다) 

6. 동의 하단 가까이 현을 같은 길이로 멈추게 하는 板이 었다. (Quer-riegel) 

비파의 覆手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이 전술한 바와 같이 간다라， 고탄， 비루마 및 중국의 류트 

또는 비파의 특정이며， 비파의 특징을 대체로 구비하고 있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 

가 없다. 작스의 Real-Lexikon der Musikinstrumente (1 913년)이나 벤의 논문 

0919년)에서 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이형， 사현， 곡경의 류트와 중국 사현비파 

와의 유사함이 주목되어 친자 관계가 주장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시대 

적 역사적 설명에 있어서 대단히 애매하다. 즉 1세기에 이미 존재한 중국비파의 

기원을 4-7세기의 페르시아의 류트에서 구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필요한데 그 점 

을 결여하고 있다. 

11) 밴의 논문도판16 및 18. 이것은 Smirnoff; Altorienlalisches Silber, Petersburg, 
1909. 에서 전제. 

12) H.G. Farmer; Studies on Oriental Musical Instrument.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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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alton; Treasure of Oxus 그 림 9. Sarre; Die Kunst des 
alten Persien 

이 점에 대하여 일보 진전된 생각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가이린거이다. 그는 

먼저 종래 사산조의 류트룰 보여준 은접시의 실례는 후사산조(nachsassanidisch) 

즉 7세기 이후의 것으로， 그 이전에 류트의 실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 

산조에 아직 이형류트는 페르시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기에서 종래 일반 

적으로 유럽의 류트는 페르시아의 류트로부터 나온 아라비아의 류트 eI’ud가 西來

한 것이라는 설에 반대하여， 인도의 봉상(棒狀)의 류트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하 

는 새로운 견해에 도달했다. 

이 인도의 봉상 류트는 그림 D와 같이 아무라맛지 (Am.ravati)의 불적 (佛題) 조 

각에 보이는 것을 시초로 아지안타의 벽화， 자바의 포로부도루(Borobdur)의 불적 

동에 다수 그 사례가 보인다. 이 계통의 류트는 작스가 봉상(Keulen-formig) 이라 

고 명명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이형 류트나 중국비파와 같이 Halslaute 이지만 뼈 

이 약간 가늘고 棒의 형태에 홉사하다. 그리고 이형 류트가 곡경이라는 것에 비하 

여 직경이다. 현은 일정하지 않지만 아지앙타의 6현 혹은 4현의 것은 시대가 이미 

새롭고 변형이 시작된 때이며 포로부돌의 3현은 지방적 특정이 나타난 것이어서 

결국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부라맛지의 5현은 페르시아， 인도를 통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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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례가 없고 이 봉상 류트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 5현. 직 

경 , 봉상의 류트가 2세기부터 7. 8세기에 걸친 인도에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가 

이린거는 이 류트롤 유럽 류트의 기원이라고 하였으나 이 추론은 형태상으로도 확 

실히 무리이며. 또 유럽의 류트는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의 류트률 제외하고는 생 

각할 수 없다는 기청사실이 있는 것을 보아도 찬성할 만하다. 단 가이린거의 설에 

서 주목할 만한 정윤 앞에서 기슐한 간다라 류트의 실례가 페르시아 및 인도를 통 

해서 더욱 오래된 정율 주목하여， 간다라야말로 페르시아 언도률 시작으로 서역 

및 중국 류트의 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적으로는 4-8세기 인도 불 

교미술. 4-7세기의 사산조 예술. 3세기의 고탄 및 미란 둥에 나타난 류트가 1-2 

세기 간다라류트에 전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류트가 간다 

라 지방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기원 전에는 이들의 류트 

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원시척인 형태의 류트가 고대 페르시아(예를들면 수-사 

B.C.8세기) 후기 미케네 문화(B.C. 10세기) 등에 보이고 또 서방에서 전래했다는 

중국의 비파도 전한시대에는 중국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간다라를 오늘날 류트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간다라， 고탄. 페르시아의 사현 류 

트와 중국비파가 전부 동일계통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간다라의 출현에 따 

라， 종래 최대의 난점이었던 시대의 간격이 거의 만족할 정도까지 감해지는 결과 

가 된다. 그리고 더욱 이 난점에 해결이 되는 점은 악기의 명칭이다. 

슈래징거 및 화마가 아라비아의 문헌 (8세기 이후)에 의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아라비아의 류트 즉 el’ud는 사산기의 류트로부터 얻어 온 것이 많다. 사산조 류 

트는 6. 7세기에 바르핫트(Barbat 후은 Barbud)라고 불렸다. 사산조의 은접시에 

보이는 류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바르맛트라는 명칭은 더욱 오래 전이다. 슈래징 

거는 기원전후경의 그리이스의 현악기 Barbiton과 바르맛트가 언어상 관계가 었 

다는 점을 인정했다. 작스는 특별히 바르맛트의 어원을 범어 bharbhu(현을 세게 

긁음)에서 찾았다. 이들이 시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산조의 Barbat 혹은 

Barbud는 범어 Bharbhu 또한 이것과 유사한 원시 인도아리안어로 출발하여 기 

원 전후에 이미 그리이스에서 Barbiton이라고 하며 또 페르시아에서 Barbat라고 

불리웠을 것이다. 따라서 Barbat는 6. 7세기보다 훨씬 오래전， 늦어도 Barb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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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이스에 나타난 기원 전후에는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농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비파가 전한시대에 중국에 유입되어 존재하였음이 문헌에 

보이는데 그 실례는 겨우 남북조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페르시 

아에 6. 7세 기 이 전에 존재 한 Barbat가 고고학상의 증거 률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은 인정될만한 것이다. 간다라의 1세기경의 실례는 이 추측을 간접적으로 증명하 

고 있다. 한편 페 르시 아의 barbat 또는 Barbud는 작스에 의 해 중국비 파의 어 원일 

것으로 지적했다. (Leal-Lexi-Kon 및 「인도， 인도차이나의 악기 J) 원래 중국에서 

「비파」라는 명칭이 외래의 것이라는 점은 송서 권 19 악지인의 쯤 傳元의 좋홉똘願 

序에 

欲從方1ft語. 故名 티뚫훌훌. 取其易傳於外國也.

라는 점에서 명확하다 r비파」라는 글씨는 아직 셜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釋名에 

「批把J. }회j갑通에는 「批把」라고 기록되어 있다 r뚫똘」의 글씨가 나타남은 품인 

듯하며 셜문에 琴을 표현한다는 王王에 「比모」를 조립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寶

똘」라는 명칭은 어떤 말에 의한 音寫라고 생각되며 그것이 외래어라는 것을 증명 

하고 었다. 

批把의 古륨은 칼구 랜 (B. Karl망'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

Japanese)에 의하면 平聲 b'ji, b’a이다. 지금 이것을 Barbat와 비교채 건 걱 4 

래어를 한자로 옮기는 경우 r음이 생략되는 것은 통칙이다. 예를 들어 중세 남인 

도의 지역 Berbera는 弼똘羅라고 한역되었다.삐 다음으로 모음 A로부터 I 혹은 

E로의 轉化는 언어의 전파에 가장 평범한 사실과 현상이며 이 弼똘羅에도 나타나 

있다. 또 席上魔談(宋의 兪漢擇五朝小說所收)에 

훔詩좋홉똘字皆作入聲， 훌弼. 

이라고 하였다. 뚫똘(批把)가 漢代에 入聲으로 음이 弼이면 Barbat를 옮기는데 

13) F. Hirth and W. w. Roc없lill; Chao-ju-kua.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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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에 전래한 胡語가 Barbat의 형태였는지는 의문이 

지만 Barbat 또는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언어가 실물인 사현 곡경. 이형 류트와 

함께 중국에 전해져 批把(뚫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불가능하 

지 않는 것이 위의 여러 예에 의하여 인정될 것이다 14) 전한무제(前漢武帝)때 張

건의 원정결과 서방의 문물이 그 명칭과 함께 다수 들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과 같 

다. 진서 권23 악지에 

胡角 ... 張博望入西城. 傳其法於西京. 推得摩詞兒聊}曲.

라는 기록에 의하여， 음악도 또한 이 때에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석경 풍속 

통에 비파와 같이 올려진 공후도 또한 외래의 악기인데 앗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하 

여 페르시아 방면으로부터 서역을 통해 수입되어진 것이다. 이것 역시 비파와 거 

의 통일한 시기에 전한대에 중국에 유입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럽 사위(四 

圍)의 정세로 보아도 비파의 전래가 전한대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인(前引)의 통전(通典)에 

曲項 ... 本出胡中. f용傳是漢옮1]. 

라는 기록처럼 당대에 있어서도 이 비파가 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믿 

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파가 서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서역을 거쳐 한대 중국에 전래된 것은 이상과 같 

이 문헌， 고고학적 자료 및 명칭상으로 틀렴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것 

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판명하는 한 서아시아에 있어서는 그것윤 사산조의 류트가 

14) 비파의 어훤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가껄이 있다. 釋名에 
推手前티批‘ 引手왜日把. 

라는 기록이 있는데 釋名의 해셜에 의하면 

以手뚫똘. 因以薦名.

이 있고 釋名의 해셜은 다른 말에 관해서도 豪彈附會가 많으며 물론 그 근거가 충분 

하지 않다. 田邊尙雄씨는 이것에 의하여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68-



된 곳의 Barbat의 전신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페르시아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간다라의 이형 류트가 그것이었을지 모른다. 단지 그들 

은 어느 것이라도 통일 계통에 속하여 Bharbhu-Barbat-Barbiton의 한 계열을 이 

루는 명칭에서 나왔으리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2. 奏똘똘-院I或 

다음윤 3종의 비파중 남북조의 미술에서 콕경비파와 함께 나타나는 진비파(奏 

뚫똘) 즉 l玩!成에 관하여 생 각해 보자. 통전 권 144에 

今淸樂奏뚫똘， 倚謂之奏漢子.圓體修顆而IJ、. 疑是鉉훌훌 之遺1ttJ. 傳元술體圓炳直， 

柱有十二

의 기록이 있으며 또한 다음의 곡경의 항에는 

曲項 .. , 倚傳是漢옮tJ. 秉似兩옮tJ者， 謂之奏漢. 蓋謂通用奏漢之法.

더우기 완함의 항에는 

玩!成亦奏뚫똘也. 而項長過於今制， 列十有三柱.

의 기록이 었다. 청악(淸樂)이란 한(漢)의 倚樂淸商三調를 南北朝階庸에 이어 받 

은 것으로서 서역악에 대칭된 유일한 중국 고유의 속악이었다. 이 청악에 비파를 

사용한 것은 수서 권 15 음악지에 나타나는데 수서에서는 후술과 같이 곡경 비파 

와 완함의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있는지 불명하다. 그러나 통전 

警. 「캐 M 

그렴 A. 쫓琴. 陳陽樂書 卷第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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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46 청악의 항에 「奏뚫훌훌 1J을 사용한다고 쓰여있다. 진비파는 즉 완함이다. 

그리고 청악의 비파는 혼히 奏漢字라고 일컬어 圓體， 수경(修顆)이며 柱가 12개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院!或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今淸樂奏뚫똘」는 진 

비파의 잘못된 해석이 아닐지 의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奏뚫똘-奏漢子-院!或은 

통일한 악기의 이중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더우기 이 내용에 관한 시험을 

해보아도 납득할 수 있다. 

통전에는 진한자를 「圓體修顆而IJ、」라고 하였고 전원(傳元)의 비파부서(뚫똘願 

序)에는 「體圓炳直. 柱有十二」라고 기록에 의하여 이 진한자가 3종의 비파 중 완 

함이외의 악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그림 10은 정창원의 院!或， 그립 11은 

북위(北鏡)의 간다라식 조각에 나타난 진비파를 가리킨다. 진비파의 기원에 관하 

여 통전에는 「疑是鉉뚫 之遺짧IjJ 라는 기록이 있다. 남조진(南朝 陳)의 석지장(釋智 

1ft)의 고금악록(古今樂錄 初學記引)에도 「뚫똘出於鉉뿔」라고 한다. 이 두가지 설 

은 모두 쯤의 H擊의 

奏苦長城之投， 百姓鉉훨而鼓之. 

라는 한 구절(송서 권 19 악지와 풍전 권 144 인)에 의한 것이다. 현도의 도는 후 

리쪼즈미(路활)를 가리켜， 중국 고전 아악기이며 오늘날의 멘멘다이고(양쪽에 방 

울달린 작은 북)와 비슷하다. 이 炳에서 뼈의 표면쪽으로 향하여 평행으로 현을 

뻗게한 것이 현도일 것이라고 상상된다. 후세에 그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당 

의 단안절(段安節)의 악부잡록(守山聞幕書收) 고취부의 항에 「악용현도J (樂用鉉

도)의 기복이 있다. 鼓吹는 한 이후 북방 이족(奭族)의 호각(胡角)둥을 수입하여 

만든 군악이어서 현도가 북방의 악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악기는 이후 積

琴(쫓琴)이 된다. 明의 염경(聞敬) 事物紀源(樂釋部 제 1 1)의 혜금의 조에 

按훌훌 如鼓而小. 有炳， 長R.9t<. 然則힐용鉉於鼓首. 而屬之於炳末. 與좋동똘極t1ï佛. 

其狀則今樓琴也. 是抽琴馬鉉 遺象明훗. 

라는 기록은 현도와 혜금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혜금은 당대에 이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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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東빼珠光 第-1帳

고 당의 최령홈(崔令敎)의 교방기(庸A說會所收) 曲名 중에 「혜금자」가 있다. 宋

진양의 악서 권 128에 

쫓琴， 本胡樂也. 出於鉉훌훌而形亦類鳥. 쫓部所好之樂也. 

라고 하였다. 혜와 해는 소리가 같으며 同名이다.A도에 나타난 것은 해금이지 

만 현도는 이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해금은 2현이지만 宋의 沈括의 보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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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 Asht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Sculpture. 

담(補筆誠) 권 1악율에 

熙寧中宮훌. 敎햇冷A徐쩨奏빼琴， 方進酒而-鉉總. 찌f更不易琴. 只用一鉉동. 

라고 하여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해금은 후에 형태가 바뀌는데 악기는 호금(胡 

琴) . 제금(提琴) . 사화(四和) . 이현(二鉉) 퉁이다. 한편 위에서 상상한 것처럼 현 

도는 뼈이 작고 두꺼우며 또한 上下는 가죽이며 뻗어 있는 것에 비하여， 완함은 

扁平의 원반으로 직경도 훨씬 크며 전체가 현도보다 수배의 형태라서 오히려 비파 

의 크기에 가깝다. 또 상하면을 나무로 쌓은. 둥근 나무상자를 이루며， 또 4현이 

라는 점에서 비파와 더 홉사하며 또한 완함은 12柱(傳元뚫똘眼序) 혹은 13柱(通

典院威의 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진비파에 소박하며 원시적인 현도가 

도달하려면 상당한 비약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중개하는 

것이 있어야 함에 틀림없다. 통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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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淸樂奏(奏)뚫뚫. f:삼謂之奏漢字 ... 曲項 … 倚傳是홉制. 秉似兩뿜1)者， 謂之奏

漢. 蓋謂通用奏홈之法. 

라고 하였다. 여기에 진법(奏法)이라는 것은 진의 현도를 말하며. 또 漢밟Ij는 곡향 

비파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진한자라는 현도와 곡경비파를 혼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곡항비파는 일반적으로 비파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진한자는 또한 진비파라고도 불리워지는 것도 옳바른 것이다. 후에 송의 

진양은 악서 (29) 에 이것올 진한비파(奏漢뚫똘)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래의 의미 

와 반대되고 있다. 진비파의 이륨은 롱전의 것을 효시라고 한다. 아마 두우가 진 

한자로부터 생각한 명칭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명칭에도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현 

도는 서역전래의 사혐버파률 들여오는 것에 의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비약으로 

만들어진 진비파라고 하였다. 그림 12 북위 (北觀)의 진버파는 3현인 점이 주목되 

는데 이것은 아마 2혐(또는 1현)의 현도가 곡경비파률 본따 4현으로 옮기는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5) 진비파는 이처럼 중국고유의 악기로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고유의 속악에만 사용되었올 것으로 생각된다. 완함의 명 

칭이 불은 것은 庸초기이다. 통전에 

쯤竹林七톨圖， 院l없所彈與此類. 因謂玩威.

라는 기록이 있고 註에 

聊güJ~初得鋼者. 11훌훌有識之. 太常少聊元行빼티此玩}成所造， 

乃舍A改以木屬之. 톨훌甚淸雅. 

라고 하였다. 이것은 廣書 권200 元行빼傳에 

15) 삼현의 예는 다옴의 책에도 보인다. 
O. Siren; Stilentwicklung der chinesischen Grabfi밍uen. “Wiener Beitrage zur Kunst 

und Kultur Asiens" Band VI, 1931. 

그리고 진비파에 대해서는 那波利貞씨에 「奏漢子」라는 논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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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正슐院 오현비파(東澈珠光 第-1候)

A破古輪흉鋼器 似뚫똘 身正圖 A莫能井 行빼 日此院威所作器也 命易以木
鉉之‘ 其聲亮雅樂. 逢謂之玩!成.

이라고 다소 사실을 부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완함의 이름이 진비파라고 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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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당초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비파는 당초에 이르기까지 

속칭 진한자 이외 명칭이 없었던 이유이다. 게다가 진한자의 이륨은 통전의 이 한 

부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비파는 원래 곡경비파률 의미하는 「비 

파」의 명칭을 빌려 史上에 나타나 있었다. 전원(傳元)의 비파부는 사실 진비파률 

노래한 것으로서 곡경비파의 시는 아니다. 이러한 예는 진 이래 매우 많다. 

이처럼 비파 의미의 혼란을 명확히 구별한 것은 두우의 통전이지만， 이 이전에 

도 진비파와의 혼동을 특별히 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의 비파에 곡경인 

두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梁書 권4 簡文本紀에 大寶 2년 (55 1) 影懶이 곡경비 

파를 연주한 것을 기록하여， 통전에 이것을 축약하였는데. 

梁史稱， 候景之害簡文也， 使太樂令影↑홉齊曲項뚫똘， 就帝軟. 則南朝似無項者.

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또 수서 권 15 음악지에 

今曲項좋훌훌훌， 뿔頭g훌훌之徒1IJL出自西城， 非華夏훌器. 

라는 기록이 었다. 진비파는 진의 현도에 서방에서 전래한 사현비파가 영향을 크 

게 받아 만들어졌지만 둥근 鋼에 直炳을 넣었다는， 가장 중심에 있다는 점에 있어 

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작스의 소위 Halslaute에 대한 Spieslaute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도 진비파는 중국고유의 악기로서 외래의 것은 아니다. 위의 한 문 

장 특히 콕항이라는 점은 이 구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3종의 비파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2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판명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드디어 본 논문의 제목에 쓴 제 3종의 오현비파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3. 오현비파의 출현과 특성 

한편 정창원 소장의 오현비파(그립 12) 에 관하여 동대사 헌물장에 퉁록된 한구 

절이 있으나 그 전래의 경로， 성질， 연출의 상황 둥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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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문헌올 철저히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는 것은 삼가하지만 보통 일본의 오현비파에 관한 기록은 소략하여 

도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용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단 

지 近衛公廳家에 전해진 「五鉉琴讀」는 중국에도 없는 유일한 오현비파의 악보로 

매우 귀중한 자료인데.삐 이것은 후일의 연구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단지 중국 

측의 사료에 대하여 종국 및 서방에 었어서의 오현의 기원， 특성들올 고찰하고자 

한다. 

오현의 最古이며 유일한 현물인 정창원의 오현비파는 필시 당대 중국제의 것(혹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일본에서 만든 것인가?)으로 본 논고에서 이용하려고 한다. 

앞에서 말한 통전의 비파조에 3종 비파의 제 3으로 오현비파가 기록되어 있으나 

셜명은 간단히 

五鉉좋훌훌훌. 稍少. 蓋北國所出.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외 오현에 관한 상세한 쩔명은 중국의 문헌 가운데에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오현비파를 연구하려면， 주로 정창원 보물을 시 

초로 2. 3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영세한 문헌올 최대한 이용하여 전자와 종합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현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처음 오현이 중국에 출현한 연대와 그 상황을 연구 

하려고 한다. 오현이 중국의 유행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최초의 사료는 통전 권 

142 역대연혁(歷代治童)의 조에 보이는 다음의 한문장이다. 

(後鏡) 自宣武己後， 始愛胡聲. 7힘於댔훌都 屆쫓좋홉똘 五鉉 洪心核耳줄굽 · 

그리하여 당서음악지중 북제의 조에는 

좋홈똘， 五鉉， 及歌舞f支， 自文훌以來皆新愛好. 至河淸以後. 傳習尤盛j;;j;; . 

16) 近衛公簡家에 전해진 「五鉉調」는 오현비와의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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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되어 있다. 北史鏡世紀(5 및 6)에 의하면 選都라는 것은 북제(北齊 東

鏡)의 고관이 북위(서위)의 장안에 대하여 새로 都를 옮긴 것을 의미하여， 북제 

대통 6년(서력 535년)에 해당한다. 또 문양제(文훌帝)는 武定 5년(大統 13년)에 

즉위하였으므로 아마 이 두 기사는 동일정세를 전한 것일 것이다. 후에 말한 바와 

같이 오현비파는 구자비파 혹은 호비파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구자비파에 관하여 

통전 권 146에 

後鏡平中原， 復獲之(짧효樂) 有홈波羅門， 受젊鉉뚫똘於商A. 代傳基業. 至孫

tY'達 尤鳥北齊文宣所重.

이 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오현비파는 대체로 북위시대에 중국에 출현하 

여 북제시대부터 유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중국 

에서의 서역악 수입 유행시대의 시작과 일치한다. 

서역 혹은 이보다 서방의 외국 음악이 중국에 유입된 것에 관하여 문헌에 기록 

된 것은 전한의 張驚이 摩詞뺏動曲을 가져왔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파， 공후와 

같은 악기가 건너온 것도 이 시기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같이 동진 

영화(東쯤永和) 중에 장중화가 양주에 들렸을 때 천축기가 처음으로 양주에 전래 

되었다. 또 여광(呂光) 및 ?且떻豪避이 양주를 점거했는데 이때 구자악이 유입되고 

중국악과 결합하여 소위 서량악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이 漢 鏡 품의 사이에 이 

미 서역의 음악은 중국에 유입되었으나 이것은 북변의 양주에 그쳐 중국내부에서 

유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i且펄豪遭의 멸망 후 그 음악은 일단 소멸되었다. 

(이상 진서악지 및 수서음악지 참조) 

그럽에도 불구하고 북위의 무제가 서역을 정복하여 다시 구자악을 얻어 이것에 

첨가하여 소록， 안국의 음악을 가지고 돌아온 때부터 서역음악의 전래는 본격적으 

로 전파되었으며 더욱 東훗， 南蠻의 음악까지도 수입하게 되었다. 강국(康國) . 돌 

궐(突廠) . 열반(憶般) . 부남(技南) . 고려(高麗) . 백제(百濟) . 신라(新羅) . 부(優) 

國 동의 음악이 그것이다. 이들은 중국내에 널리 유행하여 胡聲이 크게 융성하였 

지만 중국 고유의 아악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階에 접어들면 더욱 급히 호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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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세력이 생겨 개황의 7부기， 대업의 9부기가 탄생하며 당의 태종대에는 더 

한충 10부기로 완성된다. 이러한 남북조 수당에 이르는 호악의 융성시대는 북위 

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현은 이 서역악에 필수적이며 대표적 

인 악기이다. 당의 십부기 (1) 護樂使 (2) 淸商皮 (3) 西쩨使 (4) 天쏟俊 (5) 高

麗使 (6) 훌흩호효f支 (7) 安國技 (8) 陳勳f支 (9) 康國f支 (1 0) 高昌佳 중 천축， 고 

창， 구자， 안국， 고려의 5기에 오현이 사용되었다. (통전 146. 四方樂의 조 및 양 

당지 ) 또， 전인의 통전에 

(後鏡) 宣武E後， 始愛胡聲. 펌於天道 屆횟뚫똘， 五鉉코굽. 

이며 또한 홈志에 

좋흉똘， 五鉉及歌舞f支. 自文훌以來皆新愛好코코. 

이라는 것을 보면 북위 이래의 서역악 수입 및 유행과 오현과는 반드시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오현은 3종의 비파 중에서 시대적 

으로 가장 늦게 또 사현곡경비파 및 완함과는 전혀 다른 사정하에서 중국에 나타 

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현은 다른 2종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다음은 그 특성을 

살펴 보겠다. 

오현비파는 당대의 실물인 정창원의 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또 조 

선 이왕직아악부에 보존되어 있는 향비파는(그림 13) 오현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 

에 틀림없다 17) 중국에도 조각에 있으나 그것은 곡경비파나 완함이 가끔 출현했던 

남북조의 불교미술에서가 아닌 당대의 특수한 부조나 토우(그림 14) 에서 나타나 

17) 樂學훨L範(李朝成宗勳樓) (고전간행회 구규장각본영인본) 권7에 三國史코 爛뚫훌훌 與

廣옮Ij度大同而小異. 亦始於新羅， 但不何A所造라고 말하여 이것을 당악에 포함하지 

않고(조선악) 향악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었다. 그러나 향악이면서도 당의 악기를 

주로하여 그것에 다소 조선고유의 특정같은 것올 가미한 것이며 현금에 있어서나 향 

필률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향비파는 당의 오현비파를 근간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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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鄭뚫똘(右) 月 ￥(左) 빼훌一 「홉훌훌빠~홉빼훌J :<<方훌훌Il *京第五冊續編北支滿

縣경t$行훌a告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립 15 및 16의 明器에 사용되었던 당의 부조이 

다. 이것은 胡A이 연악하는 모양올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그 복식으로 보아 분명 

하다.뻐 이 호인은 후술과 같이 구자의 벽화에 나타나는 구자인에 불과하다. 그림 

16윤 같은 종류의 부조인데 곡경비파의 예이지만 참고를 위해 삽입시켰다. 

이들의 예에 대하여 오현의 특질을 관찰하면 우선 외형은 곡경비파와 대체로 유 

18) Le Coq; Biltatlas zur Kunst und Kulturgeschichte Mittel-Asiens, 1924. Kleidung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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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4. 홈初 土偶(0. Sirén; Stilentwicklung der Chinesischen Grabfiguren, “Wiener 

Beiträge zur Kunst u. Kultur Asiens", 1931, Band VI.) 

사한 이 형 에 가까우며 작스의 소위 Halslaute인데 , 뻐 크기 가 조금 작은 느낌 이 든 

다. 그림 15에 이 2종의 비파가 나란히 있는 점 또 정창원의 2종의 현물을 비교 

19) C. Sachs und E.v. Hornbostel;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Zeitschrift fur 

Ethnolo밍e， 1914, Heft 4/5) 

C. Sachs;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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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5. 庸代影켰IJ(Museum a. Schon-Kunste, Boston) rGeiringer의 論文」

그림 16. 庸代明器(0. Migneon; L’'Art Chinois. Musée de Louvre) 

하여 보더라도 이 점이 인정된다. 통전의 간단한 기록에 있는 「五鉉뚫똘稍少」라는 

것은 「形制稍大」라는 곡경비파와 비교하는 의미임에 틀림없고 또 형태에 관하여 

더욱 일언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척으로 곡경과 같은 형태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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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宋 진양 악서 권 145의 곡경비파의 조에 

훔樂有大小좋훌똘之혐11. 今敎혜所用， 乃其曲顆者， 非直顆也.

라는 기록도 곡경을 大， 직경 즉 오현(제4장 참조)을 小라는 의미일 것 같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곡경에 비하여 鋼의 형태가 가는 점이다. 土偶의 예에 있 

어서도 인도의 오현에 관하여 작스가 예를 든 봉상(棒狀 Keulenforming 이라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처럼 생각된다 20) 부조의 오현도 곡경에 비하여 뼈의 부푼 모 

양이 작다. 정창원에 있어서는 오현이 다소 곡경에 가까이， 또 독경에도 부푼 모 

양이 보통 보다 적으나 확실히 구별될 것이다. 

양자를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점은 顆이다. 부조에 있어서 이 봉상직경임에 비하 

여 다른 것은 분명히 곡경이다. 봉상이라는 명칭은 이 직경이라는 점까지도 포함 

해서 말하는 것이다. 당의 段安節의 樂府雜錄에 

좋흉똘 … 有直項者， 曲項者. 曲項蓋使於急關.

라고 하였다. 전술과 같이 곡경 또는 곡항의 명청은 원래 완합 측 진비파(이것도 

직경)와 구별하기 위하여 진대에 생긴 것으로， 북위 이래 서역악과 함께 새로 출 

현하여 곡경과 홉사한 비파 즉 오현이 직경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할 필요가 

생겨 이렇게 된 것이다. 악부잡록의 기사도 이미 이 의미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양의 악서 권 145에 직경비파 및 곡경비파의 그림을 나란히 그리고 

본문에 

홈樂有大小뚫똘之制. 今敎행所用. 乃其曲題者， 非直顆也.

라고 하였다. 이 책에 그려진 그림은 두찬(柱擺)한 것인데 오현이 직경이며(곡경) 

20) C. Sachs; Die Musikinstrumente Indiens und Indonesiens, 1915(초판).1923(재판) 

C. Sachs; Geist und Werden der Musikinstrumente, 1929. 

K Geiringer; Vorgeschichte und Geschichte der europaischen Laute bis zum Beginn 

der Neuzeit. (Zeitschrift fur Musikwissenschaft,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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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가 곡경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에 대해서는 오현의 이름이 명시한 그대로이므로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부조를 자세히 관찰하면 炳의 선단 상측에 2개 하측에 3개의 

影이 보인다. 오현의 較이 붙은 모양은 보통 상측 3 하측 2의 배치인데 이 그림 

은 악기를 안는 방법이 좌우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된 

다. 같은 그림의 독경은 틀림없이 4개의 진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만일 봉상도 사현이라면 4개의 진을 그리는데 그렇게 모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을 보더라도 봉상은 5개의 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較이 불은 모 

양도 보통의 경우와는 반대이다. 즉 보통의 사현비파를 이 그림처럼 들으면 하측 

의 較이 炳의 최선단에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립에는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 이것 

도 또한 오현의 5개의 줬이 불은 방법이 보통과 상하가 전도되어 있는 것고 일치 

하고 있다. 

아직 이외에 소형의 撥을 사용하는 점， 鋼의 표면하단 근처에 현을 묶는 복수 

(홈手)가 있다는 점， 또한 그 형태가 서로 홉사하다는 점 둥을 이들의 실례를 통 

하여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현의 중요한 특질이 대체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오현비파를 여타 2종의 비파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정은 오현， 봉상 및 

직경의 3가지 점이다. 이것은 조선의 향비파에서도 인정될 수 있고. 오현의 기원 

을 서방에 구할 때 필요로 하며， 또한 충분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첨가하여 

柱에 관한 특이점에 관하여는 논술의 형편상 다른 기회로 하고 다음은 이 오현의 

기원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4. 오현비파의 기원 

오현은 남북조 수당시대에 대단히 융성하게 유행했다. 서역악의 중요한 악기로 

서 북위에 처음 중국으로 수입되어 오래전 전한시대에 중국에 출현했던 사현곡경 

비파 및 사현비파와 진의 현도에 이어 나타난 진비파(院1成)와는 연대적으로 간격 

이 있고 전파된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오현이 서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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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래된 것이라는 점은 통전의 「蓋北國所出」 기록 뿐만 아니라， 위의 사실로 보 

아도 명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 발생되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온 것인가. 통일한 서역 전래의 비파라고 전해져 있으나 중국의 5현 및 4현 비파 

는 기원 및 전파의 경로도 전혀 다르다. 

다음으로는 최근 중국령 터키스탄의 고고학 발굴에 

서 가져왔던 자료룰 이용하여 중국의 문헌과 종합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해결올 해보자. 

나는 제 1장에서 중국령 터키스탄에서 발굴되었던 비 

파자료 4종 가운데에는 오현비파도 있으며 특히 그것 

은 서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매우 특이한 문화권을 만 

들어낸 도카라 문화에서 많이 출현했다는 것은 주목해 

야 할일이라는 점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여 

기에서 그 의의에 관하여 조금 상세히 말하고자 한다. 

(구자의 비 파자료 목록은 각주21을 참조) 또한 이 하 그림 B. Sonnerat, Voyge aux 
Indes Orientales et 

중국이외의 비파에 해당하는 악기를 구미인이 부르는 a la Chine. 

21) 구자부근의 비파(류트)자료. 

(1) 오현봉상비파(류트) 

A. Grunwedel; Alt-Kutscha 

1. Fig. 5. Qyzil, Schwerttrager Hohle (6-7세기) 

2. XXIV-VFig. 1. 3.4. 
3. 13 XXVI-VIIFig. 1. 2.3 .4. (1 17") ’ Qyzil, Schucht Hohle(6-7세기) 
14. XXIX Fig. 1. Qyzil, Fusswaschung Hohle 

동저 Die Alt Buddhistische Kultstatten. 
15. Fig. 100. Qyzil, Schwerttrager Hohle 

16. Fig. 124. Qyzil, Musikerchor Hohle 7세 기 
17. Fig. 63. Qumtura, Nagaraja Hohle 

18. Fig. 94. Qyzi1, Hohle B 
19. Fig. 320. Qyzil，페atasastra Hohle 

(2) 완합형비파(류트) 
A. Grunwedel; Kultstatten 

1. Fig. 237a. Qyzil, Hippokampen Hohle(5-6세 기 ) 

2. Fig. 238a.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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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처럼 류트(영 Luet , 독 Laute)라고 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자에서의 미술은 전후 2기로 구별되어야 한다. 최초로 나 

타나는 류트는 그림 17 , 18과 같은 중국의 완함과 홉사하다. 그림 17은 

HippoKampen 통굴의 벽화로 5-6세기에 속하며 간다라와 인도양식올 취하였으며 

불교 설화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나타나는 제채는 많온 인도의 풍속 

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여 이 완함형의 류트도 필시 인도의 악기일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6-7세기 이전의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류트의 실례롤 발견할 수 없 

다. 단지 후세의 것이기는 하지만 손누라(sonnerat) 의 인도여행기 Voyage aux 

Indes Orientales et a la Chine 제 1권(1782년판) 102항에 게제되었던 인도의 현 

그림 17. Le Coq; Die Buddhistische Spätantike 

3. Fig. 360. Qyzil Hohle 18. 

A. von Le Coq; Die Buddhistische Spatantike 

4. Vol. VI. Tafel 1. Qyzil, Hippokampen Hohle 

5. Vol. VI. Tafel II. Qyzil, Hohle der Statuer(650?) 

6. Vol. V. ’I닙fer A. Qyzil, Musikerchor Hohle (7세 기 ) 

(3) 사현곡경비파(류트) 

A. Grunwedel; Al• Kutscha 
XXVIII. Qyzi1, Schatz Hohle(5-6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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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Grünwedel; Alt-Bud빠lÏstische Kultstatten, Fig. 238 

악기 라바나스트롱(Ravanastron) 의 그렴 B가 어느 정도 구자의 완함형 류트에 

가깝다. 인도의 라바나스트롱은 원래는 중국의 *효훌훌 즉 해금과 같은 것이지만 단 

지 활로 연주하는 점이 툴리다 221 이 현도형이 진보되어 그림 17과 같은 완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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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로 변화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현도와 완함으로 발전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 

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었다. 그러나 구자의 완함형 류트가 인도의 라바나스트롱 

에서 활을 제외한 것인지 아닌지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류트와 중국 

의 완함과는 분명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완함 즉 진비파는 전기와 

같은 성립의 단계를 거쳐 늦어도 진 초에 (3세기 중엽) 출현했으므로 5-6세기에 

속하는 구자의 이 류트는 연대척으로 그 이후이다. 완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 

나인 107~ 이상의 柱가 구자의 류트에는 조금도 그려져 있지 않고 또 3개의 響孔

을 지닌 점에서도 완함과 다르다. 이 점에 대하여 精훌의 여지가 있으나 어느 것 

이든 문화의 대세로 보거나 또는 이 벽화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 류트가 인도로부 

터 유입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립 C. A. Grunwedel; Alt-Kutscha, Fig. 5. 

구자의 제 271 문화에 이르러 이 류트 이외에 5현 및 4현 곡경 류트가 출현한다. 

완함형 류트는 전후기를 통하여 여섯가지의 예가 있으나， 오현은 더욱 많은 19개 

의 예를 가지고 있어서， 구자에서 가장 유행한 류트라고 생각된다. 그림 C는 

Schwerttrager 동굴의 벽화인데 6-7세기에 속한다고 추정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도카라적인 색채훌 충분히 지니고 있는데 좌단의 봉상류트는 명확히 오현을 기록 

하고 있다. 그림 19는 같은 동굴의 천정벽화로 이 봉상류트는 炳의 상측에 세개의 

22) A. Lavi믿lac편 Encyclopedie de la Musique et Dictionnaire du Conservatoire. 제 1권 
인도부분. Joanny Grosset 저. p.34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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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현임을 확인할 수 었다. 그림 20은 Schucht 동 

굴(약 7세기)의 것이다. 가장 적절한 예는 Musikerchor 동굴(7세기)의 것이다(그 

립 21)(이상의 연대는 모두 루콕에 의함). 이것은 벽면의 상부에 발코니 양식에 

의해 휠좋홉훌을 만들어 왕과 여왕 一對를 한 조로 각 벽감에 넣어 좌우에 7조씩 합계 

그 림 19. J. Hachin; Les Antiqués Bouddhiques de Bamiyan. (Memoires de la Délégation 

Archéologique Francaise en Afghanistan, ’Thm. III.) 

그림 20. A. Grünwedel; Alt Kutscha, XXX,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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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를 늘어 놓은 것이고， 제 21도는 좌우 제 7번째의 일대를 표시한다. 이 남녀는 

악기를 위시하여 여러 종류의 물건을 들고 있는데 악기는 이 오현 봉상류트를 위 

시하여 횡적， 궁형공후(인도의 vina) . 횡적， 완함형 류트 등이 있다. (Grunwedel; 

그 립 21. A. Grunweldel; Altbuddhistische Kultstatten, Fig. 124. 

그 림 22. A. Grünwedel; Alt Kutscha, 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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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statten 60항에 의함. 그러나 악기명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전체 그림이 없으면 알 수 없다. 또한 루콕 Spatantike 제 5권 그림 

A 참조) 이처럼 각종 악기를 한번에 모았다는 것은 벽화 작성상의 기술로 생각되 

는데 이 벽화가 소위 도카라식 색채를 표현한 대표적인 것 (Wardschmidt 75항)이 

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 악기는 단순히 미술 뿐만 아니라 당시 실제 구자에 

서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완함형 류트는 도카라식 문화의 성립 이전 

단순히 간다라 문화를 채용하는데에 그쳤던 전기 구자문화에 이미 나타나 있었으 

나， 오현은 도카라식 문화의 성립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현이야말 

로 구자의 대표적 류트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은 더욱 중국문 

헌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후술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Schucht 통굴에는 오현과 함 

께 사현곡경류트가 보이는데(그림 22) . 이 그림에는 뼈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지만 

펼시 천산남북방면에 일찍 기원전 271 에 유입된 이형 사현， 곡경의 것과 동일계통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현 곡경류트에 관한 예는 이 하나만이 보일 

뿐이어서 구자의 대표적인 류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위의 9가지 예를 종합하여 구자의 오현 류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중 

요한 점으로 樞은 중국의 오현보다 한층 봉상에 가깝고 오현 직경이라는 점이 주 

그립 D. 아무라맛지 조각 

J.B. Fergusson; 맘ee and Surpent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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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된다. 較은 상측 3. 하측 2이고 작은 鍵型의 JA(撥이라고 활 수 없다. )를 사용 

한다. 이상의 여러 점을 보면 중국의 오현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류트 

가 중국의 오현의 선행자라는 것윤 틀림없다고 단언한다. 이와같이 그 오현비파를 

조각한 당의 명기(明器)에 나오는 인물은 그 복식이 일치함에 따라 도까라 시대의 

벽화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자의 귀족에 불과하다는 것은 위의 추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구자의 오현 류트의(서방으로부터의) 기원 

을 살펴보자. 전술과 같이 서방에 있어서의 류트 중 봉상의 특생을 지닌 것은 인 

도였다. 서기 170년경이라고 일컬어지는(Le coq, Spatantike 제 1권년표) 중부 인 

도의 불적 아무라핫지(Amravati) 의 조각에 그림 D(전항)와 같은 것이 있다. 봉 

상의 외형， 오현， 較 불이는 방법， 악기드는 방법 둥에 있어서 구자의 오현류트와 

완전히 일치한다. 뼈의 표현 하단 근처에 중국의 覆手와 같이 현을 잇는 棒이 궁 

형으로 굴곡된 모양은 c도의 구자 것과 다르다. 

동일한 모양의 봉상(棒狀) 류트는 아잔타의 벽화(300-750)에서도 보이는데(그 

립 23. 24). 이미 현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봉상 및 직경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더우기 인도의 불교미술의 연장이라고 보이는 자바의 바로부돌(Barobdur) 

츄의 조각(7-9세기)에도 봉상직경의 류트가 다수 나타나 었다. 현수는 삼현의 것 

이 많다. (그림 25) 당서 권222하 남만전(南蠻傳)에 당의 정원년간의 際國의 음악 

을 기록해 그 악기 중 용수비파(龍首똘똘)를 기록하고 있다. 

龍首좋효똘一. 如훌효製而項長二R六τf奈. 服廣六-t. 二龍相向鳥首. 有훌?各三. 

鉉隨其數.

項長 및 題廣의 비율에서라도 이 비파가 봉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구자제와 

같다는 것을 구자의 대표적 류트인 오현봉상의 류트를 의미함이 틀림없다. 여기에 

「有較各三. 鉉隨其數」의 기록으로서 이 비파가 複三鉉이라는 것은 보로부돌의 실 

례가 많으며 삼현이라는 점과 일치하고 았다. 오현봉상 류트는 2세기의 아무라맛 

지에서는 오현이었으나 곧 현수는 흐트러져 4-8세기의 아잔타에서는 3. 4. 6현동 

의 여러가지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원년간(貞元年間 785-804)에 인도차이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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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아잔타-훨畵 J. Griffiths; The Painting in Buddhist Cave-temple of Ajantâ, 
XXVI. 

그림 24. 아잔타-뿔畵 J. Griffiths; The Painting in Buddhist Cave-temple of Ajan벼. 

서 삼현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보로부돌의 실례와 당서 남소운의 기록은 

이 기간의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그 위에 또 수서 권 82 임읍전에 

樂有琴. 館.뚫똘.五鉉. 頻與中國同.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현을 林물의 악기라고 한 것은 봉상 류트가 인도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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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N.T. ’l'rom en T. van Erp; Beschrijving van Barobdur, Serie Ia, Pl. IV 

방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그 용수비파 또는 그것과 동계통의 악기 

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6-7세기 교차기에 해당하는 수대에는 가끔 아 

무라맛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오현 류트가 오현 그대로 남해방면으로도 건너 전 

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든 구자제와 같다고 말하는 용수비 

파가 인도로 전파된 봉상류트임에는 틀림이 없고 따라서 역으로 이 증거에 따라 구 

자비파는 봉상류트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중국의 오현이 남해를 

거쳐 인도로부터 전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상과 같이 고고학적 사료의 고찰에 따라서 중국의 오현은 인도의 봉상직경의 

오현 류트가 구자를 거쳐 전래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전래의 과정에 있 

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오현이 구자에 나타난 시대와 그것이 중국에 출현하기 

시작한 시대가 앞선다는 것과， 또 서방문화 동점의 대세로부터 보기 적절한 상태 

로 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서역 및 인도에서의 고고 

학 사료상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며， 중국의 문헌에 있어서 더 한층 명료하게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사의 한 현상은 중국에서의 서역악과 구자악과의 

관계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더 나아가 서역문물이 중국유입의 대세를 차 

지했음을 알게 해준다. 더불어 구자의 도까라문화의 의의를 명백히 하는 데에 충 

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구자비파와 오현비파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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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5. 오현비파와 구자비파(胡훌륭똘) 

중국의 문헌에는 곡경 dl 파， 오현비파. 진비파(완함)의 3종 외에 구자비파 및 

호비파의 이륨이 남북조 수당외 서역악과 판련하여 가끔 출현한다. 

구자비파의 이륨이 처음 보이는 기록온 풍천 권 146의 다음 한 문장이다. 

後鏡平中原. 復獲之(훌효樂). 有홉波훌門. 受i톨호효똘똘 於商A. 代빼其業. 至孫

妙達， 尤罵北齊文宣所훌. 

그런데 북사 권92 은행전(恩幸傳)에는 

홈f홉쨌妙達. 以能彈胡뚫똘， 甚被龍遇， 開府封王.

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자를 서로 비교하면 費家 3代가 전업한 구자비파는 호비 

파라고도 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수서 권 14 음악지에 정역(鄭譯)이라는 

사랍이 

周武帝時， 有훌효A. 티훌홍祝婆. 從突廠皇E入國. 善胡좋동똘. 

라 하는데 醫 五代史 권 145 악지에 

鄭譯因íi효좋흉똘七흡， 以應月律.

의 기록으로 보아 구오대지의 필자는 수서의 구자인 蘇麻婆의 호비파를 구자비파 

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호비파의 명칭이 종래 비파에 대칭하여 만들어진 것은 和

土開(北史 권92. 北齊武成年間) 介文略(北齊書 권48 北齊文覆朝) 둥에 관하여 기 

록되어 있었고 구자 비파가 북위로부터 나타난 것과 시대적으로 대체로 일치한다. 

구자악은 서역악 즉 호악의 중심이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료는 매우 많다.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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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역기 권 1에 

屆支園， 管鉉f호特善諸國. 

라고 기록되어 있다. 屆支는 물론 구자이며 구자가 서역제국중에서 특히 음악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당서 권22에 

周階管鉉雜曲敎百， 皆西i京樂也. 鼓舞曲皆옳鉉樂也 

라고 하였다. 이 서량악은 통전 권 146에 

西}京樂者， 起付ø;;之末. 呂光ì:且떻豪適等據有}京州. 흉윌龜호효톰훌鳥之. 號鳥奏漢f호. 

後鏡太武平河西得之. 謂之西}京樂.

에 의하면， 구자악은 다소 중국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周階의 관현잡 

곡은 거의 구자악이 아닌 것이다. 또한 현종의 =部技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전 권 

146에 立홉~f:支는 

皆雷大鼓， 雜以훌효樂聲. 

라고 좌부기는 

皆用훌훌효樂. 

라고 하였으며 거의 구자악도 통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 남북조 수조(陽朝) 

에 호악의 음악가로 활약한 사람 가운데 구자연은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蘇祖

婆나 저명한 白明達 둥이 그 일례이다 23) 당의 십부기에서 중요하게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악기로는 뿔공후， 좋풍똘， 五鉉， 館， 훌훌훌， 都윷鼓， 毛員鼓. 1홉鼓， 鋼

技， 具 등인데 구자기는 이것을 전부 구비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예를 종합한 것 

23) 홍原鷹藏 박사 「수당시대의 인도차이나에 유래한 서역인에 관하여」 

-195-



만 보더라도 구자악이 호악의 대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호비파가 또한 구자비파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상 그렇다면 구자비파는 중국의 3종의 비파 가운데 어느 것일까? 혹은 

그 외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古都에서 발견된 벽황에 보이는 오현 류트는 구자의 독특한 것이어서 그것이 중 

국의 오현비파와 완전히 유사한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구자비파는 구자의 비 

파를 의미하는 한 이 오현 이외의 어떤 악기도 아닐 것이다. 

階志， 通典， 大樂令뿔記(홈劉JIll撥. 玉海 卷10M/) 및 兩훔志、에 의하면 십부기 

에 속하는 구자， 천축， 고창， 소록， 안국， 고려는 비파 및 오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비파가 사현， 곡경. 이형의 보통 비파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구자악이 

호악(십부기)의 중심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오현이 구자악의 오현비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북위 북제 이래 새롭게 유행하기 시 

작한 호악의 대표악기로 수입된 오현이 종래의 비파에 대하여 호비파라는 명칭올 

사용하여 구별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럽 중국의 오현버파는， 인도의 

오현비파가 전래된 곳의 구자 오현비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자악을 중심으로하는 

서역악의 중국에서의 유행에 따라 중국에 전파된 것이며， 따라서 특별히 호비파 

혹은 구자비파라고 불리워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론은 문헌상으로도 

또한 고고학적 자료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끝으로 이 논증과 모순된 듯한 하나의 사료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통전 

권 142에 

後鏡宣武B後‘ 始愛胡聲. 7덤於邊都， 屆횟뚫똘， 五鉉.쩔뚫 ... 洪心隊耳~~.

이라 하였다. 屆횟는 抱헛.li평、， 歸鉉， 屆支와 같이 구자의 異譯이다 24) 이 문장 

에 의하면 구자비파와 오현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가 통일한 것으 

로 믿는 나는 통전의 이 문장은 두우의 오기， 혹은 원저에 있어서 「오현」의 두자 

24) Sylvain Levi; Le “’Thkharien B" Langue de Kuotcha (Journal Asiatique, 1913) p.338-

340,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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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힘注였던 것이 본문에 혼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으로 정창원에 소장된 3종 비파의 연원에 관한 대락의 서술을 끝냈다. 다 

만 구자인 蘇祝婆가 전래시킨 호비파 즉 오현비파에 관하여 수서 권 15에 기록되 

어 있는 -文 및 1. 2의 영세한 사료에 의해 오현비파의 조현법이 명백히 있는 

것인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文을 비판하여 인도 전래의 t調五묘인 

음악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크나큰 지면을 쓰지 않으면 안되므로 다음 기 

회로 미루겠다. 

본 논문은 동경제대 통양사학과 졸업논문의 일부에 가필한 것이지만 아직은 若

輩의 일이며 서술하는 방법 및 연구방법에 많은 결함과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엄한 질정을 기다려 이들의 부족함은 보충해 갈 수 있게 된다면 다행한 일 

이다. 뼈筆하는데 池內， 和田， 加購三 교수 및 논문 집펼을 함께 하여 본 논문 발 

표에 깊은 배려를 해주신 原田淑A선생， 또 항상 음악상의 지도를 주신 田邊尙雄

선생，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쾌히 제공해 주신 선배 灌選一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보충설명) 

사현， 곡경의 비파가 중국비파의 연원으로， 그것은 서방아시아의 류트의 일종인 

Barbat에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10월호의 고찰에 대하여 최근 생각하게 된 증 

거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덧불이고자 한다. 

서아시아의 바르맛트가 서역을 경유하여 동류한 증거로서 거론한 코탄의 테라코 

타 및 비알마의 土觸에서 보이는 류트가 대체로 3세기 혹은 그 이전에 속한다는 

것은 앞의 기록 그대로이다. 이 류트를 彈奏하는 테라코타의 인물은 사실 원숭이 

이다. 이 원숭이의 테라코타는 그 밖에 중국의 排蕭(구주의 SyriDX에 가까운 악 

기)나 鼓， 짧의 종류들도 연주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가지 형태를 보여주는 원숭 

이의 테라코타의 수는 적지 않다. (A.V. Le Coq; Bildatlas zur Kunst und Kultur 

geschichte Mitel-Asiens, 1925 , Fig. 37. A. Stein: Serindia Vol. 3 , Appendix: H.K. 

Schlesinger; Notes on musical instruments represented in 암le Stein Collection. R. 

A.F. Hoernle; A Report on British Collection of Antiquities from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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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mal of Asiatic Society of Bengal, 190 1)(大삼光瑞， #옮瑞超 「西域考古圖諸」 조 

각의 부기 2 및 3) 원숭이가 테라코타 가운데 자주 애용되어진 것은 이 토지와 

원숭이간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상상케 한다. Tomaschek를 위시한 다수의 구미 

인의 연구나 白鳥庫吉 박사의 「西域史上의 신연구J (동양학보 제 3권 제 2호) 및 岩

井大慧씨의 「西藏의 文化J (岩波東洋思懶) 동에 의하면 전한시대 및 그 이전에는 

다크라마칸 사막의 남변은 주로 티뱃인종의 주거지로서 북변의 터어키 인종과 대 

립하는데 여기에 파미르 방면으로부터 아리안 인종이 침입하여 섞였다고 하는 것 

이 정설인 듯하다. 고탄이 이 테뱃트 인종의 거주지역 내에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 이 지방에 있던 티베트인의 하나인 이새돈인(Issedon) 의 풍속 

습관은 지금의 티뱃트인의 그것과 서로 연관되는 점이 적지 않다. 또 고탄에서 발 

굴된 가로슈찌(Kharosthi)字의 고문서에는 티뱃트어에 속하는 언어가 적지 않다 

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생각해보면 고탄의 원숭이 테라코타는 티뱃트인이 

지닌 사상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앞에서 말한 岩井씨의 글에 의하면 티뱃트인은 그 조상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는 사상을 가져 이것을 불교셜화와 관련지어 티뱃트의 개국전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岩井씨는 이 獲據에 관하여 티뱃트인은 인도인측에서 보면 용모 태도가 매 

우 달라서 원숭이와 같이 보였으므로 인도인측에서 만든 개국전셜에 원숭이를 사 

용한 것이라는 생각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獲據發따思想을 티뱃트인 중에서 

구하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狼獲짧神說을 인정하려면 고탄의 테 

라코타가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고탄의 테라코타가 전한시대의 

티뱃트인의 풍습을 표시해 그 류트가 후에 티뱃트인과 함께 티뱃트본토에 들어와 

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상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 유력한 증거를 티뱃트 류트의 명칭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 티뱃트에는 중국의 비파와 유사한 긴 顆올 지닌 Pi-wang 

이란 명칭의 악기가 었다(C. Sachs; Real-Lexikon) (W.W. Rockhill; Notes on the 

Ethnology of ’TIbet, Smithsonian Report,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1893, 

p.715). 이 악기는 보통 중국의 비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는 

데 . Berthold Laufer은 Loan-Words in Tibetan(T'oung Pao, 1916, No. 4-5)에 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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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새롭고 탁월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티뱃트의 piwan, pi ban, pi-wan은 

중국의 비파(고음 bi-ba) 일본의 비와 biwa, 몽고의 biba, 만주의 fifan과 동계통 

의 단어이지만， 그것이 중국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만일 그것이 고대 

중국어에 나온 것이라면 有氣辰륨을 語音에 있게 할 것이며 또 어미에 비후음 n 

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다. 어미에 비후음을 첨가하는 것은 티뱃트의 외 

래 어 에 자주 나타나는 예 이 나(B. Lau찮r; Bird Divination among the 맘betans 

{T'oung Pao, 1914, No. l} p.89, note 2.) , pi-ban은 비 후음을 어 미 로 하는것 을 특정 

으로 하는 고탄의 언어에 나온 것이 아닐까. 중국의 비파는 외래어로서 중앙아시 

아 방변에서 전래해 옹 것이므로， 티뱃트의 pi-ban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리 

라는 것이 그 大답이다. 

이 결론은 고탄 원숭이의 데라코타가 안고 있던 류트가 중국의 비파의 선행자라 

고 보는 견해와 무리없이 일치하며 또한 이 원숭이가 티뱃트인의 祖先사상을 반영 

한 것인지나 아닐까라는 前記의 견해로서 입증되어진 이유로 고탄의 류트에 관해 

서는 그 명칭 티뱃트와의 문화관계， 중국비파와의 관계 퉁의 세가지 점에 있어서 

위와 같이 모순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고 라우웰씨는 중앙아시아에서 

의 그 어 원을 아직 모른다고 했는데 (前記通報 1916年호 512항 각주1) 전장에 상 

론한 바와 같이 그것은 아마도 페르시아어의 barbat 혹은 그 어원이 되는 인도 아 

리안계의 언어일 것이다. 

白鳥박사는 앞의 연구에 있어서 (222항) 전한시대의 다림분지의 남변은 티뱃트 

인을 주된 주민으로서， 여기에 파미르 방면에서 아리안인이 혼입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란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란계의 민족이 중국령 터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서북계까지 문화적인 영향을 펼쳤다는 것은 멸리 기원전 십수세기인데 

전한시대에도 그 잔적이 존재했다는 것은 생각될 수 있다. 이처럼 티뱃트의 pi

ban이나 중국의 비파의 어원이 이란계 언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 

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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