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톨컴 훌훌〉 

日本音樂의 音組織*

-日本音樂의 音階 또는 調의 構造-

1. 홉律 

H. 륨階 

〈텀 

小훌文夫(고이즈미 후미오)/李知효 譯

(동경예술대학 연구생) 

次〉

lll. 雄法

音樂理調의 중심올 이루고 있는 것은 ‘音階’ 또는 ‘調’의 구조이다. 그런데 이 音階

와 調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선융에 있어 音의 연결올 

분해하고 또 그 각각의 音올 시간과 분리하여 공간적으로 나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글은 r8 本의 音樂(歷史와 理뚫)J(東京 : 園立뺑l場훌業部， 1974) 중에서 理論聊의 音組홈(pp. 

70 -83) 항읍 번역한 것이다. 原홈 「日本의 홉榮(꿇史와 理뚫)J은 歷史聊(古代의 音樂 • 

中世의 音樂 • 近世의 音樂)과 理論篇(音素材 • 音組織 • 리듬과 樂式)으로 구성되었고， 歷史聊은 f을 

邊成雄， *훌道萬里雄， 吉川英史， 星旭에 의해， 理論鷹은 小良文夫에 의해 각각 쓰여졌다.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原文에 없는 각주를 새로 붙였다 r 日本숍樂大훌典J(東京 : 平凡社，

1989)과 「챔樂百科짧典J( 東京 : 音樂之友社， 1984) , r雅樂事典J(東京 : 音樂之友社， 1989) , r 日 本의 

音樂(歷史와 理論)J(東京 : 國立劇楊훌業部， 1974)의 歷史驚， 村山뽑}順 編 朴옳烈 譯 r朝廳의 椰土

媒찢훌J(서울 : 集文堂， 1992) 동을 참고하였다. 
著者 小良文夫(고이즈미 후미오)는 1927년 東京 출생으로 東京大學 文學部 美學美術史學科， 同 大

學院을 좁업하고 인도에 유학， 東京훌術大學의 敎授률 역엄한 후 1983년 사망했다. 그는 세계 각지 

의 傳統音樂을 조사， 연구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傳減훌能의 교류(ATPA)J의 기획， 감수에 공헌융 

하였다. 저서로는 「音樂의 根源에 있는 것J ， r 日本의 音J. r에스키모의 노래 J， r호想숍樂大學J， r民

族音樂鼎究노트J， 1"읍표無用論J 퉁이 있다. 1989년에는 小良文夫記念民族音樂基金이 셜립되어 매년 

B 本 內外툴 막론하고 이 분야에서 功빠이 있는 사람에게 小良文夫音樂賞을 수여하고 었다. 또한 東

京훌術大學에 있는 小良文夫記念資料室에는 세계 여러 民族의 악기가 수집， 전시되어 있고 故小良文

夫敎授의 현지 녹음자료， 레코드， 서척， 악보， 영상자료 둥이 마련되어 있어 民族音樂學 wf究에 도움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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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音素材를 취하는 방법올 音組織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音組織이라는 

것은 음악에 사용되는 音素材 중 주로 音의 ‘높이’에 관한 이론올 총괄하는 것으로 여 

기에는 ‘音律’， ‘音階’， ‘族法’， ‘調’ 둥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나 音組織이 音올 ‘音高’의 면에 중점을 두면서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시간적인 측면으로서의 ‘리듬’이나 ‘樂式’과 

더불어서야 비로소 음악을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I. 홈律 

樂器나 A聲의 선율에 사용되는 여러 높이의 音들을 그 높이 순으로 나열하거나 상 

호관계를 비교하는 개념으로서 ‘音律’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다. 日本의 전통음악 

에서는 ‘音律’을 단순히 ‘律’ 또는 ‘律呂’라고도 하였고 또 1옥타브를 12로 나누는 中

國의 이론에 따라 ‘十二律’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이 용어들에는 단순히 ‘音律’에 해 

당하는 개념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律’은 ‘音律’이라는 의미외에 12律 중의 1律， 즉 ‘半音’의 음정을 의미하여 ‘3律 위 

로 올린다’든지 ‘2律 낮은 音’ 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 ‘呂’에 대한 ‘律의 音

高’ ‘律音階’ ‘律族法’ 둥도 의미한다. 

‘律呂’는 ‘律과 呂’로， ‘十二律’ 즉 ‘音律’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律呂’는 ‘律音

階와 呂音階’， ‘律避法과 呂族法’과 같은 ‘律呂 兩方의 音階 · 旅法’의 의미률 나타내기 

도 하고 또 넓게는 音樂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1. +二律

中圍에서 발생하여 日本에 계송된 전통적 音律꿇의 중심은 ‘十二律’이다. 十二律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옥타브를 12로 나누었올 때의 각‘音올 절대음으로 표시한 것인 

데 이러한 音律체계를 ‘總對音律’이라고 한다. 주로 雅樂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十二律

의 각 명칭과 西洋音律과의 비교대조표를 다음의 〈악보 1)에 나타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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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二偉名

훌 I、뺏 R ~E~ 여‘’ #1:> •• ' Q L.O 빼몇 
b f().9 q。 u 

í"'~ 

賣鐘 大 太
9‘ @연 {매 흥훌 林 ~ 南 호훌 R훌 

呂 E쫓 ￡휠 洗 呂 寶 *옳 Jl IJ F극 射 鐘

훌 斷 Z듀 勝 下 흉흉 갯훌 賣 I빠 훌훌 神 上
越 金 훌힘 總 無 調 ￡훌 ￡훌 ￡훌 涉 仙 無

上段 : 中國音名， 下段 : 日 本音名

위에서 보는 中國音列은 2천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音列로 세계의 音樂理論史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올 나타내고 있다· 다만 출발음에 해당하는 ‘黃鐘’의 높이는 각 

시대마다 그 척도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黃

鐘은 周漢時代에는 솔이었고 庸代에는 雅樂이 도， 倚樂이 레였으며 明代에 이르러 다 

시 솔로 변했다. 

奈良時代에는 中國音列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平安時代에는 中國 f용樂의 調名으로부 

터 변화했던 日本式의 律名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 당시 中國 廣代의 倚樂의 黃鐘

(레)은 ‘좁越’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 거의 오늘날까지 그 높이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 

다. 西洋音列과의 대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양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20세기가 되어서부터 그것도 라를 440Hz로 정하고 나서부터인데， 日本의 雅樂

의 十二律에서 라에 해당하는 黃鐘은 영국인 엘리스가 明治時代에 측정했던 바 

437Hz로 서양의 라보다 조금 낮다는 점이다· 西洋音樂의 오케스트라 둥에서는 라를 

440Hz보다도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 日本 雅樂의 音律과는 점점 맞지 않게 되었다· 
이 日本式의 十二律名은 雅樂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특히 曲名이나 그 

설명에 사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十二律 모두를 암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쩍어도 훌越(레)， 平調(미)， 월調(솔) , 黃鍾(라)， 盤涉(시)， 神仙(도) 

의 六律만은 확실히 기억해 둘 만하다· 

2. 平均律과 純正調

日本音樂에서 또 하나 문제시되는 것은 ‘平均律’과 ‘純正調’의 문제이다· 平均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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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바로크시대의 건반악기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音律로， 피아노의 調律에 사 

용된 이래 오늘날에는 西洋音樂의 標準音律로 사용되고 있다. 한펀 日本에서도 平均

律의 이론이 나오고 있었다. 元禮時代의 中根環이라고 하는 和算家는 r律原發揮」라는 

책에 종래의 三分揚益 대신에， 十二律의 각 音올 내는 鉉파 管의 이론적 길이를 계산 

하여 平均律의 값올 구하는 방법을 기술했다. 그러나 日本의 平均律의 이론은 실용적 

요구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音樂家에 끼친 영향은 전혀 찾 

아볼 수 없다. 純.ïE調의 이론은 말할 것도 없이 2音의 協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 

에 平均律과는 반대로 西洋音樂의 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2音 사이 

의 진동수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되도록 정해진다. 예를 들어 1옥타브， 5도， 4도 동 

은 각각 2/1 , 3/2, 4/3가 된다. 이외에 다른 음정에 대해서도 다음의 〈표 1)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표 ') 純포뼈의 홈￥물比 

音 名

振動數比

도
 1 

레 

9/8 

미 

5/4 

파 

4/3 

솔 라 

5/3 

시 

15/8 

도 

2 3/2 
'---__ --'11 11 11 11 11 11'--__ -' 

音 程 9/8 10/9 16/15 9/8 10/9 9/8 16/15 

3. 三分擔益

‘三分掛益’은 中國으로부터 日本에 전해진 音律 계산방법으로 5도 음정올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純正調와 일부 공통된 점도 있지만 원리는 전혀 다르다. 또 5도를 단위 

로써 쌓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音階’와 같다. 이 三分掛益法을 

표로 나타내 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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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三分擔효法 

(1) (1度)

(2) ~\ ~ --------;쇠 三分操-

(3) (完全5度)

(4) .~、~냥- .. ----.. 녀 三分益-

(5) (長 2 度)

(6) .....----、~ ，#-피 三分指-

(7) (長 6 度)

(8) ~、 .----~-、"IC: ::>r:=-~、r;----::커 三分益一

(9) (長 3 度)

(이하 이것을 계속 반복함) 

기준이 되는 길이의 鉉 또는 管을 三分하여 그 하나를 빼면(三分揚-) 완전5도 위 

의 音이 얻어지고， 그 길이를 다시 三分하여 하나를 더하면(三分益一) 완전4도 아래 

의 音， 즉 처음 기준음의 장2도 위의 音이 얻어진다. 이 三分根-과 三分益-올 교대 

로 반복하기 때문에 三分揚益法이라고 불리운다. 三分掛一과 三分益一은 鉉의 길이의 

比로 2/3와 4/3이기 때문에 l옥타브의 관계가 되며 그렇게 해서 생긴 音은 音律로써 

는 같은 숍이 된다. 이 관계를 〈악보 2)에 나타내 본다. 

〈악보 2) 三分揚益法

---三分姐- -‘-- 三分益-
1훌a;;: =훌훌=호~. 

~← --0-

l度 完全 5 度 長 2 度 長 6 度 長 3 度 長 7 度 增 4 度 t읍 8 度 增 5 度

三分揚-을 할 때는 완전5도 올리고 三分益-을 할 때는 완전4도 내리므로 이를 계 

속 반복하면 一見 12번째에 첫 音의 1옥타브 위의 音이 생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론상의 계산으로는 1옥타브보다 1音의 1/8 정도 높은 音이 나온다. 日本의 雅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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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계산올 그다지 까다롭게 하지는 않지만， 古代에서 中世에 걸쳐 中園에서 

는 이 계산의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十二律뽑만 아니라 漢代에는 六十律， 宋代에는 三

百六十律까지 계산하였다. 그러나 결국 明代에 이르러 平均律에 대한 사고가 朱載育

에 의해 나오기 전까지 그 오차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요컨대， 中國이나 日本에도 平均律의 연구는 있었지만 실용적인 이론까지는 이르지 

봇하였고 또 純Æ調의 이론도 三分揚益과 일부 공통된 점도 있지만 그 원리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4. 톨用률律 

지금까지 音律올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이론에 대혜서 살펴 보았는데 실제의 음악에 있 

어서는 항상 그 이론과 같은 것만은 아니다. 악기의 調律 동의 경우는 비교적 이론에 가 

깝지만 노래나 짧， 또 류트계의 현악기 풍에서는 연주자의 감상이 중시되어 이론상의 音

律과는 다른 音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때 그 音은 ‘이탈된 音’， ‘어긋난 音’，

‘틀린 音’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에 맞지 않는 音이라도 거기에 어떤 법칙 

이나 공통된 경향이 보이는 경우는 그에 관한 이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音律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다음의 ‘音階’나 ‘旅法’ 둥과도 밀접하 

게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音階나 族法외에 音律상 특히 눈에 띄는 현상만 기술해 

보겠다. 

우선 半音音程에는 좁은 半音과 넓은 半音이 있다. 半音의 폭은 三分揚益法에 의해 

5번째 (3번째의 三分揚-)에 생기는 장7도와 옥타브(8도)와의 差 256/243이 계산으로 

나온다. 이것은 현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국인 엘리스 창안의 센트치 

(平均律의 半音의 대수치를 100으로 정한다)에 의하면 약 90센트가 된다. 따라서 三

分揚益에 의해 생기는 첫 半音의 폭은 피아노 동의 平均律의 半音보다 약 10센트 정 

도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民諸나 雅樂(가가꾸)， 義太夫(기다유우)1) 둥에서는 平均律보다도 오히려 넓 

1) 義太夫節(기다유우부시). 三味緣音業의 f.t텀名. 빼J:\훌훌樂 중 ̂~.t1J音業의 대표적인 것이다. 끊 

i留짧(죠루리 : 짧物)의 하나로 명청은 창시자인 竹本훌훌太夫의 이룡에셔 따온 것이다(r했樂百科 

農典J， pp. 276-278, r 8 本의 홉樂J，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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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半音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넓은 半音올 피아노의 半音으로 고치면 어딘가 

民議나 雅樂， 義太夫다움올 잃어버리는 것 같온 느낌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地

歌(지우따)2)나 第曲(소교꾸) 둥에서는 平均律보다 상당히 좁은 半音올 사용하는데 이 

것도 平均律의 半音으로 고치면 地歌나 第曲의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끼 

게 흰다. 

요컨대， 日本音樂에서는 平均律이라든지 三分揚益이라든지 하는 일종의 이론적 기 

초에 의한 半音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폭의 半音이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種텀의 륙 

징과 流派의 성격， 개인이나 악곡의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론으로써 ‘좁은 半音’이나 ‘넓은 半音’을 지시하는 용어가 없올 뿔， 이것온 간단히 무 

시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올 기억해야 한다. 

半音의 경우와 같이， 平均律이나 三分揚益의 계산과는 별도로 중요한 實用音律에 

‘1::行導音의 全音’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音階의 主音과 바로 그 아래의 音

(上行導音) 사이의 음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장2도 음정(숲音) 이지만 

실제로는 그 장2도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雅樂이나 佛敎音樂의 이론에서는 이 

上行道좁을 이론적:로 나오는 音인 장S도의 쩌보다도 半音(1律) 높다 하여 ‘캘쩌’라 

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平調의 〈越天樂(에탠락꾸) )3)의 첫 音

과 〈기미가요(君센代) )()에서 ‘기미가’의 ‘미’에 해당하는 音이 ￥꺼껑이다. 이 音올 피아 

노의 音으로 바꾸어도 그 곡이 이미 唱歌와 같이 되어 버린 현재에는 그다지 부자연 

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음악 본래의 스타일로 연주하면 이 캘%에 해당 

하는 音은 꽤 낮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長順(나가우따)5)의 콕의 마지막 프레이즈 

2) 三味編音樂의 一種目， 江戶時代에 上方(京板地方)을 중심으로 홉A音榮家에 의해 작곡， 연주， 

전승된 三味線音樂의 歌曲. 生田流(이꾸타류) 짧曲과 결합하여 家훌훌훌으로써 보급되었다. 단 

순히 노래의 반주 이외에 기악적 성격이 강하다. 종류로는 三味線組歌， 長歌， 호居없， 段歌， 짧 

曲빼， 裡f留홈빼， 手事物 퉁이 있다(r챔樂百科뺨典.j， pp. 461-463, r 日本의 音樂J， p.44). 
3) 雅樂의 曲名. 홈으로부터 전해진 곡으로 알려져 있으나 年代， 作曲者 풍은 不明. 현재는 쭈調， 

賣鐘調， 훌훌涉뼈의 3曲이 있는데 훨涉짧 훌훌天樂이 원형이고 나머지는 移햄曲으로 보인다. 佛敎

합歌"훌校P흡歌에도 사용되고， 후쿠시마현의 民羅 〈黑田節〉에도 그 선율이 보인다(r했業百科흙 

典.1， pp. 121-122, r雅樂훌典J ， p.147). 
4) 日 本園歌. 가사는 r和훌期웰集」下卷과 r古今和歌集」卷t의 일부에 보인다. 옛부터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만드시 〈기미가요〉의 古歌를 답습하여 흩歌의 가사로서 사용하였다. 明治 26년 

文部省告示에 의한 fj兄日大쩔日歌詞:tt樂훌훌」에 학교 풍에서 의식 때 사용하는 P，?，없曲으로서 제 

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었다(r해樂百科階典J，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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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반대로 이 音이 높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용 音律에서 벗어난 音으로 이 

해하기 보다는 전통적 스타일에 충실한 音律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日本音樂의 實用音律에서는 서양이나 다른 동양의 음악이론으로는 생각하기 어 

려운 音高의 漸'tJ;:.上昇이라고 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절대옴으로써 보면 연주 

의 진행에 따라 모든 音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올 가르키는 것인데， 상승한 후에도 각 

音의 상대적 판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온 音階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 

적인 예로서는 佛敎音樂의 폴明(쇼묘)나 能(노)6)의 諸 둥올 들 수 있다. 諸에서 만약 

빼次上昇없이 계속 평탄하게 절대음을 유지하면서 부르면 어챈지 박력없는 연주가 되 

어버리는 느낌올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音高의 漸次上昇은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는 불가결한 기교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지시하는 용어가 없어 이론화하기는 어렵 

다. 

II. 륨階 

音階란 어떤 양식올 가진 선울 중 音의 높이가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 것올 그 높이 

순서로 배열한 것올 의미한다. 

音階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영어의 music scale의 譯語로 선율에 사용되는 각 音올 

階段처럽 나열한 ‘音의 階段’을 뜻한다. 그러나 악기의 音律처럼 선율과는 관계없이 

音올 나열한 것은 音階라고 할 수 없다. 또 몇 개의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진 악곡이나 

선율의 音올 모아서 音階를 파악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예롤 들어 西洋音樂에 있어 

서 어떤 한 곡에 長調와 短調가 함께 나오는 경우 이 長調나 短調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音階처럼 音올 나열한다면 여기서는 長音階도 短音階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즉， 1곡 안에서도 다른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양식’의 音을 각각 끌 

5) 江戶長唱(에도 나가우따)라고도 한다. 江戶歌舞皮(에도 가부키)에 속해 있던 三味線흡樂인데， 

후에 歐舞技로부터 떨어져 나와 座數 長順(자시키 나가우따)가 생겨녔고， 그 系列에서 明治後

期의 演精會의 演奏會用 長U貝가 생기게 되었다(i"日本의 音樂.J. p.61). 

6) 훌能의 種텀名. 보홍 〈獲樂能(사루가쿠 노))를 가리킨다. 廣義로는 歌舞빼의 일반 명칭으로， 

〈獲樂能〉 이외에 〈田樂能(덴가쿠 노))가 있다. 狼樂能는 지붕이 있는 천용무대틀 갖고， 假而을 

사용하며 빼本， 音樂， 演技에 독자의 양식을 갖춘 歌舞劇으로 南北朝時代부터 훌쩍I初期에 걸쳐 

발달하였고 江戶中期에 거의 양식의 완성을 보았다(r챔樂百科辯典J. p.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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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낼 필요가 있다. 

또 音階를 생각할 때 선율에 사용되는 불확실한 音高를 가진 音이 종종 문제시된다. 

따라서 원칙으로서 音階 중의 중요한 音의 높이를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音

의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音階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 다만 總對휴홈로써는 정해져 있지 않아도 숍階 전체가 함께 점차 장승하거나 하강 

하거나 해서 상대적인 음정을 알 수 있으면 그 숍階를 파악하는 일이 반드시 불가능 

한 것만도 아니다. 또 몇 개의 音만 그 音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그 音 이외의 

확실한 音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명확한 音에 불확정한 音올 첨가한 音라고 생각할 수 

있다. 日本의 音階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각 音올 모두 音훔순으로 나열해 가면 그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역과 같은 범위의 옴역이 숍階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西洋音樂의 音階에서 

보통 1욱타브로 音階의 범위(音域)를 나타내는 것처럽， 日本音樂에서도 主音에서 主

音까지 또는 核音에서 核音까지로 音階의 범위를 나타내면 그 옥타브의 위 또는 아래 

에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 

西洋音樂 이외의 경우에도 1옥타브로 音階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선율의 

장행시와 하행시의 音階가 다른 경우 퉁도 있어， 1옥타브라고 하는 것이 音階의 첩대 

적인 기준은 아니다. 

1. 主홉과 核홈 

音階는 단순한 音의 나열이 아니고 대개 主音으로부터 그 위의 主音까지를 음역으 

로 하여 主音과 다른 音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과연 主音이란 무엇인가? 

主音이란 션율 중 가장 중요한 中心音으로써 대부분 그 音으로 종지한다. 또한 主音

온 보통 1옥타브 중 1개만 존재하고 音階의 出發音이 된다. 西洋音樂의 長音階의 도 

와 短音階의 라는 이 에 해 당하는 것으로 토덕 (Tonic)으로 불리 우기 도 한다. 

日本音樂에서도 이와 같온 기능을 가진 主音올 생각할 수 있다. 특히 雅樂이나 筆曲의 

선율처럼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비된 구조를 가진 음악에서는 대개 1옥타브 중 主音

(終止音)윤 1개로 보지만， 쌓曲 。1 외의 能， 三味線音樂， 民譯， 뿔핍:(와라베우따)1) 등 

의 선율에서는 종종 終止音올 1옥타브 중 2개 내지 3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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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音은 主音과 같이 선율 중 중요한 기능올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音율 ‘核

音’이라 한다. 

核音온 보통 서로 완전4도 또는 완전5도 떨어져 존재하고 선율 중 안정된 골격올 

구성하는 중핵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日本의 音階률 생각할 때 主音으로 

서의 中心音 1개만이 아니라， 主音올 포함한 같은 기능올 가진 核音에 주목해서 그 

기본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按(셔|마01)률階 

音階는 반드시 1옥타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은데， 음악 

의 길이가 불과 3소절， 4소절이라도 그 중에 主音 내지는 核音의 작용이 보이면 音階

라고 부률 수 었다. 日本音樂의 선율에서는 核音이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좁은 음역의 선율에서도 충분히 音階가 되는 경우가 었다. 

〈악보 3)은 童歌 〈토나에고또(ε 캉 .:<.':ε) )8)이다. 여기서는 솔파 파의 2音만이 사 

용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솔이 核音(終止音)이 되고 있다. 이는 인접한 2개의 音으로 

부터 형성되는 族律에서는 반드시 위의 音으로 終止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것이 俠音階의 제 1 법칙이다. 

〈악보 3) 토나에고또( è t.t jt ζ è) (2룸雄律) 

音階

I-~ 4 tJ -J'lJ i u ~ 
~ L t.:. 天 氣 1:: 킹r h 核

아 시 타 텐 키 니 나 레 音

7) 어린아이의 놀이 동의 생활중에 口傳되어 내려오는 노래로 近代의 童훌홈와는 구별된다· 기본척 
으로 民倚音樂의 일종으로 훌훌의 民홉에 포함된다. 종류로는 토나에우따(後述)， 그림그리기노 
래，구슬놀이，오맞말놀이，줄넘기，가위바위보，손빽치기놀이，톰놀이，귀신놀이，동물·식물과 
천체기상의 노래 퉁이 었다. 대부분이 日本語의 액센트나 억양에 따르고 있어 2音， 3音， 4音
사이에셔 불리워지는 것이 많다(f 日本音業大훌典J， p.55, f했榮百科흩￥典J， p.1074). 

8) 童歌의 일종· 일반척으로 토나에우따(P~ i..歌)라고 한다· 어떤 놀이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 
라 단지 그 노래(가사)를 부르는(말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말의 액센 
트나 억양 그대로의 2音， 3숍의 션율로 이루어진다. 종류로는 숫자세기노래， 말잇기놀이， 염원 
약속 물건 선택의 노래， 빨리하는 말놀이 (예 : 나바고때다마무기나마다마고)， 替歌 둥이 있다 
(f했樂百科辯典J， pp.7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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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도 역시 〈토나에고또〉로 라， 솔， 파의 3音으로 되어 있다. 위의 音은 다소 

낮게 후렛트(flat) 되는 경우도 있다. 3音 충에서 終止는 한가운데의 音이 다. 즉 연속 

한 3개의 音으로부터 형성되는 旅律에서는 반드시 한가운데의 音으로 終止한다. 이것 

이 俠音階의 제 2 법칙이다. 

音lIli

z효뀔융 
核
音

j·-

” 
리
，
 

그
t
 hp 

오
 

〈악보 4) 토나에고또 (3홉旅律) 

좋좋훌훌 
1<)> ? ε 

유우 토 

Iilm 

노
 

활풀를 
b‘ A 혼 흥 

3. 테트라코드 

어린이의 童歌도 보통 核音이 2개인 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核音온 완전4도 떨어 

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악보 5)는 〈토나에고또〉의 일종으로 核音이 솔과 레의 2音이다.2개의 核音 사이 

의 음정은 완전4토로 중간에 1音(中間音)이 있다. 이 중간음의 높이는 파로 아래의 

레로부터 단3도의 위치에 었다. 이러한 2개의 核音으로 되어 있는 音階의 틀을 ‘태트 

라코드’라고 한다. 이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음악이론의 용어로 그리스의 

音階를 껄명할 때 기본단위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태트라코드 

를 정해 음악의 구조률 분석했는데 그 방법은 고대 그리스뿐 아니라 그 후 中世의 아 

라비아음악이나 현대의 민족음악올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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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토나에고또 ( 테트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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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코드는 본래 완전4도의 틀 사이에 있는 2개의 중간옴올 포함하여 모두 4音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日本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풍 

의 민족음악에서 보이는 4도의 툴 사이에는 중간음이 1개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도 완전4도의 틀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이 중간음의 수나 위치보다도 중요하기 때문 

에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테트라코드의 틀은 2개의 核音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중간 

음의 위치는 여러 가지이다. 

日本音樂의 선융에 사용되는 테트라코드는 중간음의 위치에 따라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앞의 ‘音律’의 항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같은 半音이라도 약간 넓고 좁은 

半音이 있고， 또 上行導音의 경우의 넓은 全音 풍 미소한 음정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 

은 일단 무시하고 우선 대략적인 골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악보 6)은 중간음의 위치에 따라 각각 테트라코드 1 (단3도)， II (단2도)， III( 장2 

도)， N(장3도)의 4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악보 6) 테트라코드의 종류 

태트라코드 I 태트라코드II 태트라코드III 테트라코드W 

톰::2_융::J?::L____를 pz--~‘엠 

I -. 애~ WW 용 에· 융 1 

短 短 f훌 혼 

度 꿇 度 度

이 중 테트라코드 I 올 ‘民諾테트라코드’라고 한다. 이것은 〈악보 5)에서 보듯이 童歌

나 民諸에 가장 많이 보이는 테트라코드로 이 태트라코드의 3音만으로 日本民護다운 

선율이 가능하다. 

태트라코드n를 ‘都節(미야코부시)테트라코드’라 한다. 이것은 明治時代의 上原六四

郞(우에하라 로꾸시로)9)가 日本의 音階를 고안했올 때 第(고또)나 三味線(샤미센)의 

9) 1848-1919, 音樂學者， 物理學者， 明治 15년(1882) 音樂取蘭掛 掛員이 되어 후에 東京숍樂學 

校(現 東京훌術大學 音樂學部)tJC授로써 音훌學과 音樂史올 담당하였다. 明治 28년에는 B 本音

樂의 音階論인 r{tì-樂찮律考 .. 1'즐 출판허였는데 이것은 明治時代에 있어서 日本音樂맑究의 중요 

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었다(r 日本音樂大훌典.10 p.600, 댐g樂百科함典.h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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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에 많은 가락이라 하여 ‘都節’이라고 하는 명칭올 불였다. 이 音階에서 사용되는 

태트라코드의 의미로 都節태트라코드라고 부른다. 확실히 단2도의 중간읍올 가진 태 

트라코드는 그것만으로 筆曲이나 長n貝의 느낌올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태트라코드 

II 는 民짧나 童歌 중에도 었다. 

〈악보 7)은 〈히라이따히라이따(開μ t::.開~~ t::. : 피었네 피었네))라고 하는 童歌의 1 

절로， 都節테트라코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악보 7) 히라이따히라이따(開L 、t빼L 、 tc. : 피었네 피었네) 

￥ μ "'? (1) ￥ ‘: * -。 ‘￥ L 선 
이쪼노 마 니까 쓰보은 디-

都節데트라코드 
- ..... 

다옴으로 태트라코드III을 ‘律태트라코드’라고 한다. 雅樂 중 律이라고 불리우는 音

階는 이론상 이 테트라코드III올 기초로 하여 나온 것이다. <기미가요〉도 〈越天樂〉도 

律의 音階에 따르고 있다. 

〈악보 8)은 〈子守唱(코모리우따) )10)의 일부로 律태트라코드의 아래에 미가 첨가되 

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律테트라코드에 따른 것이다. 이 태트라코드는 童歌 중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대개는 都節테트라코드로 변하거나， 都節태트라코드이든 律테 

트라코드이든 그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는 교환가능한 판계에 있다. 즉 ‘都節’과 

‘律’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악보 8) 子守R貝(코모리우따) 

律태트라코드 

짧 l ~ 
-_ etc. ~ 

L ‘i. (1) 1:; t) ε (1) .J‘ 한 - 'IJ' ~ - ‘: 
시 바 ~- 오리도노 후세-가야-니 

10) 民힘훌樂의 일종. 어린아이를 돌볼 때 부르는 노래. 넓게는 자고 있지 않은 아이률 잘 놀게 하 
는 〈놀이의 노래(遊않콸歌))와 아기룹 재우기 위한 〈자장가(寢를쓸왔))툴 포함하지만 일반객 

으로 後者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음악칙 스타일은 童歌와 民짧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박 

하고 짧은 프레이즈를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션율의 곡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f짧樂百科辯典J. pp. 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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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트라코드W를 ‘짧球(류큐우)태트라코드’라고 한다. 이것은 장3도의 중간음올 가진 

태트라코드가 오끼나와현에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우는 것 같다. 그 

러나 이 태트라코드W는 日本의 오끼나와 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부탄， 티뱃 

둥에도 보여 아시아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태트라코드라 할 수 있다. 

〈악보 9)는 테트라코드W에 기한 오끼나와民짧 〈씁茶前節(탄짝메부시))의 일부이 

다. 이 선율은 음역이 넓어 도와 파로 이루어진 태트라코드 외에 솔과 도로 이루어진 

태트라코드도 함께 폰재한다. 즉 瑞球태트라코드가 위 아래로 쌓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태트라코드 2개가 겹쳐진 형태는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옥타브音階로 

발전한다. 

〈악보 9) 감茶前節( 탄짜메부시 ) 

t::. ^ t;，~ w) 

타’은 찍 메 

F 

、‘，
삐- 따- 호 

누- 하- 마 

ni 

κ
 
니
 

~ êEI、r

T 7.,- &‘ 
A 루- 투 

좌%球태트라코드 

eJtJ n 션 J,- -1 1 “---=-‘ $:「 1U e 
r- il. 

etc.-흘」 
<b b、 19>"t"‘、 t ι ε- 깐-
구와 가 유떼이 떼은 도- 에 

4. 테트라코드의 형태 

선율의 음역이 넓어짐에 따라 하나의 테트라코드만으로는 전 음역올 설명할 수 없 

는 경우가 생긴다. 

〈악보 10)온 〈토오란세(通 ” 
추/ι한))의 일부분으로 전반온 ‘民論태트라코드’ , 후 

반은 ‘都節태트라코드’로 되어 있다. 또 공간적으로는， 아래는 ‘民짧태트라코드’로， 위 

는 ‘都節태트라코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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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III으로 또는 N, 위가 태트라코드n 흔한 예는 아래가 태트라코드 I 이외에 

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많은 이유는 테트라코드 I 과 W는 上昇形의 경향 

이 있고 태트라코드 II 와 III은 下降形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에 하나의 共通

核音을 둠으로써 자연히 兩者가 연결되기 쉽기 때문인 것 같다. 즉， 태트라코드 I 과 

N가， 그리고 태트라코드 11 와 m이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또 테트라코드를 이렇게 직접 위 아래로 접속하는 방법올 ‘컨청크트(conjunct) ’ 라 

고 한다. 이에 대해 〈악보 9)의 〈씁茶前節〉과 같이 1音 떨어져 있는 것올 ‘다스청크 

옥타브音階의 形은 1도 -4도-5도-8도의 

중요한 골조를 核音이 구성하고 있어 안정된 형태인 경우가 많다. 

디스챙크트의 트(disjunct)’라고 한다. 이 

5. 옥타브륨階 

日本의 예술음악에 있어서 古代의 雅樂이나 .. 明， 中世 이래의 能이나 쭈曲의 음악， 

그리고 江戶時代에 발달했던 筆， 三味線， R八(샤쿠하쩨) 동의 음악 이 모두를 포괄하 

는 音階이론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日本音樂의 각 種담이나 流旅에 따라 

선율의 기교나 음정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서양의 音階이론과 같이 그 기초를 12 

평균율로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특정은 일단 무시 

하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점올 찾아 정리해 보면 결국 지금까지 서술했먼 테트라코드 

에 따른 音階의 설명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雅樂이나 第曲， 또 

三味線音樂과 같이 音階를 1옥타브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도 편리하다. 

종류에 따라 〈악보 태트라코드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옥타브音階는 태트라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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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와 같은 同種의 결합의 경 우와 〈악보 10)과 같은 異種의 결합의 경 우로 나쉰다. 

오늘날 가장 전형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同種의 테트라코드가 디스청크트되어 생 

긴 옥타브音階이다. 이 옥타브音階에는 앞에서 언급한 4종류의 테트라코드와 같이 4 

종류가 있다. 

〈악보 11)은 도를 主音으로 4종의 옥타브音階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民諸音階를 

보자. 이것은 民諸태트라코드 2개가 디스청크트된 것인데 태트라코드의 경우에는 核

音이었던 솔이 여기서는 이미 그 기능올 상실하게 되었다. 즉 民諸숍階에서는 1도， 4 

도 그리고 8도가 核音이다. 선율은 이 核音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 音에서 종지 

하면 안정된 느낌올 받는다. 그러나 5도에서 종지하면 불안정한 감이 들 뿔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예도 드물다. 

〈악보 11) 옥타브홉階 

民諸音階

都節音階

律音階

굉1iJ:求音階 

-----=:! 
)1J••••••••••• •- ‘ 
‘ I ‘-_- Ll 

용 ’ .. .. .... _ .. 
-""""1 

i ~-

l f늦 ,,- ‘-............ . 

ln、 r. u. 

J 용‘ '1- “ .. -. _ .... 

「a:::::=::r=←→-← [J

l ’‘ -. 

이미 ‘狼音階’의 항에서 언급했듯이 연속한 3개의 音으로부터 형성되는 避律에서는 

반드시 한가운데의 音으로 終止한다고 하는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옥타브音階 

에서 4도와 5도의 核音이 나란히 있으면 어느 쪽인가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의 법칙올 생각해내면 좋다. 

‘民홉音階’의 경우에는 3도， 4도， 5도의 3音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 한 가운데의 音

인 4도가 核音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都節音階’를 살펴 보자. 이것은 2개의 ‘都節태트라코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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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이 경우 核音은 1도， 5도， 8도로 民짧音階의 4도의 核音 대신에 5도가 核音

이 되고 있다. 실제의 예를 보아도 훌術音樂에서는 1도로 終止하는 곡이 대부분이고， 

民倚音樂(民꿇나 童歌)에서는 1도 이외에 5도의 終止도 많이 보이지만 4도로 終止하 

는 예는 극히 드물다. 

‘律音階’와 ‘瑞球音階’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컬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律音階’는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이 ‘홈~節音階’에 가깝게 변하거나 혼합되 

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오끼나와民짧에는 律音階의 노래가 비교적 많이 보이 

고 게다가 4도가 核音의 기능올 갖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오끼나와에만 있는 대표적인 音階는 말할 것도 없이 ‘流球音階’로 여기서도 이론 그 

대로의 1도， 4도， 8도에 核音이 오는 형태외에 5도가 核音의 기능올 하는 경우가 많 

다. 

이상의 4종류의 音階에 관하여 몇 가지 부언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은 첫째， 民露숍階와 流球音階는 본래 매우 가까운 성격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民꿇音階의 곡에서 태트라코드의 中間音올 半音 내지는 그에 가까운 음정까지 올 

려 流球音階로 고쳐 부르고 있는 예가 오끼나와에는 실제로 존재한다. 아마미의 民홉 

둥에는 그 어느 쪽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중간음의 民諸도 있다. 즉 이 2개의 숍階 

는 이미 서술했듯이 t行적 성격으로 다소 불안정한 中間音을 가진 태트라코드의 골 

조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요소가 많다. 이들 관계와 같이 都節音階와 律音階도 

서로 비슷하다. 이 兩者의 차이점은 앞의 경우처럼 下行적 성격올 가진 中間音의 위치 

인데 이것도 불안정하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子守뼈〉와 

같이 두 音階가 서로 교환 가능한 곡도 많고 〈黑田節(쿠로다부시) )11)처럼 그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 雅樂의 〈越天樂〉과 같이 한 콕에서도 악기에 따라 그 

어느쪽인가의 音階에 가깝게 되는 예조차 있다. 요컨대， 中世 이전은 律音階가 주된 

것이었는데 近世에는 都節音階가 주류를 이루었고 또 두 音階가 혼합되거나 하였다. 

하지만 본래 이 두 音階는 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는 日本

11) 후쿠시마현 民짧. 옛날에는 〈흉前今樣(쩌꾸젠 이마요우))라고 붙렀고， 현재의 후쿠시마市률 중 

심으로 黑田홉의 武士들 사이에셔 불리워졌다. 雅樂〈越天業〉의 선율에 여러 가지 가사를 불여 

부르는 〈越天뿔今樣(에탠락꾸 이마요우〉가 그 원형. 이것이 明治時代이후 홈ß節홉階로 변화한 

것이 현행의 〈黑田節〉이다(r햄樂百科辯典.1.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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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의 律音階의 대부분이 都節化(陰雄化)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끼 

나와에는 현재도 律音階가 확고히 남아 있다. 그러나 그대신 都節音階는 없다. 

6. 률階의 分類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종합해 보면 日本의 音階는 크게 民諸 • 짧球音階와 都節 • 律

音階의 둘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 구조의 면으로 보아도， 역사적 발전이나 

실제의 구체적인 예로 보아도 합리적인 분류방법이다. 

그러나 종래에는 日本의 音階를 ‘陽’과 ‘陰’으로 나누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즉 日

本의 音階를 半音이 없는 ‘陽音階’와 半音이 있는 ‘陰音階’의 둘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이것은 日本의 音階에 관하여 律音階와 都節音階의 두 가지만올 생각할 때에는 적절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律音階를 ‘陽’으로， 都節音階를 ‘陰’으로 하고， 雅樂의 기본 

을 陽音階 또는 陽雄法으로， 江戶時代의 三味線이나 筆의 音階를 陰音階 또는 陰雄法

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것은 明治時代의 上原六四郞의 연구에 의 

한 것으로 당시는 童歌나 民諸의 원전자료가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民꿇音階의 존 

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다. 또한 오끼나와음악을 日本의 音階 안에 포함시킨다고 

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日本音階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반 이상이 완전 

히 무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후에도 학교교육의 분야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日本의 音階로 

써 日本音階나 流球音階가 음악교과서에 정식으로 기재되는 것도 상당히 늦어지게 되 

었다. 그러나 民諸 • 流球音階를 都節 • 律音階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日

本音階를 현실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테트라코드의 混合(홉調) 

지금까지 4종류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옥타브音階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日本音

樂의 선율이 모두 이 전형적인 音階에 기인한 것만 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많은 異

種， 變種， 特種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중에서 비교적 많이 보 

이는 현상은 이들 音階가 구성하고 있는 4종의 태트라코드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4종의 音階 중 어떤 한 가지가 기본이고 그와 다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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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태트라코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音階로부터 다른 音階로 훌훌調하거 

나 부분적으로 轉調(轉태트라코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테트라코드의 i昆合 증 가장 많은 형태는 이미 〈악보 10)에서 보았듯이 위에 

는 태트라코드 11 ， 야래는 태트라코드 I 이 결합된 形이다. 이와 같은 예는 오끼나와民 

諸 중에도 었다. 그러나 오끼나와의 경우에논 테트라코드III 이 위에 태트라코드W가 

아래에 있는-형태이다. 

〈악보 12)는 그 대표적인 예로 본토의 民짧音階가 짧球音階에， 都節音階가 律音階

에 대응하는 形이 나타나 있다. 

〈악보 12) 노보리 구도키(上 U 口뚫)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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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쿄도 N. 테트라코드m 

i.____. ,.......... -------t"'II 

Ta r6 4ι etc. 

이러한 테트라코드 I 과 11 , 또는 III과 W의 관계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아래로 쌓 

아진 것만이 아니라， 어떤 音階의 아래의 태트라코드가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종 

류의 테트라코드로 변환하여 결국 音階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악보 13) 

은 童歌〈고토시노보탄(今年0기좋tι : 올해의 모란))인데 처음은 전형적인 都節音階

이다. 이것도 제2소절올 제외하면 〈악보 10)과 같이 위에는 태트라코드11 ， 아래는 테 

트라코드 I 의 형태인데 제2소절로 인하여 단순한 태트라코드n가 아닌 都節音階로 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반은 태트라코드 I 이다. 즉， 都節音階의 아래의 태트 

라코드 II는 후반에 가서 民諾의 테트라코드 I 로 변환한다. 그런데 태트라코드n로부 

터 I 로 이행했올 때 그때까지의 II 의 核音이었던 도가 I 에서는 核音의 기눔을 상실 

12) 오끼나와古典音뿔의 名曲. 三線(산신)의 반주로 붙리운다. 오끼나와훌樂의 〈口짧(구도키))는 7.5조 

의 가사틀 니열하여 道行 둥읍 부르는 것인데 〈上 O 口說〉가 그 대표적인 곡이다(r했榮百科훌훌 

典.h p.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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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레가 核音으로 바뀌게 된다. 

〈악보 13) 고토시노보탄(今年@많tclv : 올해의 모란) 

I . n ‘ 1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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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롤 체계척으로 정리해 보면 〈악보 14)와 같다. 民짧音階 또는 現球音階

로부터 都節音階 또는 律音階로 훌훌調하거나， 그 반대로 都節 • 律音階로부터 民諾 • 流

球音階로 빼調활 때는 副主音올 공통의 音으로서 主音을 장2도 내리면 (반대 轉調의 

경우에는 장2도 올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다. 

〈악보 14) 民짧 · 趣球률階와 都節 · 律률階의 .. 關빼係 

民諸·빠球音階 都節·律숍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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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轉調나 이행은 그 변환시 核音의 이동을 수반한다. 게다가 音階의 半音의 변 

화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악보 14)에서 괄호 안에 있는 변음표를 무시하면 

도레파솔라도레의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音列로서는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 

한 변화를 ‘音列支配’의 변환(轉調)이라고 한다. 

西洋音樂이론에 적용시키면 長 • 短調의 변환에 있어서 C長調와 a短調의 변환과 같 

은 ‘拉行調의 훌훌調’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核音의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 테트라코드의 종류를 바꾸는 轉調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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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것을 ‘核音支配’의 훌훌調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寧曲 동에서 선율이 上行할 때는 태트라코드 I 을， 下行할 때는 

테트라코드 II 를 사용하는 것이다. <악보 15)는 〈六段(로꾸단) )13)의 제 1단 마지막 프 

레이즈이다. 이 프레이즈와 비슷한 진행은 〈六段〉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 곡 이외의 다른 第曲에서도， 또 三味線音樂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上行시는 레가 下行시는 도가 사용된다. 즉 音階로써 전체를 볼 때 J:行시는 民諸音階

션율에서는 

와 같이 되고 下行시는 전형적인 都節音階가 된다. 이러한 테트라코드의 변환은 核音

의 이동올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으리라 생각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t::쿄z 률좋흉 

않다. 이러한 변환은 民倚숍樂에는 거의 없고 훌훌術音樂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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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六段(로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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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核音支配’는 核音의 지배가 명확한 훌훌調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우고， 이는 

앞에서 언급한 ‘音列支配’의 훌훌調와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 ‘核音支配’는 

核音의 구조가 樂器의 調鉉(筆이나 三味線의 調鉉)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펀 

리한 轉調이다. 三味線에서는 核音을 개방현으로 정해 놓고 중간음의 위치는 鉉올 누 

르는 왼손가람의 加減으로 변화시킨다. 또 筆의 경우 下行音階를 완전히 調鉉으로 만 
鉉올 밀어올려 필요한 왼손의 ‘누르기’수법으로 특정의 놓았올 때는 上行할 때 들어 

변환을 행할 수 있다. 악기주자에 있어서는 核音의 이동이 따르는 ‘音列支配’의 훌훌調 

보다 이 ‘核音支配’의 轉調가 편리한 것이다. 따라서 악기가 많이 사용되고 그것이 지 

배적인 활術音樂에서는 ‘核音支配’가， 民諸나 童歌와 같이 악기가 노래의 부속물로 사 

용되는 民倚音樂에서는 ‘音잦IJ支配’의 轉調가 많이 보인다. 

13) 第曲의 曲名· 段物(단모노). i\.橋檢校作曲. 6段으로 되어 있고 각 段은 104拍 (52拍子， 단， 첫 
段만 4拍 (2拍子)이 많은데 이것읍 換頭라고 한다)으로 통일되어 있다· 댐포는 점정 빨라지나 
곡의 끝에서는 느려진다. 짧獨奏틀 위한 總對훌樂이디_(r해業百科홉훌典.1. p.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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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核音支配’의 훌훌調는 主音의 위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C長調와 c短調 사이의 

빼調와 같은 西洋音階의 ‘同主音調의 聊調’에 가까운 것이다. 

이외에 西洋音樂과 같이 전체가 완전5도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輪關(예를 들어 

C長調에서 G長調로， 또는 반대로 C長調에서 F長調로)도 日本音樂에서 많이 보인다. 

이것은 가장 흔한 轉調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선윤의 主音이 그때까지의 숍보다 

완전5도 위나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이 音階에 사용되는 다른 音도 변화한다. 이는 

오직 훌훌術音樂에만 있는 것으로 특히 三味線音樂 동에 많이 보이는 훌훌調방법이다. 

〈악보 16)은 長順 〈越後獅子(에쩨고지시) )14)의 1절 중 노래와 노래 사이의 三味線의 

선율을 나타낸 것인데， 전반은 미를 主音으로 하는 전형적인 都節音階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시b이 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主音이 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主音이 완 

전5도 아래로(또는 완전4도 위로) 이동한 轉調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16) 越後獅子(에찌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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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音階理論은 가장 상식적이라 생각되는 분석법올 사용하여 日本音

樂올 해석한 것이다. 이것으로 音階에 관한 모든 이론적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기초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雅樂이나 聲明의 경우에는 中國理論에 근거한 독자적인 音階理論이 있어서 

14) 長U具의 曲名.-t:;훌化舞뼈 〈홉樓 手爾葉七字(오소자꾸라 태니하노나나모지))의 하나. 文化 8년 

(1811)에 中村座에서 초연되었다(f했樂百科짧典..1，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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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었으므로 그러한 전통적 音階理輪도 알아둘 필요가 었 

다. 

우선 中國의 音律이 三分揚益法에 의하여 출현음으로부터 순서대로 완전5도 위， 완 

전4도 아래， 완전5도 위， 완전4도 아래로 音을 결정해 간다는 것은 이미 〈악보 2)에 

서 보았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첫 5音온 宮， 數， 商， 쩌， 角이고 이것을 〈악보 17)의 

후반과 같이 音홈 순으로 나열하면 宮-商-角-徵-쩌가 된다. 이러한 五音音階률 

‘五활’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五聲으로는 충분히 古代 中園의 음악을 설명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악보 18)에서 보듯이 三分揚益法올 두 번 더 추가하여 ‘七폴’ 즉 七音音階

를 만들었다. 새롭게 첨가된 2音은 각각 宮과 徵보다 l律 낮은 音이기 때문에 ‘훌宮’ 

및 ‘變徵’라고 불리웠다. 이 7音을 音高순으로 나열하면 宮-商-角-흉徵-徵-쩌

變宮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音階와도 같은 것이다. 

〈악보 17) 五홉륨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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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융~ 

宮 微

‘~응;:::c:‘ 

商 꺼경 

-。
。 ‘ J n 

。

융 ]

角 r몸 ..... 商 角 徵 꺼낌 

〈악보 18) 七륨홉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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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中園 古代의 音階理論은 오랜 동안 日本의 音階理說의 기초가 되었지만， 이 

것온 옴악실제와의 괴리도 있고 또한 中園A파 日本A의 음악에 대한 감각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점차 日本 독자의 音階理홉움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律呂의 二元꿇이다. 이미 平安時代의 日本A은 音階률 크게 ‘律’과 ‘呂’로 분 

류하고 있었다. ‘呂’에도 ‘律’에도 자세히 세분하면 여러 종류의 音階가 포함되어 있지 

만 크게 둘로 분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당시 日本A은 呂

는 中園係의 기본형으로 이것올 변형하여 日本風의 律이 생겨녔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악보 19)는 그러한 관계를 악보화한 것이다. 기본인 ‘呂의 죠활’의 5도 (네번째 

7 
I 

1 i 



音) 徵音올 主音으로 하는 音階률 생각해내고 그 徵音(主音)올 宮이라고 바꿔 읽으면 

‘律의 五훌’이 생긴다. 基本音階의 5도(네번째 音) 徵音올 主音으로 하는 調라는 의미 

로 ‘徵調’라고 하는데 이것온 中園理論에 잘 맞는 것이다. 즉 中國에서는 音階의 각 

音올 각각 主音으로써 宮調， 商調， 角調라는 각종의 調률 고안해냈다. 그러나 日本의 

平安時代의 이론에서는 그러한 呂의 基本音階를 一元論으로 인식하여 呂의 徵률 宮으 

로 바꿔 원어서 새로운 律이라는 音階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올 呂와 나란히 하여 二元

論인 音階의 체계를 세웠다. 兩者의 차이점은 角의 위치가 律일 때 半音 높다는 점뿐 

이다. 이것올 ‘律角’이라고 한다. 

〈악보 19) 呂의 효훌과 律의 표Jf 

呂의 五聲 (徵를 宮으로 한다) 律의 五聲

-f-

l ‘,. 
徵

:l::=:효三츠; 

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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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홉) 
‘律의 七활’도 곧 현실의 요구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외에 佛敎音樂에서는 呂와 

律의 양 요소가 혼합된 제3의 音階로서 ‘中曲(추우교구)’15)이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해내었다. <악보 20)은 가장 대표적인 ‘律의 七聲’과 ‘呂의 七聲’울 대조시켜 본 

것이다. 

〈악보 20) 律의 七.과 呂의 七.

律의 七聲

융 • 

宮商뺑律徵겼몇宮 
商角 꺼꺼 

呂의 七훌훌 

얘r "\- ‘ 
宮 商 角 變徵 꺼경 響 宮

徵 宮

요컨대， 어떤 音階에서도 主音올 ‘宮’에 둔다고 하는 생각이 日本音樂체계의 큰 특 

징이기 때문에 ‘宮’이라는 것은 ‘主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조차도 있다. 

오늘날 雅樂의 音階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律과 呂의 이론적 音階가 얼마만 

15) 활明의 族法. 뿔明에는 呂曲， 律曲과 함께 中曲이 있다· 旅法은 律曲과 같지만 宮과 徵의 두 개 
의 중심음을 가진 곡이 많고 션융형에도 (-由>(敎化下〉 둥 中曲 특유의 것이 있어 律曲과 呂
曲과는 다른 曲相올 가지고 있다(r했樂百科함典J. p.659). 

띠
 



큼 적용되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越天樂〉와 같은 대표적인 樂曲에서도 樂器

에 따라서 音階가 달라 그 일부에는 都節音階나 都節태트라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것 

도 있고， 또 ‘五활’인지 ‘七聲’인지 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이다. 

ll. 旅法

지금까지 日本의 音階를 셜명할 때 흔히 ‘雄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것은 明治時代에 music mode의 譯語로써 사용되어 오늘날에도 ‘蘭雄法 • 陰雄法’， ‘律

施 • 呂旅’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국민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日本雄法’ 동의 명칭으 

로 친숙해 있다. 

雄法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은 사람마다 몇 가지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툴 청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旅法이 音階와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경우는 音階와 

雄法의 구벌이 필요없기 때문에 오직 旅法이라고 하는 용어만 사용된다. 

(2) 振法이라는 것은 선율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雄律形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西

洋音樂파 같이 音階의 각 音이 추상적 평둥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용척으로 

어떠한 제약에 의해 사용될 때 이것올 雄法이라 부른다. 

(3) 避法이라는 것은 旅律의 進行法이다. 어떤 音階에 기인한 선율이 각각의 旅法

에 따라 音階중의 특정한 音올 선택하여 그 기초로 한다. 이 경우 音階는 조금 넓은 

소재로부터 선태되어진 음렬로 구성되고， 族法은 더욱 좁온 범위의 프레이즈로부터 

그 움직임에 따라 택하여진 音의 배열에 의해 구성된다. 

(4) 族法이라는 것은 엄밀히는 중세유럽의 敎슐族法을 가리킨다. 全홉階를 기초로 

하여 그 音階의 몇 도에 主音(및 副主音)이 오는가로 분류한다. 敎會雄法에서는 音域

(ambitus) 에 따라 정격， 변격의 구별도 생긴다. 

(5) 東洋音樂 중 인도의 라가， 이란의 다스토가 또는 암비즈， 아라비아나 토르코의 

마캄퉁올 총칭해서 族法이라 한다. 이것은 관용구를 충심으로 한 진행을 기초로， 雄律

形의 개념을 포함한 音列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雄法’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은 통일적이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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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音樂올 셜명하는데 있어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국민학교 옴 

악교과서에는 ‘日本雄法’으로， 중학교 교과서에는 ‘日本音階’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게다가 국민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앞에서 들었 

던 (2) 의 입장으로 西洋의 음악에 관해서만 音階를 생각하고 日本의 음악에는 避法밖 

에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西洋音樂올 이해하는데도， 또 東洋과 西洋올 비교하는 데에 

도 바랍직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그러면 日本에는 ‘遊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앞에서 설명한 태트라코드의 混合이나 훌훌調에서 보이는 ‘音列支配’

는 어떤 특정한 音列을 ‘基本音階’로 설정하고 그 몇 도에 主音이 오는가로 旅法올 결 

정하는 방법， 특 西洋의 敎율雄法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中國 古

代의 ‘調’의 개념과도 유사한 것이다. 中園에서도 基本音階로써의 ‘七활’(日本式으로 

하면 ‘呂의 七聲’)의 각 音마다 宮調， 商調， 變徵調라는 식으로 ‘調’를 생각하고 있었는 

데 이것은 敎슐避法의 개념과 아주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音列支配’의 현상이 보이는 범위 내에서 日本의 音階에 이 振法올 적용시키 

면 옥타브에 主音이 1개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音階중의 2개의 音올 主音 또 

는 副主音으로써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半音이 있는 音階에서는 웅용할 수 없 

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가 된다. 즉 흔히 말하는 無半音의 五音音階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그렇다면 傳統音階는 아니지만 明治時代 이후의 옴악교육이나 유행가(특히 ‘演歌

(엔차)’)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레미솔라’의 音階도 이 五音音階에 포함시킬 수 있 

다. <악보 21)의 音階는 長숍階의 4도와 7도가 빠져 있는， 즉 ‘히후미요이무나(뇨 7 

S 크-1 A -r)’의 ‘요(크)’와 ‘나 ( -r) ’률 뺀 것이라는 의미로 ‘요나누끼(크 f技혼)音階’ 

라고 불려운다. 이것은 長調의 ‘요나누끼音階’ 이므로 ‘요나누끼長音階’이지만 大正時

代부터는 短調의 ‘요나누끼音階’ 즉 ‘요나누끼短音階’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악보 

22)에서 보듯이 ‘라시도미파’의 5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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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요나누끼훌률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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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요나누끼短홉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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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요나누끼長音階’와 ‘民諸音階’ 사이의 변환도 보통은 ‘音列支配’로 행해진다. <악 

보 23)은 ‘요나누끼長音階’로 이루어진 學校唱歌〈挑太郞(모모다로))를 童歌인 손빽치기 

놀이(쉰手合한 : 오태아와세) 16)에 사용한 예로 여기서는 노래하기 전에 전통적 구호인 

‘셋셋세에노， 요이요이요이’를 하고 나서 노래를 시작한다. 구호부분은 ‘民짧테트라코드’ 

이기 때문에 唱歌의 부분과는 다르고 여기에서 일종의 훌훌調가 일어난다. 이 결합올 보면 

역시 主音과 核音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音잦IJ支配’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3) 손빽치기놀이 挑太郞 (모모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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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거나 여러 사람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양손읍 상대의 손에 서로 치면서 
논다. 처읍 시작하기 전에 셔로의 손을 취고 위 아래로 혼률면서 ‘셋셋세에노 요이요이요이’ 동 

을 노래하고 나서 박자틀 맞추기 때문에 이 손빽치기놀이툴 ‘셋셋셰’라고도 한다(f챔樂百科階 

典J， p. 161). 

손빽치기놀이는 우리니라에서도 혼히 ‘셋셋셰’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日本 손빽치기놀이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우리 나라에서 손빽치기는 향토오락의 하나로 양평， 안성， 수원， 음성， 충주， 고흥지방 퉁에셔 

여자어린이와 부녀자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있다 (f朝蘇의 椰土媒樂J' p. 76, p. 89, p. 94, 

p. 123, p. 206,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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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도 포함하여 日本에서 사용되는 無半音의 五音音階， 흑 혼히 陽h숱法 陰t훌 

홉 둥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기본의 音階를 정한다. 이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는가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日本의 民諸音階에 있어 패를 主音으로 하는 방법과 요나누끼長音階에서 도 

를 主音으로 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악보 24)에는 윗단에 雄法名올 표시해 두었는데 이것은 民짧音階를 民護旅法이라 

고 하듯이 音階률 避法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를 통해 音

列支配의 법칙에 따라 轉調할 때는 어떤 식으로 主音 또는 核音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좋은가를 알 수 있다. 아랫단은 윗단을 5도 위로 이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基本

音階의 音잦IJ은 도레미솔라가 된다. 이때 主音 또는 核音의 위치에 따라 旅法의 명칭을 

정하여 民훌훌音階를 ‘라레雄法’， 律音階를 ‘솔레避法’， 또 오끼나와에 많은 律音階의 4도 

종지 (이것을 4도 主音으로 하면 呂의 音階와 같다) 를 ‘솔도旅뿔’， 그리고 요나누끼 

長音階를 ‘도雄法’ 또는 ‘도솔雄法’이라고 부르면 그 상호관계뿐 아니라 音列괴- 核홉의 

관계를 기억하는 데도 편리하다. 

〈악보 24) 

民홉용雄法 律族法 呂雄法 요나누끼長族法‘ 

라레族法 솔레族法 솔도旅法 도(솔)雄法 

이러한 旅法용어의 도입은 音階의 개념을 약하게 하거나 그 대용으로 사용되거나 

日本音樂의 특수성올 강조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日本의 音階는 전체적으로 보 

면 日本民族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체계화나 상호법칙 중에는 세 

계 다른 민족과 공통되는 점도 많다. 따라서 그러한 넓은 시야와 화표로 日本音階의 

체계를 탐구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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