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져터 (i갚난ler) 류 현약가의 바교음약학젝 고창싸

이용식(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1. 내드름
E二 아시아는 범세계 문화권에서는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o

문화권에 속하며 ，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유로 상당히 비슷한 음악문화를

갖는다.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외 에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유교 ·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베트남이 속한다. 이들
문화권은 특히 한자를 통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통된 문화를 갖

지만， 오랜 시간 각자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런 동
아시아의 보펀성과 각 문화의 고유한 독특성은 각 문화에서 공유하는 음악과 악
기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만 전승되는 악기는 이 문화권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동아시아에는 장방형의 지터 (zither) 류1 현악기가 널리 분포되었다. 한국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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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OA(A Culture Hub of Asia) 심 포지 웅 〈 통방의 빛 한국， 문화의 빛 광주〉 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 이다.
1

음악학계에 서 널리 쓰이 는 호른보스텔-작스(Hornbortel-Sachs)의 악기분류법에 의하면

줄을 이용해 소리 를 내는 줄울림악기( chordophone, 이 글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현악기라
하겠다)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 째는 폼통 위에 올려진 줄을 이용해 소리를 만드는
악기 로서 ， 이 를 지 터 (zither)류 악기라 한다. 우리나라의 거 문고· 가야금 아쟁 은 지터류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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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뻐椰琴)을 비 롯하여 중국의 쟁(第)， 일본의 고토(筆) ， 몽골의 야탁(yatga) ， 베
트남의 단트란(dan tranh) 등의 악기가 이 와 같은 장방형의 지터류 악기로서， 이

들은 같은 계통의 악기이다. 이들 악기들은 음악학에서 보면적으로 통용되는 호
른보스텔-작스(Hombortel-Sachs)의 악기 분류법 에 의하면 악기의 몸통과 줄이
분리된 반관형 지터 (heterochord half-tube zither) 에 해당한다. 이들 악기들은
명주실을 꼬아 줄을 만들고， 줄 수가 12현 이상으로 많고， 줄을 움직일 수 있는

받침대 (movable bridges) 에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횡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고， 왼손 손가락은 각종 장식을 하는 기법을 위

해 이용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들 장방형의 지터류 현악기는 악기 구조

나 연주법에서 보편성을 보이지만， 각기 오랜 기간 동안 각 문화에 맞게 발전시
켜 현재 연주되는 악기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 분포된 장방형 지터류 현악기의 문화적 개별성을 비

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음악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
는것이다.

동아시아 지터류 현악기의 용도와 구조

2.

동아시아 장방형의 지터 (zither) 류 현악기의 구조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편적인
공통점을 갖지만 각 문화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1) 한국의 가야금
한국의 가야금은 독주악기 로도 연주하고， 합주악기 혹은 노래의 반주악기로도
연주한다. 독주악기로 연주하는 경우는 현재의 산조에서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

터 비롯된 전통이다. 또한 가야금은 궁중의 합주음악이나 줄풍류 등의 민간 합주
음악에서도 편성된다. 그리고 삼국시대 우륙의 12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의

이다

둘째는 몸통과 목 사이를 관통하는 줄을 이용해 소리를 만드는 악기로서

이는 루트

(lute) 류와 하프(harp)류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파는 루트류 악기이며 공후는 하
프류 악기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셜 명과 악기 종류는 박미경 편역

-

r탈脫 서양중심 의 음악학

종족음악학의 이 론과 방법 론 1 J (서울: 동아시아， 200이， 95-1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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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악기로도 연주되었는데， 현재도 가야금병창이라는 노래의 반주악기로도 전
승되고 있다.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만든 몸통 위에 명주실로 꼬아 만든 12현의 악기이다. 줄
은 모두 안족이라는 받침대 위에 얹는데， 안족은 ‘기러기 발(確足)’ 모양을 닮은
받침대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야금은 맨손가락으로 연주하는데， 이는 동

아시아의 다른 지터류 악기와 구별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 중국의 쟁
중국의 쟁(筆)은 예전에는 주로 관현합주에서 사용했으나 점차 독주악기로 쓰
이면서 19세기 이후에는 주로 독주악기로 연주한다. 당나라(618-907) 궁중에서

는 연악(熟樂)이나 청상악(淸商樂)과 같은 음악에서 필수적인 악기였고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궁중의 연회음악에서 쓰였지만， 그 중요성은 점차 줄었다. 오히
려 민간에서 많이 쓰이면서 강남사죽(江南絲竹) 둥의 합주음악에 편성되기도 한

다. 쟁은 노래의 반주악기로는 그다지 쓰이지 않고， 주로 기악으로만 연주한다.
쟁의 옴통은 오동나무로 만들고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갖는다. 그러나 최
근에는 철사줄이 일반화된 경향이다. 쟁은 25현의 슬(풍)을 개 량하여 만든 것이
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쟁은 고대부터 12현과 13현의 악기가 공존했으나， 당

나라 시기에 13현의 쟁이 주로 연주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근 문화로 전해진
다. 이후 14현， 15현 등으로 줄 수가 증가했고， 18세기 이후에는 16현의 쟁이 많

이 연주된다. 줄은 안족(雅足)으로 버티는데， 이는 가야금과 같은 계통의 것이다.
안족을 움직여서 음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가야금의 돌패에 해당하는 주아(周兒)
를 돌려 음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쟁은 오른손 손가락에 가조각(假JJ\角)을 끼고
연주하는 점에서 가야금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3) 일본의 고토
일본의 고토(筆)는 독주악기로도 연주되고， 샤미센(三味*Jit. 3현의 발현악기 )2과

샤쿠하치 (R八， 종적 관악기 )3와의 합주인 산쿄쿠(三 曲)의 3중주 악기로도 연주한
다. 이외에 각종 노래의 반주악기로도 연주한다.

2

중국의 산시엔(三鉉)에서 유래한 악기.

3

중국의 통샤오(洞觸에서 유래한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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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는 오동나무로 만든 몸통 위에 명 주실을 꼬아 만든 13현의 악기이다. 줄은

모두 지(柱)라는 받침대 위에 얹는데，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에 연주되는 악기

(‘가쿠소(樂筆)’라고 함)의 받침대는 나무의 꼭지 부분에 상아를 씌우고， 민간음
악에 연주되는 악기의 받침대는 상아로 만든다. 고토는 오른손 첫째 • 둘째 • 셋째
손가락에 쓰매(띠)라고 하는 가조를 끼고 연 주한다. 궁중의 가쿠소는 앓고 짧은
대나무로 만든 쓰매로 연주하고， 민간의 고토는 상아로 만든 쓰매로 연주한다.

4) 몽골의 야탁
몽골의 야탁은 독주악기로도 연주하고 궁중음악이나 민간의 합주악기로도 다

양하게 쓰인다. 또한 수도원이나 사원의 종교음악에서 도 쓰이고， 극음악의 반주
악기로도 연주한다.
몽골의 야탁은 두 가지 의미 를 갖는다. 넓은 의미로는 현악기를 일걷는 보통명

사로 쓰여서 1 현 ， 3현， 5 현 ， 7현 ， 10현 ， 12현， 13 현 ， 16현 ， 25현， 50현 ， 91 현 등의
다양한 현악기 를 일걷는다. 좁은 의미로는 가야금과 같은 장방형의 지터형 악기
를 일컴는 것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13현의 ‘ 筆’ 을 일컴는 것이다. 이를 몽

골에서는 한자로 筆 혹은 雅뾰喝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5) 베트남의 단트란
베트남의 단트란은 독주악기로도 쓰이고， 현악합주나 노래반주， 그리고 극음악
의 반주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단트란은 특히 낙타이투(따lak tai tu) 라는 실내

악에서 연주되는데， 이는 단킴 (dan kim , 4현의 발현악기) ，4 단꼬(dan co , 2현의
찰현악기 )5와 더불어 단트란이 편성되는 3중주 음악이다. 그리고 이들 세 악기

외에 티바(tiba， 4현의 발현악기 )6와 사오(sao ， 종적 관악기)7가 더해진 5중주 악
기 로도 연주된다. 또한 베트남의 극음악인 낙따이뚜(따lac tai tu)의 반주악기로
도 연주된다.

단트란은 중국의 쟁(筆)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악기이다. 악기명인 ‘단트란’

4

중국의 유에 친( 月琴)에서 유래 한 악기.

5

중국의 후친(胡琴)에서 유래 한 악기 .

6

중국의 비파('Êξ뚫)에 서 유래한 악기.

7

중국의 샤오(觸에 서 유래 한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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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은 한자인 ‘ 樂’， ‘트란’은 한자인 ‘ 筆’의 베트남식 발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단트란은 오동나무(ngo dong) 로 몸통을 만틀고 명주실을 꼬아 만든 16현

을 가진 악기였다. 단트란을 다른 말로 단당룩(dan thap luc)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6현의 악기라는 의미의 ‘樂十六’의 베트남식 발음인 것이다.B 단트란의 받

침대는 나무로 만드는데， 이를 난(며lan， 뼈이라고 한다. 받침대를 ‘난’이라고 하
는 것은 이것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9 이는 한국 가

야금과 중국 쟁의 받침대를 ‘기러기 발’ 모양을 닮은 안족(確足)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단트란은 오른손 손가락에 가조를 끼고 연주하는데 ， 북부와 중부
에서는 첫째 · 둘째 · 셋째 손가락으로 연주하고 남부에서는 첫째 • 둘째 손가락으

로 연주하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 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쟁(筆) ， 일본의 고토(筆)， 몽골
의 야탁(yatga) ， 베트남의 단트란(dan tr뻐h)의 전통적인 악기 구조의 차이를 살
펴보면 아래의 〈 표 1)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의 가야금은 중국의 쟁， 일본의 고토， 몽골의 야탁， 베트남
의 단트란과는 다른 계통의 악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가야금은 12현이고
맨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이 다른 동아시아 지터류 악기와는 구분이 된다. 다른

〈표

1>

동아시아 지터류 현악기의 전통적인 구조
몸통재료

줄재 료

줄수

받침 대재 료

오른손

한국 가야금

오동나무

병 주실

12

나무

맨 손가락

중국쟁

오동나무

명주실

13/(12)

나무

가조

일본고토

오동나무

명주실

13

나무/상。H柱)

가조(11\)

몽골 야탁

오동나무

영 주실

13

나무(柱)

맨손가락

베 트남 단트란

오동나무

며
。즈
l 죄
E

16

나무(nhan 뼈

가조

Nguyen, Phong T., 정성훈 역베 트남 지 터 단트란의 문화적 ， 음악적 소개」， r민족음
1997) , 471 쪽.
9 Nguyen , Phong T., “ Vietnam" , In Terry E. Miller and Se an Williams , ed., π!e
Garland Encyclopedia 01 World Music Vol. 4: Southeast Asia,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1ishing, Inc., 1997, p. 237
B

악학j 제 19집 (서 울: 서 울대 학교 동양음악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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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악기는 대부분 중국 쟁의 영향을 받아 13현이다. 중국의 쟁은 본래
12현과 13 현의 악기가 있었지만 당나라 이후에는 주로 13현의 악기가 연주되었

고， 이것이 다른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이다. 베트남의 단트란의 경우는 16현으로
된 것이지만， 이는 16현으로 바뀐 중국 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단트란이 중
국 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악기명이 ‘筆’의 베트남식 발음인 ‘트란’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가야금은 중국의 쟁과는 다른 독자적인 악기이고， 나머
지 악기들은 중국 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동아시아 지터류 현악기의 기원과 역사

1) 중국의 쟁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는 중국이다. 세계 4대문명의 하나인 황하(黃河)를 중
심으로 한 중국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터류 현악기를 발전시켰다.

중국의 지터류 악기로는 금(琴)， 슬(慧)， 축(짧，)， 쟁(筆)이 대표적이다. 물론 각 악
기가 줄 수에서나 연주법 퉁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변형을 허용하는 한에
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네 악기는 크게 금 · 슬과 축 • 쟁으로 이분할 수 었다. 이는 악기명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한자는 물체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상형문자이다. 중국의 지터

류 악기에서 금과 슬은 ‘구슬 玉’부인데 비하여 축과 쟁은 ‘대 竹’부인 것이 다르
다. 이는 사물의 모양이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자의 형성과정에서 볼
때 금 · 슬과 쟁 · 축을 구분하는 것은 두 종류의 악기가 형성될 때는 서로 다른

계통의 악기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중국 쟁의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5세기 유적에서 발굴되었다. 강서성 귀

계(貴演)의 제 2호분에서 두 점， 제 3호분에서 한 점이 발굴되었고， 강소성 오현(吳
縣) 유적에서 한 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악기는 금， 슬， 축이 발견된 수현과 장사
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다른 악기들과 함께 발굴되지 않고 쟁만
발굴된 점이 특이하다. 이는 5세기 무렵에 금， 슬， 축은 중앙에서 널리 연주되던
악기였고 쟁은 지방에서만 연 주되던 악기였기 때문이다 10 귀계의 쟁은 세 점 모

두 13현이고 길이는 166cm-174αn의 장방형의 지터류 악기이며 현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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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쟁의 유적 발굴 지역 11

악기의 밑 부분이 구부러져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절강(斯江) 전국
묘(戰國훌) 동옥(鋼屋)에 조각된 장식물을 보면 무릎에 올려 놓고 연주하기 때문

에 밑 부분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같은 시

기에 만들어진 오현 유적에서 발굴된 쟁은 12현의 현주를 갖는 장방형 지터류 악
기이고 옴통의 길이는 132.8cm로 귀계의 쟁에 비해 약간 짧다. 이들 쟁은 모두

가야금처럼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악기이다. 또한 쟁은 가야금처럼 나무
한 통으로 만들고 뒷판이 거의 없다. 이렇게 고대 쟁의 몸통은 나무를 통을 파서
만들어서 뒷면은 마치 대나무를 잘라 놓은 모습과 비슷한 악기로 만든 점에서 가
야금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은 『 삼국사기 .!l

악지」에

서 가야금을 “중국 악부의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樂部筆而寫之)"라고 하면서 중

국의 『석명(釋名 ) .!l 이 “쟁의 형태는 슬과 같다(筆形如쫓)"라고 중국 문헌을 인용
한것이다.

10

Lawergren , 앞의 글， p. 80.

Lawergren, Bo, “ Strings ," Music in the Age of Co뼈cius. Wan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2000, p. 8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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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축과 더불어 나무 한 통으로 만드는 점에서 금 · 슬과는 구조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며 이렇게 나무 한 통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 악기가 대나무로 만드는
죽통금에서 기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 이름에도 ‘竹’이 붙는
것이다. 즉 이들 악기는 본래 인도에서 전파되어 동남아시아에 산재한 죽통금과
같은 계통의 악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축은 채로 쳐서 연주하고 쟁은 손가

락으로 뜸으면서 연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금 • 슬의 영
향으로 나무로 몸통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축은 더욱이 금의 형태를 닮
아가면서 점차 도태되었을 것이다. 또한 쟁은 거의 같은 구조의 장방형 지터류

악기인 슬을 대체하는 악기로 쓰이면서 슬은 점차 도태되었을 것이다 12

한국의 가야금

2)

가야금의 기원에 대해 『삼국사기 .lI

악지」에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훔)의 쟁

(筆)을 보고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3 그러나 이 기록을 가야금의 기원설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송방송은 변한에 존재했던
고대 현악기를 가실왕이 중국의 현악기 를 참고하여 발전적인 새로운 형태로 만
든 것이 가야금이라고 추정한다.1 4 송방송의 주장은 3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변

진)에 축(짧)과 같이 생긴 슬(쫓)이라는 악기 15가 있었다는 진수(233-297)의 『삼
국지 .lI

위지동이전 J 16을 토대로 가실왕 제작설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

고 개작된 가야금의 구조적 형태에 대해서는 신라 장경호(莊顆끓)의 가야금 악사
장식물과 각종 토우(土偶)에 나타난 악기， 그리고 8세기 경 일본에 전해진 소소인
(正슐院) 소재의 시라기고토(新羅琴) 를 근거로 현행의 정악가야금과 같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1 7

최근에는 가야금의 기원을 외래에서 유입된 악기로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 이

런 주장은

일본 음악학자인 하야시 겐조(林E讓三)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어

김영운 18과 필자19에 의해 보강된 이론이다. 이는 가야금이 라는 고도로 복잡한 악
12

졸고아시아 현악기의 역사와 가야금J ， 2006 세계문화축제 발표논문， 김 해시 ， 2006.

13

‘ 羅古記굽加耶國嘉實王見훔之樂器而造之’

14

송방송

15

우리 이 름으로는 ‘ 고’로 추정 한다.

三國史듬è.J 卷32， 8a1.

한국음악통사J (서 울 일지사， 1984), 62쪽

16

‘f짝喜歌舞欲酒 有쫓其形似월 彈之亦有륨曲’

17

송방송， 앞의 책， 63쪽

三國志J ， !#-30, 42b5(東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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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 ) 미추왕릉 발굴 장경호(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도판 3 ) 시라기고토(新羅琴， 일본 나라(奈良) 소소인(正슐院) 소장)

기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악기 로 볼 수는 없고， 외래에서 유입된 악기

를 한반도에서 재구성하여 현재의 가야금으로 만들었 다는 이론이다.
하야시 겐조는 『 동아시아악기고(東 7 :;7 樂器考， 1973) JJ 에서 소소인 소재 시라
기고토와 각종 문헌에 기록된 한국 및 중국 악기의 구조를 비교하여 가야금의 기

원을 한(漢) 문화가 도래하면서 들어온 한의 쟁축(筆짧)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것을 개량한 것이 변진의 슬(쫓)이 되고， 이후 신라금(가야금)이 된다는 논리 를

편다. 또한 가야금의 12줄은 중국 한(漢) . 위(觀) 이래의 쟁의 제도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20

18

김영운가야금의 유래와 구조」， r국악원논문집 j 제9집(서울: 국립국악원， 1997).

19

졸고， 앞의 글.

250
김영운은 가야금의 기원이 되는 악기를 한(漢) 계통의 악기가 아니라 동남아시

아의 죽통금에서 찾는다. 김영운은 가야금이 중국의 쟁(筆)이나 일본의 고토(筆)
동 아시아 지터류 악기와 구조적으로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가야금의 몸통은 동양권에서는 유일한 반원통형 지터 (Heterochord halftube zither) 이며， 이는 가야금의 원형이 되는 악기인 죽통금의 흔적으로 대나무
를 반으로 자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나무로 만드는 죽통금이 한반도

에 도래하면서 오동나무로 만드는 악기로 바뀌었고， 금슬류(琴쫓觸의 몸통과 연
주자세 등을 가실왕 시기에 수용하여 변화한 것이다.

2) 가야금은 발이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가야금은 본래 바닥에 놓고 연주하
던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가 들고 연주하던 악기였을 것이다.

3) 소소인의 시라기고토나 r진작의궤 (1828) .lI나 『진찬의궤 (1829) .lI 에 그려진 옛
가야금에는 악기를 멜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었다. 이 점은 악기를 연주자가 메고

연주하거나 이동하였을 가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4) 가야금은 목과 머리(양이두)， 그리고 옴통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악기이
다. 그리고 동양의 다른 지터류 악기들과는 상하의 방향이 반대이다. 양이두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초기 가야금의 양이두는 소의 뿔 모양에 가깝다.
이 점은 이 악기가 한(漢) 문화권의 악기가 아니라， 유목민족이나 동남아시아 농

경민족의 악기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 가야금의 담패 φridge) 는 동양의 다른 지 터류 악기와 다르다. 특히 줄의 장
력에 따라 높이와 넓이가 달랐다.

6) 옛 가야금(15-18세기)에는 가야금의 학슬 아랫부분에 두꺼운 종이를 놓아
농현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도 했다.

7) 15세기의 가야금에는 공명공으로 보이는 큰 반원형의 구멍인 담수(淡넓)가
윗판의 전면에 뚫려 있었다. ‘수(넓)’자21 를 악기 부분품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는

‘복수(題벼)가 있는데

Ii' 악학궤범 』 에 국한하여 본다면 이런 명칭은 월금 • 향비

파 • 당비파 동 루트(lute) 류의 악기에서만 줄을 묶어두는 꼬리 (tail piece) 에 사용
되었고 지터류 악기에는 없는 것이다.22

20

林讓三(하야시 겐조)， 황준연 역

r.신라금(가야금)의 생성 」， r민족음악학j 제 6집(서울· 서

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4) , 140쪽.
21

담수(淡 넓)의 ‘밟’자는 ‘ 산굴 수’ 또는 ‘ 바위구멍 수’로 풀이 되는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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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야금은 인도에서 비롯되어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악기로 추정한다. 이런 유입 경로는 아시아 남방의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남방 불교의 동전(東傳) 경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의 한반도 유입도 남방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야국
의 허황옥 신화이다 Ii'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허황옥은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로서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왕과 혼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긴 여정을 통해 한
반도 남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수로왕 7년(기원후 48) 이다. 허황옥은

온갖 진기한 물건을 가져오는데 ， 그 중에서 『 삼국유사』 에 ‘신기하고 즐기는 기구

I玩器l ’ 라고 기록된 물품이 가야금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다. 이후 이 악기는
가야국에서 연주가 된다. 수로왕의 아들이자 가야국의 제 2대왕인 거둥왕이 김해
의 초선대에서 선인을 초청하였는데， 그 선언이 琴을 들고 와서 즐겼다는 『증보

문헌비고』 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신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화
로 원는 가야금의 기원이다.23

가야금의 고고학적 유물로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전 1 세기 무렵의 유물인 광
주시 신창동 현악기이다. 그러나 이 현악기는 악기 구조 상 가야금의 원형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 계통의 악기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원후 1 세기 이전의
유물은 신창통 현악기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야금의 원형으로는 볼 수 없

다. 오히려 기원후 2세기 이후 발견되는 각종 유물을 가야금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위 ‘ 양이두’라는 가야금의 독자적인 구조물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런 동물 머리 장식은 이 시기 이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거의 1800년 정도 이어
져 내려오는 전통이며 이웃 문화의 악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물론 악기에 통물 머리 장식을 하는 것은 아시아의 다른 지터류 악기에서도 나

타난다. 더욱이 악기의 밑 부분(왼손 부분)이 통물의 머리가 되는 것은 동남아시
아 지터류 악기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비나(vina)

와 미얀마의 미주앙(m너uan) 등의 악기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 < 도판 4)).

이런 동물 머리 장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산재한 것으로 인도 •
시아 •

동남아

한국의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다. 다만 가야금처럼 동물 머리 부분

이 분리될 수 있는 악기는 다른 문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야급의 독특한 특정
깅 김영운， 앞의 글.
깅 졸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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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야금의 머리 부분은 ‘ 양’이라기보다는 ‘쌍어문’ 인 듯하다. 그 모습도 한
쌍의 물고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더욱이 쌍어문 장식 이 허황옥의 고향이라는

인도의 아유디야에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남부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불교 계통의 장식이라는 점 에서 ( < 도판 5 )) 가야금의 머리 부분은 쌍어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를 ‘양의 머리’ 로 명명한 것 은 『 악학궤범 』 에서 처음 발견되는
데， 유교적 통념에 의해 불교적 상정을 왜곡시킨 듯하다.

〈 도판

4)

인도 비나의 오리 장식(좌)과 미얀마 미주앙(우)

〈 도판 5 ) 인도 아유디아의 썽어문 장식(상좌)과 김수로왕릉의 쌍어문 장식(상우) ， 그 외의 쌍

어문문양

동아시아 지터 (Zither)류 현악기의 비교음악학적 고찰

결국 가야급은 『 삼국사기 .n

어진 것이 아니고，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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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의 기록처럼 중국 악기의 영향을 받아 만들

동남아시아 •

중국 납부 •

한국의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유입된 불교 문화의 산물이며， 이 지역에 산재된 대나무 관형 지터류

(bamboo tube zither) 악기， 즉 죽통금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가야금이 유입된
시기는 대개 기원후 1 세기 무렵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전의 유물로 발굴된 현악
기는 ‘양이두’가 없는 형태로서 오히려 중국 계통의 악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불교의 동전로인 해상 실크로드의 해상무역을 통해 유입된 서역의 유리가 기원
후 1 세기 무렵부터 발견되는 것은 가야금도 이 시기에 불교 · 유리와 함께 유입

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 당시 인도에서 배를 타고 수로왕과
결혼하기 위해 가야국에 왔다는 허황옥 신화의 배경이다. 한편 ‘양이두’가 있는
악기의 유물이 기원후 2-3세기부터 발굴되는데， 이는 죽통금 형태로 유입된 악기
가 머리 부분에 쌍어문 장식이라는 한민족의 변용과정을 거치면서 가야금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 일본의 고토(筆)
일본의 고토는 나라시대(奈良時代，

553-794)

말엽인 8세기에 중국의 당(홈)나

라에서 전해진 악기이다. 이는 당시 당나라에서 널리 연주되던 쟁(筆)을 일본 악
사들이 본국으로 가져간 것이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9-12세기)에는 주로 궁중
음악인 가가쿠(雅樂)의 합주용 악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당나라에서 전해진 고토 이전에 이미 신라에서 전해진 시라
기고토(新羅琴)가 있었다. 일본 역사서인 『 니혼쇼키(日本書紀) JJ 에 의하면 453년
(允옆天皇 42) 에 이미 선라악인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고， 684년(天武天

皇 12) 에는 궁전에 고구려악 • 백제악 · 신라악의 삼국악(三國樂)이 있었다는 기록
이 있는 것을 보면 신라악이 이미 중국의 쟁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 니혼쇼키 』 와 『 니혼고키(日本後紀) JJ 의 각종 기록에 의하면
신라악에서는 시라기고토가 연주되었다. 이 악기는 본래 가야금인데( < 도판 3 ) 참

조)， 일본에는 신라인에 의해 전해져서 신라악에 연주되었기 때문에 신라금이라
고 하는 것이다.24

24

송방송， 앞의 책，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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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7세기 후반부터 견수선(遺階船)과 견당선(遺훔쩌삼)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중국 문물을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Ii'쇼쿠니혼기(續 日

本紀) .11 에 의하면 701 년에 당나라 음악인 도가쿠(홈樂)가 일본 궁중에서 연주되었
다.25 이렇게 도가쿠를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중국 악기인 쟁을 들여왔고， 이 악기
가 이전부터 있었던 신라금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 는 현재 한반도 계통의 음

악인 고마가쿠(高麗樂)에서는 현악기가 편성되지 않고 중국 계통의 음악인 도가
쿠에서만 고토(혹은 소筆)가 연주되는 전통으로 이어진다.

4) 몽골의 야탁(Yatga)
몽골의 야탁은 원(元)나라 궁중에서 연주되 었다. 쿠빌라이 칸(Kubilai Kh an)
시절의 궁중음악에 대한 기 록에서 10여 종의 야탁이 언급되었다.26 또한 『 원사

( 元史) .11 r 예악지(fI훌樂誌、)J 중의 71 권에는 야탁에 대한 자세한 기 록이 있는데， 야

탁은 “궁중의 잔치음악에 쓰이는 악기로서 슬(쫓)과 마찬가지로 야탁(筆)은 양
머리의 끝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 으며 ， 받침대(柱)가 있고， 13현의 악기이다

(훌樂之器， 筆， 如慧， 兩頭微華， 휩柱， 十三웰)"라고 한다? 이외에 『 원궁사(元宮
詞).11 ， Ii' 몽달비록(豪達備옳 ) .1 등에 야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즉， 야탁은 중국의 쟁
(筆)과 같은 한자를 쓰며， 받침대(柱)가 있고， 13현의 악기인 것이다. 이는 야탁이
중국의 쟁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 록이다. 명(明) . 청(淸) 시대

이래 로 몽골의 궁정， 왕족의 저택 ， 사원에서 유행하던 야탁은 현의 수가 다양해
진 다.28

한국 음악학자들은 야탁은 고려에서 원나라로 전해진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한

다. 권오성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관리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여인과 사랑에 빠져
몽골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여인은 가야금을 잘 탔기에 가야금을 가지

고 갔다는 것이다. 그 뒤 몽골인이 한국에 해금을 가져다주었다”는 전설을 몽골
음악 현지조사 중에 수집하여 한국 가야금이 몽골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

E

安邊成雄 외 ， 이지 선 역 주일본음악의 역 사와 이론J (서울: 민속원， 2003) , 30-31 쪽.

26

Erdenechirneg, Luvsannotovyn, 이 진 원 역

19집 (서울: 서울대학교 통양음악연 구소，
27

28

1997),

몽골의 야트가(yatga)J ， r민족음악학j 제

183쪽.

Erdenechirneg, 앞의 글， 183쪽.
r中國少數民族훌훌術事典J ( 中 國: 中國少數民族훌術事典編輯委員會，

1991),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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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9 전인평은 야탁과 가야금은 모두 악기 이름에 ‘야’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
가야금은 가야국의 악기라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하고， 야탁은 악기 크
기로 보건대 정착민족의 악기이기 때문에 원과 고려의 문화적 교류에 의해 가야
금이 몽골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30 그러나 몽골인들은 이와 반대로，
야탁이 고려로 시집간 몽골 공주에 의해 한국으로 전해졌다고 믿는다.31

야탁의 기원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13세기부터 몽골에

전하는 악기로， 16세기 이후에는 불교 사원에서 종교적인 노래의 반주악기로 사
용되어 왔으며， 명 • 청 시대에는 궁정의 연회와 귀족의 악기로 전숭되었다. 19세

기 이후 몽골이 사회주의화 하면서 야탁은 정치적 이엽으로 인하여 귀족들의 악
기이자 불교 사원의 악기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연주법과 악기 제작의 맥이 일시
단절되었다.

5) 베트남의 단트란(0뻐 tr없lh)
베트남 현악기의 고고학적 유물로는 9-11 서l 기에 지어진 베트남 북부의 박닌

(Bac Ninh) 지역의 반푹(Van Phuc) 사원의 부조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현악기
는 현재 베트남에 존재하는 단트란인지， 혹은 중국의 금(琴)이 베트남화한 단깜

(dan cam) 인지는 불분명하다.32 단트란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17세기 이전에 탕롱(πlang Long) 왕조의 궁중음악에서 연주된 것으로
여겨진다)3 당시 궁중음악에서 단트란이 연주되었는데， 이는 15즐의 악기로 은

으로 된 가조를 끼고 연주하거나 대나무 막대기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34
앞서 언급했듯이 이 악기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악기명인 ‘단트란’의

‘트란’이 한자인 ‘ 筆’의 베트남식 발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9

권오성몽골 음악 연구'J， r몽골민속현장답사기 J (서울: 민속원， 1998), 203쪽.

%

전인명전 인명의 실크로드 음악 기행 -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 J (서울. 소나무， 2003) ,

298-299쪽.
31 Pegg, Carole, Mongolian Music, Dance,
& Oral Narrative: Peφrming Diverse
Identities, Sea버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 2001, p. 88.
32 Nguyen, Phong T., r베트남 지터 단트란의 문화적， 음악적 소개 J ， 234쪽.
33 Nguyen, Phong T., “Vietn없n"， p. 472.
34 Nguyen, Phong T., r베트남 지터 단트란의 문화적， 음악적 소개 J ，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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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현악기의 현대화

동아시아 각국은 전통적인 악기만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새로운 음악을 위해

악기 개량을 시도한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아 서양음악 음
계와 작극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새롭게 창작된 작품을 연주하

기 위하여 기존의 악기를 개량한 악기들을 선보인다. 이는 대부분이 악기의 몸통
을 크게 만들고 줄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악기의 개량과 더불어 전통 연주법을
탈피한 새로운 기법들이 선보인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는 혼하지 않았던 트레
몰로(tremol이 기법 이 나 하모닉 스(harmonics) 동의 새로운 기법 이 나타난다. 이
렇 게 개량된 악기와 새로운 기법으로 연주하는 창작음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음악은 개량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대세를 형성
하고있다.

1) 한국의 가야금
한국의 가야금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대화가 늦게 일어난다.20세기 전반
에 성금련에 의해 새로운 창작음악이 만들어지고， 철사줄을 쓰는 철현금이나

1 5현의 가야금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악기는 그다지 활
발하게 연주되지는 못하고， 1970년대에야 활발한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1970년대에 황병기와 이성 천 이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들을 발표하면서 가야금

창작곡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한다. 1988년에 이성천이 새로운 창작음악을 위한

21 현 가야금을 만들면서， 이후 18현， 22현， 25현 등의 다양한 개량악기가 만들어
진다. 최근의 창작음악에는 25현 가야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 중국의 쟁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의 쟁은 12현과 13현을 갖는 악기였으나 당나라 이후

1 3현의 쟁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14현， 15현 등의 쟁이
만들어지고， 특히 16현의 쟁이 13현의 쟁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쟁 음악의 전숭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전통을 계승하려
는 복고적 경향과 현대식 음악을 지향하려는 개혁적 경향이 었다. 복고적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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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마이(史陰美)와 례이짜위(鍵子敵) 등을 중심으로 옛 음악을 복원하려는 움직
임이다. 개혁적 경향은 리앙짱이핑(梁在平) 등을 중심으로 서양음악을 받아들여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려는 움직임이다.

3) 일본의 고토
일본의 고토를 개량한 것은 ‘현대 일본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미야기 미

치오(宮城道雄， 1894-1956) 로서， 그는 1921 년에 17현 고토인 주시친겐고토(十七
첼筆)를 만들었다. 미야기는 20세기 초에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일본음
악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신니흔온가쿠(新日本륨樂)라고 한다. 미야기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기존의 13현 고토보다 음역이 낮은 악기를

만들었고， 13현 고토와 앙상블로 어울리는 저음역의 부수적 악기로 사용했다. 이
후 새롭게 작곡되는 작품들에서 17현 고토는 독주악기로 부각되어 현대 일본 음
악계에서 중요한 악기로 자리잡았다.35 미야기는 1929년에는 80현의 고토를 만들

었지만( < 도판 6)), 이 악기는 단 한 번의 연주에 사용되고， 이후에는 연주되지 않
는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1953년에는 30현 고토， 1969년에는 20현 ， 21 현 고토
등이 만들어졌다.

〈 도판

E

6)

미야기 미치오가 제작한 80 현 고토36

山口修， 문현 역동아시아에 있어서 지터형 악기의 비교: 일본 고토(筆)의 관점에 기하

여 J ， r민족음악학j 제 19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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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몽골의 야탁
현재 몽골에서 는 7현， 10현， 12현， 13 현， 16 현， 21 현， 25현 동의 야탁이 연주되
는데， 그 중에서도 16현의 야탁이 많이 쓰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야탁은 넓은

의미로는 한자인 ‘琴’과 ‘ 筆’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칠현금에서 유래
한 7현의 악기도 쓰이고， 이외에 20세기에 개량된 21 현 ， 25현의 중국 쟁을 들여

온 악기도 연주된다.
몽골에서 가장 많이 연주하는 16현의 현대식 야탁은 북한에서 전해진 것이다.
몽골은 1960년 북한의 가야금을 수입하는데， 이것이 현재 몽골에서 연주되는 야

탁인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가야금 연주자인 김정암이 몽골의 야
탁 연주자들에게 가야금 연주법을 알렸다고 한다. 37 김정암이 1961 년에 셜립된
몽골 음악무용학교의 야탁반 선생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몽골의 야탁 연주가
단절된 상황이었다. 김정암은 몽골 음악무용학교 야탁반에서 가야금 연주법을 기

초로 야탁을 전수하였고， 당시 학습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야탁 연주자， 교사，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단절된 귀족의 악기이자 불교 사원의 악기인 야탁이 북한 가야금 연주자
인 김정암에 의해서 20세기 후반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이로 인해 몽골 야탁 연
주는 부홍기를 맞이하게 되고 현재 몽골인들에게 주목받는 전통 민족악기로 자
리 잡고 있다.

5) 베트남의 단트란
현재 연주되는 단트란은 철사줄로 만든 17현을 가진 악기이다. 이는 연주자가

왼손으로 줄을 눌러서 연주를 하고， 명주실로 된 줄이 무대조명이나 온도에 민감
하여 음정이 변하기 때문에 철사줄로 바꾼 것이다.38 이렇게 악기가 바뀐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이후 1970년대에는 사이공 음악학교의 연주자인 위엔 빈 바오

(Nguyen Vinh

Bao) 에 의해 악기 개량이 이루어져서， 악기의 길이를 약 30cm

정도 늘리고 21 현을 갖는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19현， 20현 ， 22현 둥

36

安邊成雄 외， 앞의 책 ， 10쪽.

37

박소현

r20세기 몽골에 수용된 한국의 음악문화:J， r한국음악연구」 제 40집(서울: 한국국

악학회 ， 2006).

38 N망lyen，

Phong T. ,

r베트남 지터 단트란의 문화적 ， 음악척 소개J ，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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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량악기도 만들어진다. 이런 개량악기는 서양음악의 영향이 강한 하노이와

호치민의 음악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신세대 연주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5.

맺는말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된 장방형의 지터류 악기는 악기 구조나 연주법에서 많

은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악기로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쟁(筆)， 일본의 고토(筆)，
몽골의 야탁(yatga) ， 베트남의 단트란(dan tr뻐h) 을 들 수 있다. 이들 악기 중에
서 한국의 가야금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 계통의 악기로서 한반도에서 독자적
으로 발전한 악기이고， 나머지 악기들은 중국의 쟁이 전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야금은 12현이고， 중국의 쟁에서 비롯된 악기들은 13
현의 악기인 것이다. 그러나 각 문화에서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악기
를 토착화시켜서 각 악기들의 구조나 연주법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들 악기들은 거의 비슷한 악기 구조와 연주법으로 인하여 악기의 용도도 대
개 합주음악이나 독주음악으로 쓰인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오랜 세월 통안 각
문화를 대표하는 현악기로 연주된 보편성도 갖는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음악의 현대화를 표방한 아시아 문화에서 악기의 줄 수를 늘이
고 악기의 크기를 확대하는 둥의 악기 개량을 이루고

새로운 창작음악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동의 보편적 경향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통적
인 악기에 비해 서로 비슷한 음색과 연주법으로 인하여 각 문화의 독특한 특정을

잃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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