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온의 고악기 몇 음악 복원에 관한 고창: 
영온 국램극장의 욕원사엽을 중심으효 

이지션(서울대학교 강사) 

1 머리앙 

。 1 본 국립극장은 1 97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악기률 복왼하고 

E프 이를 사용한 연주회릅 개최해 오고 있다 일본에는 갱창원(.iEtr~)\ì이라는 
황실 유물 보존소가 있어 실제로 많응 고대 악기가 전하고 있는데， 일본 국립극 

장의 끄악기 복원사업은 이러한 정창원의 존재로서 시작되었다 

。1 글은 일본 국립극장이 기획해 오고 있는 여러 공연 중 고약기 복원 잊 고악 

보의 악곡 복원 연주회에 초생올 맞추어 그 진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우선 국립극장이 악기 복웬올 기획하기 이전에 정창원 악기에 대해서 

실시한 선행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렴극장의 악기 복왼 과정과 특정에 대해 

서 살펴보려 한다 

일본 국립극장에서는 악기 복원뿐 아니라 고악보률 복원하여 연주하는 공연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고악보뿐 아니라 중국에서 발견왼 r돈황비따보 

(었앉똥똘짧j의 연주도 포함되므로 이에 관해서 살며보고 나아가 복원왼 악기를 

사용한 창작읍악 연주회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한다 

한국의 국립국악원은 광주， 대전， 하냥에서 발굴왼 고대 현악기와 요고를 2005 

년에 복원 제작한데 이어 2008년에는 거운끄， 가야금， 향비따， 대금， 중금， 소금의 

상현상중융 r악학궤엉j을 바탕으로 복원 제작하였고， 복원왼 악기를 사용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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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도 개최하였다 이렇듯 고악기 복원에 대한 판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립극장의 복원 사엽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고악기 복원과 미래의 

새로운 음악을 창출하는 더1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2. 초기의 정창원 악기 조사 

일본의 나라시(장良市) 동대사(핑大좋)에는 정창원(표용院)이라는 보고(홈l후)가 

있다 나라시대에는 국가의 중요한 창고를 정창(正습)이라고 했고， 여러 채의 창 

고률 일활하여 갱장앤이라고 칭했다 북창(北강)， 중창(中tl') ， 냥창(南tl')으로 이 

루어진 정창왼에는 쇼우(뿔武) 천횡(701 -756)과 고고(光明) 황후의 유풍을 시작 

으호 8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중엽까지의 웅중의 비풍이 소장되어 있다 실크로드 

의 통쪽 종착정으로서 일본제뿐 아니라 중국， 한국， 통냥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퉁에서 온 9000여정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정창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유물 중에는 다양한 악기도 포항되어 있다 정창 

원 악기에 대한 조사는 에도시대(1603-1867) 말기로 거슬러 융라간다 1834년부 

터 3년간 갱창원 소장용에 대한 대대객인 정검， 수리， 고문서의 정리가 이루어졌 

는데， 이 중 악기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안 류테키(뼈옳) 4개에 대해서는 길이， 

직정， 외경， 구명의 위치， 높이， 쪽， 음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후 에이지(明펴)시대(1868-1912) 초기인 1872년에 정장왼 소장용의 조사가 

행해졌다 다안 당시에는 열랍할 수 있는 악기안을 정겁하여 전연적인 조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875년에 나라(왔良)박랍회가 개최되어 여러 종류의 보울 

과 함께 다수의 악기가 전시되었다 박람회는 1881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기회률 통하여 악기률 오조하는 작엽이 이루어지곤 했다 당시 모조한 악기로는 

비왜re웹， 와곤(fI1~) 퉁이 있다 이러한 모조풍은 악기의 기능 조사나 음융 측 

정 둥올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즉， 당시의 악기 오조는 진귀하고 호화로운 

정창원 보융의 형태모사가 주왼 것으로 악기의 복원이라고는 힐 수 없는 작업이 

었다 

정창원 악기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20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궁내갱 식부 

직 악부(홉內앓>':ffillfl\\잊部)의 악장인 우에노 마사유키(上없行)와 악사 오노 다다 

모토(多忠훌)， 가가쿠 연습소 촉탁인 다나에 허사오(田용해雄)가 조사단으호 위촉 

되어 학술적인 조사가 하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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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악기조사의 대상이 원 것은 샤쿠하치(R八， 8개 ) ， 류태키(예짧， 4), 앙향 

판(方앵쩌 9), 융관(u염:소(뼈， 2), 쇼(쪼， 3), 원수， 3), 오현비 와(五*HP'~ 1), 

완함(~때， 1), 와공(휘l양)잔재(6)이다 샤쿠하치와 류테키， 방향， 융판에 대해서는 

응를올 측정했지안 쇼와 우는 취구가 달린 튀어나온 부분을 결하고 있어 전세의 

길이만이 측정되었다 오현비와와 완함에 대해서는 지판의 방식을 조사하여 기록 

하고 있고， 와곤 풍의 잔재에 대해서는 크기와 특정올 열거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이듬해인 1921 년 r정창왼악기의 조사보고" 로 말표되었고 과학적 조사의 

신구로서 명가받었다 하지안 이 조사도 4일간이라는 단기간의 조사였기 때운에 

충분한 결과훌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후 정장원의 천(全) 소장용에 관한 상세한 조사의 일환으로 1924년부터 

1926년， 1937년에 관계자들의 손에 의해서 악기 조사가 앵해졌다 이러한 수차혜 

의 조사에 의해서 당시대와 나라시 대의 악기 제도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이로써 

。1을 악기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전 조사의 미비점을 보충해야할 휠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부터 5년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학술적이고 세계객인 악기조 

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즉， 하야시 겐조(ffil三) ， 기시에 시게오(빙깅&없)， 다키 

류이치(빼짧 ), 시바 스케히로cl':it!l;\)가 중싱이 되어 악기의 종함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전 조사의 미비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잔경도 포함한 전 악기에 대 

해서 일일이 형제， 구조， 성능， 업량， 응플 측정 퉁의 세밀한 조사를 시행했다 조 

사 결과는 정창원악기 조사개보와 수 십장에 이르는 실측도로 기록되었고 음이 

냐는 악기에 대해서는 녹옴작엉도 이루어졌다 이 조사룡 바탕으로 악기의 복원 

이 시도원 수 있었고 당시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악기의 성놓이 새릅게 이해되 

는 퉁 않은 성과릎 얻올 수 있었다 

당시 조사왼 악기는 완전한 형태도 있지만 파손되어 부분안 냥겨진 것도 있다 

파손 악기까지 포함하연 100여점 이상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강이 현악기 1 0종 

류， 관악기 6종유， 타악기 7종류의 총 23총류이다 이 외에 악기 부속풍으로써 바 

지(땀)와 북의 가죽， 현악기의 남은 중 동도 있다 

현악기 긍싹 l개) 준(ij<， 1) 슬{요 1 ) 고퇴1j!‘ 4개 이상) 신라금(lfr앓잊 

3) 와공(lU쭈 10 이상)， 공후(찢양， 2) 비왜짧tt 5), 요현비와(1i.*l 

g융1 ) ， 완함(~없 2) 

1 r lEfr~엇1，;，，>쩌&에임 J . r*~I~'(빙해j 짜二뼈1찌후 ;;I'{~Ii'j:物tÎì.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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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악기 샤쿠하치(ft!λ， 8) ， 얘쇠야iI!， 2), 휴대키(뻐l!i， 4)‘ 쇼(호 3), 우，7 

3) 영적('.파Iolí. 2기 

타악기 스즈(~‘ 다량)‘ 진꽉(.ll， 19), 석장(뼈|ι 3)‘ 경(였， 1) 망향(111#. 

1 ), 요고(!liä 22)‘ 자고(‘IW， 1) 

5년간 정창원 악기조사에 창여한 하야시 겐조는 죠사용 바탕으효 소장왼 악기 

의 상새한 설명， 옥연얘 판한 문제， 용률에 판한 문제， 악기사적 고철 둥 다양한 

판갱에서 연구률 하여 1964년에 r갱창원악기의 연구j용 발표했다2 또한 정창앤 

악기조사용 주판했던 정창연사우소에서는 정창원 악기에 대한 종합객인 조사 연 

구서로서 r정창씬의 악기」갚 충판했는데， 이 책에는 각 악기의 사진과 더용어 그 

치수용 세밀하게 옥정한 싣측도， 악기의 진흥수， 옹고 풍융 측용하여 정리해 놓 

고 있다3 

이후로도 초사와 정리 작엽온 계속되었고， 실측도의 작성파 악기 복원작업도 

항께 행해졌다 그러나 당시의 악기욕원온 소리룹 내는 도구인 악기로서의 북씬 

이라기보다는 정창씬악기의 외견의 재현에 중징올 두었기 때문애 미술공예용척 

이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당시의 복원악기로는 연주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 연 

주윤 위한 악기 복원은 다옹에 서술항 일본 국힘극장의 고악기 복원 사업으로서 

그 의이용 갖게 되었다고 힐 수 있다 

3 일본 국립극장의 고악기 복원 

1) 악기 복씬의 씬칙과 욕갱 

고악기의 복원에 있어서 일온 국립극장이 밝히고 있는 원칙파 욕갱올 r고대악 

기의 복원J'을 창고로 하여 상며보연 다음과 같다 

고대 악기의 복원은 레이가쿠(예찢)라고 툴리는 용악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작업이다 레이가쿠란 1차 자료에 의하여 전통용악융 채고해보자는 옹악용동 

으로 1 975년에 시작되었다 악기얘 대해서도 현앵 션용융악의 판융적인 제약융 

초월하여 악기가 탄생한 연정으로 동아가 악기의 왼종(쩨fli)이라고도 할 수 있는 

, 11월三，正앙%잊l.>η11f!EJ(쩌"' 뼈"1‘!fJ)}. 1964) 
1 正it짜찌얘所빠111， '正~~!1)잊'l.>J (JIDjt " ... 영ilfllilUliI:. 196끼 
‘ 빼효@뼈연 r古It잊잉ηli:.it:J (JJO;;; 용횟之7λii.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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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악기의 구조를 충실하게 복원 제작한 악기룡 사용하여 전통음악을 원 모습 

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이다 

고대 악기의 복원은 고대 악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정장원 소장의 악기가 존 

재하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하였다 하지안 정창왼의 악기는 모두 악기로서의 생 

명은 끝나서 응이 나지 않는 상태이고， 파손이 싱하거나 악기의 일부분만 냥아있 

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한연으로는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자세히 파악 

할 수 있고 약리된 새 있기 때문에 초기의 정착의 흔적이 남아 있어 조립 방엉도 

이해할 수 있는 이정도 있다 

오래왼 운화재는 노후화되어 가기 때문에 후세에 수리륭 하는 경우가 많다 수 

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업이 있는데， 첫째는 보존(1용휴)이고 툴째는 수복-(fl짧) 

이다 보존의 방법은 운화재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측 처치하는 것이고， 수복 

의 앙엽은 이미 없이진 부분을 새호용 재료로 보충하여 완전한 상대로 회욕하는 

것올 말한다 악기란 음올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소실왼 부분은 보충썩 기능올 

회복힐 필요가 있는데， 국립극장에서 복원한 레이가쿠의 악기는 실제로 연주되고 

있는 악기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문화재의 수리에 관해 보존과 수복을 구별해서 인식하게 왼 것온 

20세기 중안에 이르러서이고 에이지시대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이해가 충분하 

지 않았다 정창원의 악기는 악기로서의 생영은 끝나 자료적인 가치륜 가지고 있 

는 문화재로 보존의 앙엄이 걱정함에도 용구하고 에이지 20년대， 즉 19세기 후반 

에 대당한 수옥이 행해졌다 이러한 작엉으로 인하여 외견상으로는 아읍당게 되 

었지만 새롭게 해석하여 고진 2차적인 요소를 추가쨌기 때운에 원래 남아있던 

1차객인 혼적올 딸소시쳐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륭 일어뜨린 것도 있다 

정창원 악기의 현재 상태가 메이지시대의 수욕에 의해서 연경되어 있는 부분 

도 있기 때운에 원래 상태와는 다륜 것도 있어 국립극장에서는 복원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올 그대로 모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1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 

서 레이가쿠라고 하는 음악운동의 일환으로 복원 제작왼 고대 악기는 현재의 상 

태를 그대로 모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지시대 수복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고증 

하여 복원 제작한 것이다 즘， 고유명사로서의 특쩡한 악기룡 모조한 복사판이 

아니라 보통영사로서의 보연적인 고대 악기의 종류률 복원한 모엘이다 그 때문 

에 정창왼의 악기와는 다소 다른 상태로 왼 것도 있다 또한 원래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응 영의척인 상상용 피하고 복원하지 않는 방칭이 취해졌다 따 

라서 처음에 복원 제작했쓸 때에는 없었던 부분이 이후 확인 절차콩 거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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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예도 있다 또한 어디까지나 악기로서의 제작이고， 이슐용예용으로서의 제작 

이 아니라는 것올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표연척인 장식옹 생략되었다 

또한 조융에 대해서는 기존의 옹악개념올 복원왼 고대 악기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의 기준에 따라서 옹융 내는 방침을 취하였다 연주는 악기와 연주자 

의 인간공학적인 판련성융 기조로 하고 회화자료 둥융 창조하였다 연주자의 복 

장옹 에이가쿠가 어디까지나 현계의 옹악운동이고 회고객인 취향융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올 영확하게 냐타내기 위해서 현대의 욕장으로 하고 있다 

2) 복원악기의 종퓨 

외에서 말한 고대 악기 복원 씬칙과 과정올 용하여 다융과 질온 악기가 복씬 

되었다 1 975년에 배소， 휴태키， -1치리커의 복씬올 시작으로， 1981년에는 앙양‘ 

연정， 자고， 1982년에는 대히치리키， 1 983년에는 공후와 연총‘ 1984년에는 오현 

"1와 비왜4현)， 완항 그리고 1993년애는 신라금이 복웬되었다 지금까지 일본 

국립극장이 복씬한 악기훌 갱려하연 다응과 갇다 

현악기 공후(쩔양) 이왜ff!，잉 오현비왜五야옆댄， 완항(!;'llIt) 긍(띤1 정현 

악기(-1;1.*<1) 고도(하) 야마토고토(It!i') 고토pf)， 도비노오고 

토(!I!)~!i')， 오현긍(표‘.!i')， 슐(￥) 신라금(lIf“!i') 

판악기 샤쿠하치(1'(八) 얘소(야훌) 유태키(1I!i1J'i) 대히치러키(大1II!i!) 원휘 

타악기 방양(方'f.) 자고(1!!l7l) 연경(얻션) 

이 악기들은 대부분 정창원의 악기흩 기본적인 모댐로 상용 것이다 다안， 고 

토는 일온 효고현(용/;j1I1) 7f.지욕유적(싸뼈U!l찌에서 종토왼 고토표 직정적인 

오옐로 상은 것이고‘ 도비노오고토는 완전한 형태로 충토원 예는 거의 없어 여러 

곳에서 출토왼 것올 조함하여 고충， 복원한 것이다 표연의 판옹 후쿠오카현(없삐 

삐 가스가시(흉B떼에서 총토왼 것융， 올링홍옹 나라현(*1<11) 가시하라시(뻐 

原채)에서 나옹 것， 줄을 괴는 지 (tt)는 시가현(iJlJl:lI) 모려야마시(守山市)에서 

종토왼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오현금은 중국 호육성(뼈~t건) 수주시(암써市)에 

있는 기씬션 5세기의 숭후융묘(tt候ζ장)에서 충토왼 악기융， 슐온 중국 호냥성 

(뼈南강) 장사시(용r↓市)에 있는 기원전 2새기의 아왕퇴(1꺼王JIt) 1 호 한묘(앉짧 

에서 흉토왼 것올 오앵로 복원한 것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옹색파 옹역융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원악기는 단순히 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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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주만이 아니라 다음에 설영하는 고약보의 복원 연주나 국링극장 위촉작 

용에서도 할용되고 있어， 전통악기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럽， 정창원 소장의 악기와 일본 국링극장에서 복원한 악기 중 대표적인 것올 

소개하연 〈예 ])파 강다 

〈예 1) 정창왼 소장 악기와 일본 국립극장에서 복원한 악기5 

(좌 정창원악기， 우 복원악기) 

얘소 

;=J 
우 공'" 

’ ~illIIP~써.. rõft훗"ð(7)N元， (짜J;f: '*잊~1itt. 1994). t#잉냈bε r天뿌σ){}LF~ 표 
mitη~~J(~D~ 용'l1ιt1Xi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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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항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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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비의 

신라긍 

.. 
훌 -

자고 



208 

1111 
11111 

1앙양 

4 일본 국멍극장의 고악기 및 고약곡 복원 연주회 

” 고악곡 복원 연주회 
일본 국렵극장애서는 고대 악기의 복현과 더융어 현재에는 연주 전숭이 단철 

왼 옛 융악(‘엔가쿠(ilt뺑’라고 갱함)융 복원하여 연주하는 공연용 이어오고 있다 

〈표 1 )은 일본 국립극장에서 고악보용 바탕으로 복씬한 악곡 연주회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6원의 공연융 시작으로 2008년 6원까 

지 15차례에 의한 복원 악곡 연주회가 열렸다 이틀 연주회에서는 정창원 악기훌 

바탕으로 해서 복웬한 악기용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혐채 가가쿠의 악기흉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악곡 복왼 연주회암 기획하고 제작올 당당했언 기도 도시로(*戶& 

야)에 의하연， 나라(奈良)시대와 예이안(후윷)시대 초기의 용악에 판한 자료에 의 

해서 당시의 옹악 구조용 추축하고 일본이 당냐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융 어떻게 일본의 용악으로 만들었는지라고 하는 일본문화의 근온에 판계되 

는 문제융 당연적이나마 알아보고자 공연올 기획하게 되었다고 안다 현재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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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온 국립극장의 고악극 욕윈 연주회 잉링 

꽁연연월 공연영 
복원에 사용왼 

욕핀자 
고악보 

1975. 6 
정장앤파 가가쿠의 판(암) r장추축보 

zjl에l 
당의 융악유산 llHi<竹xtnJ

1975. 10 
쭈，)쿠(흥쫓) 궁내갱식부직 

대콕1*빼)과 비컨wml)의 재흉 악부 

1977. 2 간겐111m 대곡 〈반성장궁1"$lI')) r장추축보j z:힘’ 

1978, 2 간겐 당악대곡의 욕핀 ’t훌l/iIH’ 

1978. 10 우，)우 엉~ 갖찢$土 
r회종보 

z jAA’ (톰φ엠)， 

1979, 2 간겐 r장추축보j에 의한 〈안성장군〉 r장추죽보j z:it깅l 

198 1. 2 
헤이기쿠1ft>삐 〈조냥판당IJ'뼈1l'!l!) ) 

r장추중보j z:."’ 竹， 石， 뼈의 악기의 다양한 용씩의 g현 

1982. 10 부가쿠 엉회 묘옹의예11>용i!lll) r장추축보J z:it;tl 

1995. 9 
7m"'쿠와 쇼요(었셔')에 의한 예이안의 r랑영구싱수초 

Z:iIi’I 연회와기띤 (Ml+:1vt-tíi1)J 

1997, 9 
가가쿠고대에서 현대호 r회중보j 

z:해1 
고악보의 욕극파 창작작용 r뽕판초IJI\향#)， 

2000. 6 
，)가쭈천년 r언저요륙 

z:힘. 
당시 도시에서 유앵힌 것 II二양쫓if)， 

z:행 __ , u r.& 
2α)6. 7 간겐 잃었언 전숭용 잦아서 'i'm',lò " 

iö’ 1z.. f'음엇'8 

2007. 6 
가가쿠 z:祐찌， 

r악가(잊*)J의 전용융 찾아서 JIHIκlæ~1우용) 

간겐 f삼오요확」 

2008. 6 - 환상의 대곡 〈앙제와진약-U~*없 r언지요혹」 Z:~ 
%잊))융 용는다 외 3종 

되고 있는 가가쿠는 모두 에이지(때治)시대에 정리왼 r영치찬정봐明治뺏定염). 

에 의한 것으로， 13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가가쿠의 음악올 제대로 알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공연올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악보 수록곡을 복」씬한 연주는 1 975년 6월 1 9일 

에는 r정창원(표@院)과 가가쿠(雅찢)의 판(캅) 당(떼의 음악 유산 J이라는 

제옥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연은 정창원 소장의 판악기인 샤쿠하치(R八)， 배소 



(영t뼈)， 휴테키(뼈짧)율 복왼하고， 

이와 동시에 r장추축보(용li<竹 

염)， 6라는 고악보에 천하는 악곡 

2곡올 S얘특하여 복왼악기에 의한 

복앤곡용 연주한 공연이었다 

혹웬한 악기 중 첫 연주회흉 

샤쿠하치， 애소， 류태커의 판악기 

로 한정한 것옹 갱창원에 전하는 

현악기에 대해서 앙연 알수록 메 

이지시대 경에 앵해진 수리에 의 

해서 애얘하게 원 곳이 여려 곳 

능에 띄기 때문이었다 이후 현악 

기애 대한 연구가 정차 이루어져 

13총휴가 욕왼되었다 

현재 일온용악계에서는 악보냐 

문헌 기욕에는 냥아있으나 연주 

견숭아 단정원 음악융 ‘엔가쿠(혀옛) 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앤가쿠의 복원에 가 

장 중싱적인 역할올 하고 있는 이는 시바 스케야스(2:'6111)이다 그는 1200년 이 

상 이어오고 있는 가가쿠 집안 용신으로 오랫동안 긍내청 식부직 악부의 악사용 

지낸 후 현재는 구니다치(맹2)용악대학 객원교수。l자 7νF쿠 연주단체인 영악사 

(레이가쿠샤， f짧영)의 용악갑특옹 양고 있다 시바는 연주안동파 더걸쩌 앤가쿠 

의 복원에 판싱융 가져 1975년 이후 현재까지 20여 콕에 이르는 악곡을 복원했 

다 이 중 〈반성창군(앓바용~!))과 〈황제따진락(포꺼破얘엇))옹 대곡(大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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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표t:m과 ’‘잊의 liI' 엠를햇( 1975) 

악보는 약 80쪽에 이르고 연주시간도 2시간 。1상이 걸린다 

시바 스케야스가 앤가쿠훌 꽉씬함 때의 방법으로 가장 언저 고려하는 것은， 오 

늘날의 가가쿠 연주자가 연주 가웅한 ‘악보’률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 거의 대부 

운의 가가쿠 연주자는 에이지시대 정해진 r에。1지잔정보」융 사용하여 연주하고 

있기 때운애 가능한 한 그 악보의 기보엉에 맞게 만틀 핑요가 있는 것이다 증， 

앤가쿠 복씬 작업 중 가장 중심융 이루는 것옹 고악보용 현대 양식에 따라 역보 

하는 것이다 이때 역보는 오선보로 나타내지 않고 현행 가가쿠 션용약보 방식으 

‘ 이나요토노 히호아AKi~liI!I'I)가 %6년얘 언찬힌 악보호 양리 액이혀보(1싸lm짜)， 또는 

r신잔악외에m잊iltf)J라고도 lt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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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작한다 

lφ7년 2영에 열린 간겐(항H) 대곡 〈반성장군(’‘i!I'$lll))’의 공연융 외해서 

작업한 시바의 북왼 과정융 살펴보연 다음과 강다 

언저 r장추죽보j의 〈반섭창군〉옹 〈예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구의 표시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 곡융 해석하여 그 구조플 파악하고 악구를 구문한다 

일용외 고악기 잊 옹악 복원에 싼한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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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장추"'''''의 〈안십장군) (유태키 악보) 

다옴으로 r장추죽보」는 휴태키(Ii짧)의 악보이므로， 가가쿠 합주가 이루어지 

도록 여러 약기용 위한 총보용 만든다 총보라고 해도 20종휴가 념는 악기훌 척 

은 서양관현악의 총보와는 달리 판악기 3종류(쇼， 히치리키， 류테키)와 현악기 2 

종류(비와‘ 고토)인 5종류의 악기훌 명기하는 것이다 〈예 4)의 두 번째 악보에서 

보웃이 휴태키 악보의 오흔쪽에 쇼， 그 오른쪽에는 히치라키를 척어 3총휴의 판 

악기 악보설 나란히 만들고， 그 양쪽에 비와보와 고토보용 갱가하는 방식융 취하 

고있다 

〈예 4 )의 첫이리롤 보연 제1행에는 류테키의 악보안 있고， 제2행온 중간부터 

쇼의 악보가 있으여， 제3행에는 유테카， 쇼， 히치리키의 세 악기의 악보와 왼쪽 

중간부터 "1와의 악보가 기재되었다 그리고 찌4행부터 비와， 류액키， 쇼， 히치리 

키， 고토의 5총휴의 악보가 갖추어져 있다 이 악보대로 연주하연， 휴테키의 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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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옴악이 시작하고 중간에 쇼가 틀어오고， 이어서 히치리키， 그리고 비와， 마지 

악에 고토가 합세하여 합주훌 이루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가가쿠의 합 

주 형식으로， 류테키 악보인 r장추죽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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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악보에는 없는 선융올 안들어나가고 연주앙식옳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시바의 엔가쿠 복원 망법이다 즉， 어떤 곡올 복원할 때 각 악기마다 그 악 

곡의 악보가 존재한다연 작업은 순조흡게 진행되지안， 모든 악기의 악보가 갖추 

어지지 않올 때는 판악기 악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악기틀의 선융올 만들어 나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가쿠의 합주당게 연곡올 하는 것인데， 그 방엽은 시바 

스케야스가 오랜 동안 쌓아온 연주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엔가쿠률 복왼하 

는 목적이 연구률 위한 것이 아니라 연주률 외한 것이기 때운에 일온 국립극장에 

서는 이러한 복원 방법올 수용하고 있다 

일본 국링극장의 복원 악곡의 공연응 새로운 시도로서 실엉적으로 시작된 것 

이 %여 년 동안 15회의 공연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궁중음악인 가기쿠는 

의식올 채색하는 음악으로서， 또는 귀족틀의 교양으토서 발전한 옹악이지안 오늘 

날은 많은 판껴 앞에시 연주하는 무대용 옴악이 핑으로써 예술성이 풍부한 용악 

으로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다 단절왼 곡의 복왼이라는 것은 현행 가가쿠 전숭의 

블올 넓히고 그 얘력올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룡 마련하고 있고，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공연이 큰 화제가 되연서 앞으로의 복원 연주공연의 가능성은 더욱 커 

지고있다 

2) 복원악기에 의한 창작곡 연주회 

일본 국립극장에서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복원악기를 위한 위촉곡올 의뢰하여 

창작곡 연주회도 환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1981 년에 시작원 이래 휠자가 조사 

한 1994년까지 얘년 1 -2회씩의 공연￡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3회의 

공연이 우대에 올려었다 창작옴악이기 때문에 전용에 얽애아지 않고 자유로운 

방상과 신선한 기획으로 다양한 우대가 연출되었다 

〈표 2)에 나타낸 여러 공연 중 다양한 복원악기롱 사용하고 독특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던 연주회륭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가쿠(冷찢)의 악기와 쇼묘(앓名)훌 위한 엉숭사 당공양($.m츄한供홍))은 

일본 국링극장이 1988년 11월 10일에 무대에 올린 작풍이다 이 작용의 제목에 

나요는 엉숭사($JIJ;좋)의 당공양은 왼래 에이안시대 중기인 1083년 1 0월에 행해 

졌다 왈각구충당으로 알려진 법숭사의 당은 경내의 금당， 강당， 약사당， 아미타 

당， 오대당3 볍화당， 종루 둥과 함께 일대경관옹 자랑했으나 이후 사찰파 함께 소 

설되었고， 현재 법숭사 자라는 동볼원이 되었다 

국립극장의 〈볍숭사 당꽁양〉은 오늘날 새롭게 복원되어 탄생한 고악기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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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일온 국림극징이 욕원언 악기를 사용힌 장직곡 연추이 일링 1 1994년끼지) 

2. 14 

1984 
9.28 

1986 

악곡영 사용악기 

비야 에소 샤쿠하치 자l 자껴“BiIl) 에소 연종 철쩍 끄등 
연정 샤쿠하시 쇼 히시리키‘ 유에키‘ 강Ã 얘:i!.. 갱고 

연흥 ，~양 좌파리 영종， 쟁연 

유'.키 노껴뾰l!). 시노부얘IIl1ti) 유에키 토척 식적 앵석 

강:i!.. l!t양， 카우예르 에l 영혀“소 샤주하시‘ 예이， 
히씨리키 쇼 우 비와 요엄비아 용4 앙엉 

잉현긍 샤쿠하씨 바라안 6 ‘ 。‘…“ 이 
용후고효우연총 

용후 ’~~ 비와 언종 

A. '1'-. îIì. 예소 공후 오염‘1 '1. 타융 언종 앵양‘ 연정 

쇼 l 껴혀 허씨리키 쇼 우 띤용 타융 영적 에소 샤쿠하씨 바라 
외얻 엉*사 앙 l 

‘ 안， 에이， 용후 완엉 g 고 ... 양양， 오앤비와 

금(당 엉톨사)‘ 융 

고대끄흐 

고원야요。1 1 와윈정장왼) 영 슐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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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였 얼시 악욕영 사용싹기 

1991 빼어가쿠 악'1웰 ￥} 
판자. <1쳐헤'1 ‘ 명쩍， 싼함， 슐， 생， 용후. 'H, 

2. 28 항 Sou Mou 않h 

199 1. 용링파 동작융 왜엉 휴에키 쇼 우 <1시리키 에소 용4 요언비'f. 앙양 연종 타 

9. 27 01-"놀풍쳐활 훌연 용 

1"η 보살장연'1놔링 
휴에키‘ 에시리키‘ 쇼 와판. 용후， 타용 엉유터， 키보드 9. 27 (홉iitfW셰ìI톨:IL) 

1993 4끼의 에쇼와 타악 
에소 타용 l 오얻긍 

1. 14 기흩 찍한 iξ명 

1994 욕4겐원 신라긍을 위 
신라긍 영적 용쇼 자고 

7. 8 한영의 g 

음악인 쇼묘가 어우러짐으로써 볍숭사 당공양을 현대적인 작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 작풍온 팡각의 당에 의거하여 〈예 5 )와 같이 웰각형으로 배치흰 새 그룹의 연 

주자에 의해서 연주왼다 가장 바껄쪽옹 복웬악기 중 타악기와 현악기를 애지하 

고 각 악기의 음이 정차 자연스렁게 작아지는 갑쇠시간융 기준으로 진앵한다 두 

밴째는 복원왼 판악기， 숭에 의해서 옹이 이어지는 악기로， 각 연주자의 숭의 길 

이광 기준으로 진행한다 가장 안쪽옹 쇼묘용 부르는 숭려률의 위치록 부드럼고 

긴 숨올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호용율 표현한다 

이 세 그풍이 각각의 양식으로 진앵하연서도 동시에 서로 자연스러웅 형태로 

어올리기 위해서 연주자의 배치와 짙이 활Z↑형의 악보용 사용현다 그 악보는 

〈예 6)과 같이 연주자의 위치톨 냐타내기도 하고 〈예 7)파 같이 오른쪽으로 진 

앵하는 공간적인 음의 주고받용율 표현하기도 하여 〈예 8)처럼 현 연주자의 시 

간척 추이릎 나타내기도 한다 

콕의 구성은 영숭사 당이 9충당이라는 것을 갑안하여 1총부터 9충까지의 9장 

에， 기반이 되는 바악(빠갓， 션주)과 욕대기의 상륨(얘1'1. 후주)이 첨가되어 11장 

으로 되었다 각 연주자가 갖는 시간적 경과， 싼각형의 그용이 나타내는 더용 큰 

용직잉， 그것이 나선형으로 한충한충 쌓여가며 9충에 걸쳐 소리률 만들어나간다 

이 공연은 용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왕냈지안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 명숭사 당 

융，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융악문화훌 꽃피게 했지안 전숭이 단절되어 현재에 

는 연주되지 않는 고대 악기얘 접옥시킨 것이다 북씬악기용 용뼈서 당시의 활각 

구총탕의 모습올 표현한， 고대의 시각적인 예술이 현대에서 갱각 예술로서 다시 

태어난 좋은 사례로， 기획자의 항상파， 작곡자， 음악감독， 용양당당자가 함께 빚 

어낸 신선한 무대로 멍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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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5) (엉승사 당공잉〉 의 배치도 〈예 6) 영쭈지의 위치에 따흔 악보 

。-

i 

〈얘 7 ) 쇼리의 진앵 앙영율 니티낸 악보 〈예 8 ) 연쭈지의 시간직 후이톨 나타낸 악보 

3) r돈횡비파보(었생끊원1t-)J의 복왼 연주회 

일본 국렵극장에서는 일본의 고악곡 복왼 연주회 및 복원악기용 사용한 창작 

곡 연주회 외에， 중국에서 안견왼 r돈황비파보(~엠짧;l1t)J융 해독하여 무대에 

융리는 작업도 해오고 있다 

r동황비파보j는 1899년 5원 26일 왕앤록(王fIjjq;)이 안견한 비파 악보로 한국 

에서도 장 알려진 악보이다 1905년 프항스 탕엉가 용 메리요가 이 악보용 구입 

하여 프랑스에 보냈고， 현재 파리 국링도서관에 보판되어 있다 1971년에는 파리 

국럽도서관에서 r AIRS DE TOUEN-HOUANGJ으로써 경문， 한시， 우보(양영)， 

비파보가 함째 출판되었다 

r돈앙비따보」는 발견 당시 해톡 용가능하다고 여겨졌으나 일본의 가가쿠의 전 

숭이 이 악보의 해톡의 영외가 되어 1938년정부터 하야시 겐조(f↓싸三)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8 이 악보에는 25곡이 수욕되어 있는데， 장흉(상아) 4년(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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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서사되었지안 곡의 대부분옹 당나라 말기에 유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하야시는 이 악보가 중국에서 방견원 비파보이지안 현재의 중국 비파보에 비 

추어서는 해독하기 어려운 반연에 일본의 비와(끓센 악보와 그 기보가 거의 비 

슷하다고 딴단하여 이용 용하여 혜옥융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25곡의 조현융 연구하여 세 그용으로 구분하었다 이흩 바탕으로 모 

든 곡융 역보하였는데， 그가 취한 역보 방엉은 r돈황비따보j의 1자를 1음으로 하 

여 옹의 골격올 악보에 표시하는 것이었다 한 예로서 제l그용의 세 번째 콕인 

〈정애악(때젊엇))의 원보와 해옥 악보툴 제시하연 〈예 9) 잊 〈예 10)과 같다 

일본외 고악기 및 용악 욕앤에 판한 고창 

제1그흉 1 品양， 2 퓨， 3 뼈효잊 4 뺏l뼈子 5 뻐子 6 암뻐子，7 1미子， 8 뺏어j 

T.9 앙IUI 子， 10 빼빼子 

재2그즙 11 H.12 뼈효잊 13 빼뼈子 앤江R ‘ 14 Il!매l子 15 뺏뻐子 ι‘!’‘ 

子‘ 16 ↑I1해子 fjI.쇄. 17 !:I해子‘ 18 >l<l!I子. 1 9 ~ 해얘r"~ 20 f!~1< ,1 

셰3그융 21 i!없 22 1IItØ:1t, 23 장1l! 24 f켜빠 25 >l<l!I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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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10) 하이시 건조의 r돈핑비피보J의 〈경얘익〉의 억보 

하야시외 연구는 r돈황비파보j의 혜옥올 처음 시도했고 여러 문재가 혜결되었 

다는 정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찌로 연주까지는 이르지 옷혔다 하야시의 연구월 

야당으로 이 악보용 역보하고 연주흩 시도한 이는 시바 스케야스이다 그는 총혜 

에 연구자즙 사이얘서안 중요시되었던 r돈황비파보j홈 음악얘호가동얘게도 인식 

시키기 위해셔 1982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악보용 역보하고 여러 악기 

로 연곡하여 다양한 앵태로 연주융 시도해 왔다 지금까지의 r돈황비파보」 욕왼 

악곡 연주회용 갱려하연 〈표 3)과 장다 

r돈황비파보」용 복원하여 연주하는 첫 무대는 1982년 3원에 열린 r서역의 용 

히치려키($찢) - 그 동족악기도 포항하여 j로， (경매악) (안곡자 세강생〉 

〈안곡자) (안곡자 싱사자) (안곡자 이주) (급곡자〉의 6곡이 연주외었다 공연의 

셰목에서 압 수 있듯이 일본의 히치리키와 아시아에 분포왼 풍족의 악기， 즉 겹 

서즙 가지고 있는 악기흉 연주하는 형태였는데， 구셰적으로는 중국외 판재앙주)‘ 

이란의 바라반{Balaban)， 터키의 에。) (Mey)가 그것이다 

공연융 기획， 쩨작한 기도 도시로에 의하연， 이 공연옹 실크로드와의 판겨1용 

고려하여 4총의 악기용 선택했는데， 일온과 그 악기의 알상지라고 일컬어지는 소 

아시아용 잇는 선 외에서 옴역， 용색 등에 각각 욕잭이 있는 것융 고흔 경파라고 

한다 일본의 히치리키와의 연판성이냐 유샤성올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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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국립극징의 r톤핑비피모j 옥원 익곡 연주회 일링 

풍연옐시 용연영 확4잉 악곡 사용원 북원 악기 

1982. 3 
서역의 용 히치려키(.111) 〈경얘악(l<종뺏) 혀'1려n 광자"， ut라반， 떼이{일홀‘ 

• 그 풍혹악기" 포함하여 의 6극 중국 서역의 여리쥬의 악기의 영주) 

1983.3 
레이가추t얘잊) 긍구(lÎi미 〈껑배악〉 연총 앙양 좌여리(1<'''혜) 엉종 
- 긍속의 g 의 6욕 청연f타악항주 형얘로 연공) 

1잊썼.3 
，.아가쿠 혹행왼 고대악기의 〈급호상운(앙m쩌 배소샤쿠하치 우 유에키 

영주 오늘 - 내일융 ifc'강하여 r,o) 외 Z곡 혀쳐 ~'I‘ 풍후. '1와‘ 환황 

1990.2 
71가쿠와 헤이가쿠 

〈경배악〉 외 6곡 
빼소 샤쿠하치‘ 퓨~키， 쭈‘ '1랴반， 

- 대g곡융 다양한 연주의 형대료 애이 싼악@주 형태흐 얻곡) 

쇼， 우‘ 혀치려카， 때이‘ 바라반， 

1996.7 
고외'"뼈의 쩍곡(Il!뼈)씩 

〈정에악〉 외 7용 
휴태키. 샤쿠하'1. 배소 꽁후‘ 

고대약71외 연주 완tI-. "1와 고등L 앙양.~풍 
자3t. 태고 (원현악 형얘g 연곡) 

온잉훈서(l'.<1Il文~n 와 〈수고자(*~子)) 
tζ 우. 히치핵 '1 ‘ 베이‘ 바라싼. 

1998.4 휴쩨키， 샤쿠하지. 빼소‘ 풍후‘ 
71가쿠(雅樂) ":il대악기외 연주 외 6곡 

원양 비와 고로 ,*If. ~용 자고 
가가쿠 천년 

(i1효상문〉 
iζ 우， 히치리키 에이‘ 바라반 

2000‘ 6 - 당시 포시얘셔 유행환 것 
와 5곡 

휴에키 샤쿠하치，얘소 공후 
설크로드혜서 청창 원으로 한앙 '1와 고동 양양 융종 자고 

본의 히치리키에는 없는 특색을 추구 

한 것이다 가가쿠 역사의 혼적올 찾 

는 것이 옥척이 아니라 현재 가가쿠 

에는 없는 것올 찾는 것이 이 공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피리 동 아 

시아의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동족의 악기가 않이 제외되었다 

r돈황비파보j는 비파(일본영 비와) 

의 악보잉에도 불구하고 히치리키 류 

의 한악기로 연주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기는데， 기획자인 기도 도시로와 

복원자인 시바 스케야스에 의하연， 

가가쿠에서 사용하는 비와는 현악기 

。1지안 현재는 선율악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을 생각하지 않으연 

안 되는 연주회에서 비와의 독주는 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악보륜 처음에는 하야시 제조와 갇이 융을 그대로 역보한 후i 이용 바탕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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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 ) r서역의 옴 • • J W*렛 요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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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융올 만들고 이것올 히치리키와 

동족의 악기로 연주하게 한 것이다 

다음 해인 1983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r돈황비따보」의 곡올 금속타악 

기로 연주하는 공연 r레이가쿠(f~ 

뽕) 금구(金0 ) 급속의 음 - JO] 
열었다 여기서는 연종， 앙향， 좌따 

리(l!iil: fll ， 12개의 크기가 다른 금 

속주발)， 엉총， 청판이 사용되었는 

데， 연총과 방향， 좌파리는 선올올 

연주하고， 엉총과 철판은 리등올 안 

들어나갔다 현재 좌파리， 범종， 철 

딴은 불교옴악에서 사용되끄 있지 

만， 연종과 땅향은 이 연주회률 위 

해서 복원한 악기이다 

〈예 12) 1983년에 옥원원 연종 

연종은 전용적으로 일본에서 사용왼 예는 잦아보기 힘들지만 중국의 악기로 

당에서도 연주되었고， 당의 음악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주회에서 

복원하여 사용한 것이다 연종은 정창원에는 보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연중올 창고로 하였고， 옵률은 일본의 당악과 갇이 하였다 아랫줄에는 총융 7개， 

윗중에 9개률 알았다 9 현재 일본에는 닛코(8光) 동조궁(짜B!l홉)에 연종이 한 틀 

보판되어 있는데， 그것은 17세기 중반에 조선통신사에 의해서 천해진 것이다 

1988년에는 배소， 샤쿠하치， 우， 류테키， 히치리키， 공후， 비와， 완함릅 사용하 

여 다양한 관악기와 현악기의 합주형태룡， 1990년에는 배소 샤쿠하치， 류태키， 

우와 더불어 이란의 바라반과 터키의 에이용 첨가하여 관악합주 형태로 연주하 

였다 1996년부터는 r돈황비와보j 수록곡올 판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함께 하는 

판현악 형태로 연곡하여 연주하고 있다 

앞서 양했듯이 일온 국립극장의 연주틀 위한 r동항비파보j의 복원 작업은 시 

바 스케야스가 해오고 있다 그의 복원 정차륭 r돈황비파보」의 〈경애악〉을 예로 

틀어 성영하연 다음과 같고， 그 과정올 악보로서 예로 를연 〈예 13 )과 같다 

첫째 ，돈황비파보j의 비파의 기보엽이 현재의 일본 가가쿠의 비와 기보법과 

’ 아랫충 오흔욕우터 왼학으로 B, C. ci. d. dø. c. f 윗종 인쪽부터 오흩쪽으」강 {’, g, g~ 
a. a#. b. c'. c'#. 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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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l 용영융 명기한 악보 비와의 원아얘)파 이용 바탕으로 한 주션융(외) 

〈예 13) 시비 스커 야스의 r돈핑비피보j의 〈경애악〉의 옥원 과정 

거의 일치하므로 r돈황비따보j의 비파 기보훌 일본의 비와 기보로 바꾼다 

울째， 일본의 비와 기보로 나타낸 악보를 바땅으로 죠현볍올 연구하여， 각 음 

이 헨행의 연주기법으로 보연 어떤 음을 나타내는지용 조사하여 G, C#’ A 풍으 

로앵기한다 

셋째， 비와선융을 오선보로 역보하여 。}랫단에 표기하고， 윗단에는 역보한 비 

와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주선융융 안든다 주선융은 비와션융올 펀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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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디까지냐 연주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넷째， 주션율을 바당으로 여러 악기의 악보로 연곡한다 〈예 13)에서 마지악의 

총보률 보연 옛중부터， 쇼 우 히치리키， 바라반， 에이， 휴테키， 샤쿠하치， 얘소， 

공후， 완함， 고동 "1와， 방향‘ 용종， 자고， 태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올 용해서 욕앤왼 r돈함"1와보j 악곡의 연주회 모습을 창고로 제 

-_ ....... 1"".'’ , .... " ••• ‘. 
"li.i!I J; -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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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선율을 비팅으로 여러 악기로 연곡인 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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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애이 바라안 

공"" 
<1치리키 
비와 

쇼 

태고 

우 

방양 
얘소 샤쿠하치 유태키 

완항 고토 자고 

엉익시) 

시하면 〈예 14 )와 같다 연주는 가가쿠 연주단체인 영악사(염앗용)로 복원 악곡 

연주는 주로 이 실내악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앞줄은 완함， 고동 자고， 비 

와， 공후이고‘ 두 번째 출은 애소， 샤쿠하치， 류테키， 우， 쇼， 히치리키， 메이， 바라 

반이며， 뒷줄은 망향， 태고， 융종의 모습이다 

창고로， (예 1 4 )의 연주 모융과 비교하기 위해서 에이안시대(794냐 185) 알기 

의 연주모습올 당은 r신서고악도(펌펀古찢圖)J를 〈예 1 5)에 소개한다 

〈예 '4) 옥윈악기에 의언 r톤횡비파모J의 옥영연주희(연주 

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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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알 

〈예 15} r신서고악도( 1Ai!j古잊111 1 ， 의 연주오습 

.w 
k 

이 글은 일본의 고악기 및 음악 복왼에 판해서 일본 국컵극장을 중싱으로 살여 

본것이다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는 일본 고대 악기에 대한 조사는 19세기 말부터 일부 악 

기에 한하여 이 쿠어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1 920년에 착수되었다 이후 1948년부 

터 5년간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악기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측도의 기측 

과 녹음작업도 행해졌다 이 조사흉 바탕으로 악기의 복원이 시도휠 수 있었고， 

당시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악기의 성능이 새롭게 이해도1는 퉁 많은 성파플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악기복원옹 소리를 내는 도구인 ‘악기’로서의 복원 

이라기보다는 정창원 악기의 외견의 재현에 중접을 두었기 때문에 ‘미숭공예용’ 

척이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연주를 위한 악기 복씬은 일본 국립극장의 끄악기 

복원 사업이 시작되연서 그 의미릉 갖게 되었다 

일본 국립극장은 1975년부터 레이기쿠(1'유찢)라고 볼라는 응악운동의 일환으로 

고대 악기 및 악곡올 복원해 오고 있다 고대 악기는 현재까지 20종이 녕게 복원 

되었는데， 그 작업용 종래의 정창원 조사를 바탕으로 하되 이전과는 다른 시점에 

서 이루어졌다 정창원 악기의 현 상태를 그대로 오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지시 

대 수리 。1천의 원 상태를 고증하여 복원 제작하였고， 연주에 필요 없는 장식응 

과강히 생략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원왼 악기는 1975년 이후 지금까지 국컵극장 

의 무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고 있다 

고대 악기의 복원과 더물어 일본 국립극장에서는 오늘날 연주 전숭이 단절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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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음악， 즉 엔가쿠(훌옛)의 복원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다 선숭이 단절왼 음악은 

고악보의 해옥으로 그 모습올 추쩡한 수 있는데， 일본에는 황실의 문서 및 문헌 

보판소인 궁내청 서풍부(낀왕部)와 국회도서판， 여러 악7)j짧家) 풍에 수많옹 고 

악보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원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메이지시대 이션의 

일본음악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각 처에 전하고 있는 고악보를 수집， 

복원하여 무대화시키는 작업올 해왔다 옛 음악 자료에 의해서 당시의 음악 구조 

를 추정하고 중국올 시작으로 외래에서 수입한 음악과 그것을 어떻게 일본화시 

켰는가라고 하는 일본문화의 근본에 판계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엔가쿠 

복왼 연주의 취지이다 

끄대 악곡의 복원 공연은 일본의 고악보뿐 아니라 중국에서 발견왼 r돈황비따 

보뼈:!~표활염)J흉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r돈황비파보j는 중국의 비파 악보이 

지안 현전δF는 일본의 비와 악보와 그 기보가 거의 통일하기 때문에 일본연구자 

틀 사이에서 이흡 해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링극장의 고음악 복원 

은 연구가 아닌 관객을 위한 무대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해옥방법 

과는 다르게， 즉 오늘날의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제작하는 데에 중 

점올 두었다 이러한 파정올 흥하여 복원왼 r돈황비파보」의 악곡은 판악독주‘ 판 

악합주， 판현악합주 퉁 여러 연주형태로 우대에 용혀지고 있다 

일본 국렵극장에서는 복원악기를 사용한 창작곡 연주회도 환방하게 진행해오 

끄 있다 30여 년 동안 많은 작곡가들에게 작용올 위촉하여 애년 1-2회씩 공연올 

이어오고 있는데， 자유로운 발상과 신선한 기획으로 다양한 무대가 연출되었다 

공연 프로그랩에는 복원악기의 제작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을도 고대 일본인이 애호했던 악기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원악기륜 사용한 초기의 창작옹악 연주회에서는 복원악기흘 강조한 공 

연이 주를 。1루었으나 이후 다양한 작풍올 무대에 용리연서 복현악기는 실험적 

인 단계룡 넙어 전통악기의 하나로서 자리휠 잡아오고 있다 복왼악기를 사용하 

는 이러한 공연이 애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이미 관객에게 수용되고 있 

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복원왼 고대 악기 및 약콕의 현대화 가놓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것이라 힐 수 있다 

일본 국립극장의 ‘복원 에 대한 앙향성은 파거로의 회귀나 옛 음악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어우러지는 우대툴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작업은 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연구자와 악기제작자， 연주자， 작곡가， 

미술， 무용， 응향， 초앵， 무대감독의 끊임없는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소리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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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악기와 단철왼 악곡에 소리용 부여하는 복원 작염옹 일본 션용음악 전숭의 

흉융 냉히고 그 얘력옹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흘 마련하고 있고， 위촉작풍올 용한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용혀지연서 앞으로의 복원 연주공연의 가놓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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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Ancient Japan: 

With Emphasis o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Lee, Ji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construction of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ancient Japan,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A survey of musical instruments of ancient Japan in Shosoin (remains 

room of Japanese Royal fam ily) sta r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made progress in regular survey and study in 1948. As a resul t of these 

efforts, several musical instruments were reconstructed. However, it 

reconstructed artistic handicrafts for the most part since it put emphasis 

on the external appearance only. Therefore, the reconstruction of musical 

instruments per se started with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has reconstructed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f ancient Japan from 1975. From now, about 20 kinds of 

ancient musica l instruments were reconstructed and used in va riOliS 

performances. With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musical instruments, the 

National 111eatre of Japan continues to give reconstruction concerts of 

ancient music broken off in its transmission. The reconstructed ancient 

music includes DUII/wallg Pipa Scores discovered in China as wel 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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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ancient musical scores. Furthermore, they are offering concerts 

of newly composed music using reconstructed musical instruments. They 

entrusted works to a lot of composers for about 30 years and have 

performed one or two times every year. They produced various 

performances with liberal ideas and fresh planning. 

The purpose of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in 'Reconstruction' is to 

'create' performances harmonized with modem society, neither to go back 

to the past nor to reproduce music of ancient Japan as it is. Therefore, the 

project is realized by a con tinuous cooperation coordinated by the 

planner, among researchers and manufacturers of musical instruments, 

performers, composers and artists in such areas as fine arts, dance, sound, 

illumination and stage direction. The reconstruction work giving sound to 

musical instrumen ts that have lost sound and musical scores broken off 

in their transmission has enlarged the scope of transmitting Japanese 

traditional music and has contributed to the discovery of its channs. 

Reconstruction music performances will have bigger possibili ty in the 

future accordi ng as various perfo rmances of entrusted works are 

produced more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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