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역〉 

친(琴) 음악 첸수(傳受)의 변천 

- 고대 친(琴)류 악기 전승 방법에 대한 민족음악학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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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吳 文 光1)

송 혜 진 譯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본 연구는 민족음악학 방법론에 바탕올 둔 중국 친(琴) 음악의 전승에 대한 논의이 

다. 본고에서는 첫째， 악기 연주방법을 결정짓는 악기의 체제， 둘째 친 음악의 전숭올 

구전(口傳)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친(琴) 합자보(合字讀)의 창안， 셋째 친 음악의 보존 

과 발전올 조망하는데 필요한 고대와 현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친 음악문화의 두드러진 특정들은 글 이외에 사진과 그림을 통해 더 생 

생하게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여러 가지 상세한 친 연주 기법과 친보(琴護) 

얽는 방법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1. 친(琴) 음악 전수(傳受)으| 변천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고대 친(琴)은 공자(孔子 ; 551 -479 B.C.) 시대부터 아니， 

1) 민족음악학 박사， 중국 중앙음악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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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 문명의 여명기부터 전수되어 오고 있으니 ...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올까? 

어떤 방식을 통해 일찍부터 친 음악 전수가 가능했으며，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의 상 

황올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는 이러한 전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 

이 곧 이 연구서의 주요 논제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 악기의 이름은 친(琴 Qin 또는 Ch'in) 이다. 철현으로 된 이 친은 대개 테이블 

(보기 l.a, l.b 참조) 위에 수평으로 놓고 손으로 틀어 소리를 낸다. 친은 중국 5음계 

에 따라 조율되지만 음계가 고정되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연주 방법은 개방현올 그대 

로 뜸어내는 산음(散音)과 하모닉스(hannonics) 주법으로 연주하는 범음(廷音)， 미끌 

어지듯 글리산도(glissando) 방식으로 연주하는 안활음(按淸音) 둥인데 이중에서 왼손 

의 활공주법(消空奏法 gliding mo디on)이 오늘날 친 연주의 주요한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접근올 위해서는 친 음악문화를 악기 체제의 표준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악기의 체제는 친 음악의 전수 방법에 주된 영향을 미치며 악 

기 연주방법의 변화가 곧 음악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대(現代)는 친의 

전통과， 전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다루는데 필요한 시대 

이다. 

1. 친의 악기체제가 표훈화되기 이전 단계 

“친 체제의 표준화”란 개념은 친이 오늘날의 것(보기 2a & 2b를 보시오)과 같아지 

는 시 기 에 도 적용된다.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이미 서 한(西漢 ; 206 B.C. -25 AD) 

시대가 아닌， 동한(東漢 ; 25 AD 이전) 이전의 친 2대가 1970년대에 호남(湖南)파 호 

북(湖北)지방에서 발굴되었다(보기 3g, 3b & 4a, 4b). 호남지방의 친은 서한(西漢) 시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호북지방에서 발굴된 것은 전국(戰國)시대 (475-221 B.CJ의 

것이다. 악기의 구조학적 관점에서 관찰해 본다면， 이 두대의 친은 오늘날의 친과는 

매우 다르다. 즉 현대 것에 비해 크기가 작고， 길이가 짧으며， 복판이 구부러진데다 

공명통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체제가 매우 낯셜다. 그리고 이 친들은 오늘날의 친 

에 부착되어 있는 휘(徵)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악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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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훌 테면 두 대의 친이 오늘날 친과 직접 

척으로 관련이 있는 원형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악기들이 

중국 남부지방의 양식이라거나， 혹은 당시 실재했던 친과 달리 특별한 제의(聚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친들은 서한(西漢)과 전국시대 

의 것으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친들이 현행 친의 원형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악기의 체제는 통한(東漢)이전 시대의 친 연주연습(뜯는 방법과 왼손 손 

가락 사용， 만일 하나라도 있었다면 기보법 둥둥올 포함하여)은 후대와는 아주 다를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고대의 친 음악 문화 양식과 기능율 탐색해 보고 동시에 전수 

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1) 맹 인악사 고(홈)와 궁정 악사 사(師)에 의 한 친 옴악문화 

친과 그 음악의 유래가 비록 옛날에 유실되긴 했으나 이 주제와 관련된 몇몇 증거 

들이 아직 남아 있다.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친올 창안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전셜적인 순제(舞帝)이다. 순제는 오현친을 연주했고， 오현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11'史記.11 ). 순제의 아버지인 고수(홈훨)는 필시 장님악사였으리라고 생각 

된다. 고(홈)라는 말은 장님이라는 뜻 뿐만 아니라 장님악사라는 뜻올 내포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동한(東漢) 이전 시대의 대다수의 궁정 악사들이 장님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모든 궁정악사들이 장님이었다거나 또는 장님은 모두 악사가 되어야했 

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 점은 고문헌상에서 실질적인 혼돈올 야기한다. 예를 

들면， 사연(師延)이나 사광(師購)， 사연(師消)， 사양(師훌) 둥과 같이 ‘사(師)’라는 이름 

이 붙은 악사들 중에서 누가 장님이었고 누가 아니었는지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고(홈)나 사(師)는 모두 궁정음악의 악장이었는데 사(師)는 분명히 기 

악 연주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고(홈)는 아마도 기악연주자가 아닌 

성악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주 시대에는 사(師)와 고(聲)의 서열이 모 

두 궁정악사들 중 중간쯤에 속했다. 

고(홉)와 사(師)의 친 음악은 고대 궁정용악 문화 양식파 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또 

다 기능적이었다. 이들이 통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주를 들려주거나 왕족과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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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들을 가르치는 엄무(r周禮』 참조)외에 다옴 특정적인 친 음악 문화 두 가지는 

여기에서 거론해 봄직하다. 그것은 곧 인간 본연올 위한 음악 그리고 초자연적인 혹 

은 상징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한 옴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0'史記』에 

“명 인 광(難 ; 즉 사광師顆)은 친을 끌어당져 앉지 않올 수 없었다. 그리고 연주 

롤 시작했다. 팡이 첫 연주를 하자 회랑 문 앞에 검은 학 16마리가 내려와 앉았다. 

그가 두 번째 연주를 하자 그 학들은 목올 길게 빼고 울더니 이옥고 날개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 사광은 말했다. ‘그래， 그 옛날 거기서 黃帝는 수많은 귀신 

과 영령들을 불러들였었지. 그러나 너희들에게 우리 전하의 덕과 정의롤 들려 주 

기에는 이 음악에 모자람이 많구나. 셜사 너회들이 그것올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사라져 버리고 말텐데 ….’ 

평공(平公)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음악올 무척 사랑한다네. 이 콕조 

를 듣고 싶구려.’라고 하자 사광은 친올 끌어 당겨 안고 악기를 연주했다. 그가 한곡 

을 연주했올 때 남서쪽에서 흰 구름이 올라왔고 다른 한 곡올 연주하자 태풍이 일었 

으며 지붕에서는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고 급류가 훌러 내렸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 평공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 입구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이후 진나라는 3년 

간이나 계속 땅을 태우는 가뭄으로 시달렸다(0'史記.Jl， 제24장， Van Gulik’ s 번역. 

‘ I'Lore of the αúnese L따e， pp. 144에서 발혜 ).2) 

2) 우훤광 교수가 인용한 이 글은 부훈척으로 인용되어 전체적인 이해롤 돕기에 부족함이 
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呂基鉉 編譯 『中國古代樂論~(서울 : 태학사， 1995), 216-18쪽에 
서 해당 내용 전문올 인용하였다. 
“무엇을 일러 好흡이라 하는가? 옛날에 衛나라 훌公이 륨나라로 가다 복수(樓水)에 이르 
러 수레률 풀고 말을 쉬게 하고는 잠잘 곳올 설치하였다. 야밤에 新聲올 연주하는 것올 
듣고는 기뻐하였다. 몇사랍으로 하여금 방향좌우(旁쨌左右)률 묻게 하였으나 모두가 들리 

는 곳이 없다고 아뢰었다. 이에 사연올 불러 말하기를 ‘신성을 연주하는 자가 있어 몇사 
랍으로 하여금 방향화우를 묻게 하였으나 모두 들리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 형상은 마 
치 귀신과 같으니， 그대는 나률 위하여 듣고， 그것을 模寫해 보라.’고 하니， 사연이 말하기 
를 ‘좋습니다’고 하였다. 이어 조용히 앉아 친올 어루만지며 그것을 모사하였다. 사연이 
다음날 아뢰기를 ‘신이 그것올 얻었으나 아직 연습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하룻밤 
다시 그것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고 하자， 영공이 ‘좋다’고 허락하였다. 이어 다시 하룻 

밤 연습하였다. 다음날 그것을 익히고는 드디어 (영공과 더불어) 진나라로 떠났다. 진나라 
평공이 施홍의 臺에서 술올 바쳤다. 술이 무르익자 영공이 일어나 말하기를 ‘신성이 있으 
니 원컨대 연주하여 보여주고자 합니다’고 하자， 평공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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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은 사랍과 자연 사이의 상징적인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과 불 

가사의한 힘 사이의 매개체임올 시사한다. 위의 이야기속에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 

음은 분명하다. 

고(홈)와 사(師)의 친 음악문화가 갖는 이중적인 기능성은 그것의 전수 방법올 제 

시해 줄런지도 모른다. 전수에 관한 첫번째 접근방법은 인간올 위한 음악이 음악가의 

청음 능력과 음악적 기억력올 훈련시켰으리라는 점이다. 다음 이야기역시 사마천(135 

-93? B.C. , Ii"史記』 의 저자)이 기 록한 것이 다. 

연을 불러 사광의 옆에 앉기를 명령하였다. (사연이) 거문고를 끌어다 연주하자， 끝나기도 
전에 師購이 사연의 손을 멈추게 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亡國의 소리(聲)이니 끝낼 수 없 

습니다’고 하였다. 평공이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이것은 師
延이 만든 것으로 約王올 위해 만든 廢廳之樂입니다.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는데 이르러서 
는 사연이 동쪽으로 달아나 복수에 이르러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를 

듣는 자는 반드시 복수의 가(‘홈)에 있을 겁입니다. 먼저 이 소리를 듣는 자는 그 나라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마칠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자， 평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좋아하는 음이니 그대는 그것을 마치도록 하여라，’고 하여 사연이 그 곡을 마침내 

연주하여 마쳤다. 
명공이 사광에게 묻기률 ‘이것은 소위 어떤 소리인가’ 하자 사광이 대답하여 말하기률 ‘이 
것은 소위 〈淸商>입니다.’고 하자 평공이 ‘<淸商〉은 본디 가장 슬픈가?’고 묻자， 사팡이 
대답하기를 ‘〈淸徵>만 못합니다’고 하였다. 명공이 말하기를 ‘〈淸徵>을 얻어 들올 수 있 
겠는가’고 묻자， 사광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옛날에 〈淸徵〉올 듣는 사랍은 모두가 德
義가 있는 君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君은 덕이 앓어 듣기에 부족합니다.’고 하였다 I영 
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좋아하는 音이니 바라건대 시험삼아 듣고자 한다.’고 하자 사광은 
부득이 거문고를 끌어다 연주하였다. 한 번 연주하자 玄觀 二八(16)마리가 남방으로부터 

와서 행랑 문의 지붕 끝에 모였다. 두 번 연주하자 나란히 열율 지었다. 세 번 연주하자 
목올 늘이어 울면서， 날개를 펼치어 춤올 추었다. 훔 중의 宮商 소리는 하늘에서 들리었 
다. 명공이 크게 기뻐하였고， 앉아 있던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명공이 술잔을 들고 
일어나 사광올 위하여 건배를 하였다. 
좌중에서 돌아와 묻기를 ‘〈淸徵〉보다 더 슬픈 것은 없는가?’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淸角〉만 못합니다.’고 대답하자， 평공이 말하기률 ‘〈淸角〉올 얻어 돌을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사광이 대답하기를 ‘불가합니다. 옛날에 황제가 태산에서 귀신과 합치었고， 수레 
象車와 여섯 마리 交龍이 畢方으로부터 옆에 끼고 총괄하였고， 뿔尤(치우)가 앞으로 나와 
있었고， 凰伯이 나와 청소를 하였으며 雨師가 길올 깨끗하게 닦았으며， 호랑이와 시량이 
가 앞에 있었고， 귀신이 뒤에 있었으며， 하늘로 오르던 뱀이 땅에 엎드리었으며， 봉황이 
위를 엎었으며， 귀신에 크게 합치어 〈淸角〉올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군은 덕이 짧어 그 

것올 듣기에 부족합니다. 장차 敗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평공이 말했다. ‘과인 
은 늙었다. 음을 좋아하니 바라건데， 그것을 듣고 싶도다’고 하였다. 사광이 부득이 그것 
을 연주하였다. 한 번 연주하자 玄雲이 서북방으로부터 일어났고， 두 번 연주하자 大風이 
이르렀고， 大雨가 그 뒤를 따랐으며， 장막올 찢고， 제기(姐豆)를 파괴하였으며， 지붕의 기 

와률 날려버렸으며，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평공은 두렵고 무서워 행랑 사이에 
엎어져 있었다. 진나라는 크게 가뭄이 들고， 땅위의 생물이 모두 고사하여 삼년간 계속되 

었다. 펑공의 몸은 드디어 큰 병에 걸렸다. 그러므로 ‘정치를 듣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오 
음을 좋아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몸올 곤궁케 하는 일일 뿐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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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衛)나라의 영공(훌公)이 진나라롤 여행할 때였다. 그가 복수(續水)에 이르러 

쉬고 있었는데 한 밤중에 어디선가 친올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수행원돌에 

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 

였다. 그러자 공작은 명인 연(消)을 불러 말했다. ‘나는 분명 친 소리를 들었건만 

신하들에게 물으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것은 아 

마 귀신이 연주한 듯 하구나. 그것올 잘 듣고 부디 날 위해 친으로 그 소리률 들 

려주었으면 한다.…’(Van Gulik ’s 번역 ， Lore of the Chinese Lute, pp. 143에서 발 

혜， 마지막 문장의 원역은 ‘날 위해 이 곡조를 써다오’임. 이는 중국어 원문에 있는 

‘聽而寫之’에서 벗어난다. 이 문맥에서 ‘寫’의 문어적 의미가 ‘記述， 쓰기’라는 뜻이 

라 하더라도 이는 ‘연주하다， 모방하다’의 유사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사 

훌후， 영공이 바란대로 사광온 콕을 연주하였다 

이 얼마나 뛰어난 청음 실력인가! 전수에 있어 두번째 접근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고(聲)와 사(師)들이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는 의무 이외에 

본인들 사이에 음악을 구전시키는 전통이 있었음올 상기시켜 준다. 그렇지 않으면 어 

떻게 고(聲)와 사(師)가 몇 세대를 두고 최고의 궁정 악사들이 되었겠는가? 이에 관 

한 역사적인 단서는 전혀 없는 형편이지만 친 음악의 전수는 반드시 음악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주술적인 것이라는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2) 선비와 관리， 그리고 평민들의 친 읍악 문화 

공자는 한때 사양(師覆)으로부터 친올 배웠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당시 궁중 악사 

들과 일반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관리들과 지식충， 일반 

인들은 전문 음악인들로부터 친 연주하는 것올 배우고 있었으며 물론， 그들끼리 스스 

로 배움올 주고 받기도 했다Ii'예기(禮記).!l에는 선비들은 항상 친과 슬을 지니고 있 

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점은 친의 폭넓은 보급올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두말활 나위없이 이들 사이에서 수용되었던 친 음악 양식은 더욱 인간적이고， 민속적 

• 형상적이며 또한 자기 수양적이거나 자기 표현적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알려진 실례는 『呂民春秋.!l (ca, 239 B.C.)와 『列子』에 수록된 伯

牙와 鍾子期라 불리운 친 명인들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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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는 뛰어난 친 명인이었고 종자기는 그의 연주률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팬 

이었다. 친올 연주하는 동안 백아는 높은 산에 오르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종자 

기는 ‘아! 대단하도다. 太山과 같은 느낌올 주는구나’ 라고 말올 하였다. 그런가 하 

면 백아가 친올 연주하면서 흐르는 시뱃물을 생각하노라면 종자기는 ‘훌륭하고 훌 

흉하도다. 강과 뱃물처럼 넓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둥， 종자기는 백아가 생각 

하는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알아차렸다 ... "(같은 책， pp. 93) 

위의 이야기에 의하면 친 음악은 周왕조 때에 이미 악기로 연주할만큼 매우 발달해 

있었으며， 또한 독주 장르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동한(東漢)시대 이전의 두 가지 친이 발굴된 이후 몇 가지 의문이 

생겨난다. 그 의문들은 곧 ‘독주 형태는 어떤 것이었올까?’ 그리고 ‘그때 연주되던 악 

기가 발굴품들과 비슷한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오늘날의 것과 유사한 것인지 ... ?’ 이런 

의문들은 모호할 뿐이다. 

이같은 문제들올 제쳐 놓고 친 음악의 연주 장르가 성악 전통과 함께 자리 잡았올 

가능성올 살펴보기로 하자. 일찍이 친 음악의 대다수가 성악 공연과 함께 연주되었다 

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현가(鉉歌)라는 용어는 『論語』를 비롯한 다 

른 중국 고전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곧 ‘현악기(즉， 琴 또는 鉉) 반주에 맞추 

어 노래하는 것’의 동의어인 셈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반주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 제 

례 방식이건 민속 음악이었건 또는 순수한 자기 수양 형식이었건간에 친(琴) 옵악 문 

화 기능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반주 양식과 연주기법은 어떤 것이었으며 

음악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세한 사항들올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발굴된 그 2 

대의 친은 우리를 또다시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 

2. 악기 체제 표준화 이후 단계 

초기 서한(西漢) 시대까지만 해도 친 음악 문화는 아직 이전 시대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한무제(漢武帝) 재위 기간에 유교가 급속하게 퍼져 국시(國是)가 되자， 음악도 

유교의 교리를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옴악 문화는 유교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다. 장 

건(張賽)이 이룩한 실크로드를 통해 비(非) 한족(漢族) 즉， 중국 북부와 서부에 살았 

던 이민족들의 음악이 중앙 대평원(황하 중부 및 이남)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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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체제 및 그 옴악에 영향올 주었으리라 추측되며， 친 체제의 표준화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교에서의 자기 수양이라는 음악적 기능과 구조적 독자성 - 친은 활공 

주법올 주로 사용한다는 점 외에， 여타의 친 종류 중 새로운 음계를 가진 악기들과. 

다르다 - 올 절충시켜줄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친 연주법은 산음(散音) 기법 외에 줄 위를 누르고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둥의 다양한 방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왼손 운지법의 발달은 친으로 성악올 

모방하는 것올 용이하게 하여 친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개선시켰다. 이 이론은 친이 

패 (fret)와 경판(顆板;neck-board) 이동 가농한 안족올 갖지 않고도 중국역사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는 지를 설명해 준다. 

1) 친의 연주 기법과 기보법의 발달 

학문적으로， 친 체제의 표준화는 아직 오리무중이라 하더라도 통한(東漢)과 위(鍵) 

왕조의 문학작품에는 친 운지법(運指法)에 관련된 표현들이 률어있다. 채용(蔡월 ; 

132-192)은 그의 『친부(琴騙).1]에서 “오른손이 악기 주변올 웅직이는 동안 왼손은 위 

아래로‘왔다갔다 한다라고 적고 있다(1'琴曲集成.!I V. 5, 1980, P. 386). 또 하나의 뛰 

어난 문학자이자 친 명인인 혜강(抽康 ; 껑3-263)은 그의 琴戰에서 “홉 . .f훌 .ß~. 

혐I 뭘 . 뿔 ._. DlJ" 둥과 같이 8개의 운지법 용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처옴 4글자는 오른손 주법올 다음 4글자는 왼손 주법올 가리킨다고 한다. 그 

러나 친 운지법의 발달이 곧 친 기보법의 탄생올 초래하지는 않았다. 친 연주 기법은 

한 왕조와 위 · 진(鍵 • 뽑 220-420) 시대를 거쳐 남북조(南北朝 ; 420-589) 시대가 

될 때까지 구전되었던 것 같다. 이같은 긴 시간동안 예를 들어 전형적인 유교주의적 

슬로건인 ‘琴者禁也’와 같은 주장을 하는 친 음악 문화 영역안에서 유교주의 교리가 

유력한 이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올지라도 실질적으로 문화는 여전히 다기능적인 

것이었다. 친은 相和歌(한 왕조를 풍미했던 춤곡의 한 장르)와 청상악(淸商樂 ; 남북 

조 시대의 춤곡)과 같은 새로운 장르를 연주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들 새로운 민요 장 

르는， 악보로 남겨져 이 노래들올 보존할 수 있게 한 친 악보 기법이 창안됨에 따라 

서 훗날 친 연주 곡목의 일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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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송 나라(宋朝， 960-1279)와 옛날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太音大全"(ca.

1413)과 같은 관련된 자료들에 따르면 친 기보법은 춘추시대(770-423 B.C'>에 태어 

난 Yong Menzhou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어 남북조 시대때 태어난 간lang Fu가 그것 

올 새로운 형태로 창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송 나라 초기에서의 기록에 

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Yong Menzhou7} 고 

안한 기보법이 있었다는 것 좀 회의적이며 만일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날의 것과는 전연 다른 방식이었을 것이다. 간lang Fu가 기보법과 관련된 작업올 했 

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전후관계를 따져볼 때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남북 

조 시대에는 친의 기보법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隨 ; 581-618)에서 당(庸 ; 618-

907)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야리(趙椰利， 563-639)는 구명(표明， 493-590, ex. 1 참 

조. 진품은 일본에 있음)에 “編石調 뼈蘭”의 문자보(文字諸)를 물려 받았음직한 언어 

묘사 방식의 관련성올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유(費柔 ; 약 後庸)가 합자보 형식을 

고안했고，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감자보(減字濟)를 창안하였다(보기 2 

창조). 

감자보(減字灌)를 도표 1올 기준으로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친악보 기보법 상 

에 나타나는 두 가지 減字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청’이 주 기호인데， 이것은 주요한 

기록이며 기본적으로 톰어서 연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盛·효야빼루쳐” 

과 같은 기호들이다. 큰 글자 뒤에 있는 작은 부호들은 모든 종류의 농현， 안활음(按 

網音) 기법 및 운지법올 가리킨다. 보통 완전한 글자는 4부분으로 분리되는데， 이것들 

은 보통 4개 부분， 즉 위 · 아래 • 왼쪽 • 오른쪽이다. 예를 들면 오른손 운지법올 위한 

촉· 薦은 간자(簡字)의 위쪽 중앙에 쓰며， 木 .R. 깐 • 丁은 간자(簡字)의 중앙 아래 

쪽에 쓴다. 줄을 누르는 손을 표시한 大. 1 .中. !7 .足 둥은 간지의 왼쪽 상단에 

쓰며， 휘(微)를 짚는 ... 豆와 같은 표시는 f 가 왼쪽에 부가된 간자(簡字)의 위쪽 중 

앙에 표시된다 현의 숫자는 낀 · 켠 · 니 둥의 기호 안쪽에 중국어 활자체를 활용한다. 
기타 좀더 작은 표기들은 종종 전체를 다 쓴 큰 簡字를 따른다. 만약 음악이나 연주 

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표기들은 항상 기본 간자 아래에 보다 작게 표기한 

다(簡字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표시 목록은 부록 참조). 

감자보(減字讀)의 기보체계는 친 음악의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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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보는 친 연주의 특정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적 전통에 걸맞는 것이기도 

하다. 정확한 리듬섯가를 부여하지 않은채 손가락 위치와 동작만올 표시하는 것이 감 

자보의 주요 특정이다. 만약 현재까지 전숭되는 전통올 따르지 않고 갑자보에 따라 

작품올 연주한다면 본래와 다른 재창조의 과정올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타보

(打漫)라고 불리운다. 타보는 관념적 · 미학적 그리고 옴악적 창조 관점에서 볼 때 연 

주자와 고악보 사이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부여해 준다. 만일 친 연주자의 타보가 문 

자적 {characteristic}이고 문체적 (stylisti미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양식으로 인식될 것이 

다. 또한， 이것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창조되고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친 합자보 

가 고안된 이래 친 음악올 교육하는 방법이 변화하였고 이 변화는 또한 구전뿐만 아 

니라 기보률 통해 전승된 친 음악 문화의 본질에 영향올 끼쳤다. 

2) 현대 중국의 친(琴) 전수(傳受) 

현대 사회에 있어서 친 옵악 문화에 대한 도전은 다양한 양상올 띠고 있으며 이는 

전통올 변화하게끔 만들고 있다. 지친부터 이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정들 

올 살펴보기로 하자. 

가. 음악원 내의 친 과정 (Course) 설립 

1950년대 중반， 중국 본토에 있는 주요 음악학교에 친(琴) 과정이 설립되었다. 그로 

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조치가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19세기 후반과 친세기 초이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친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보폰과 전수， 확인， 그리고 연구 목적올 위해서， 친 음 

악을 보전하고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 당대 전문 친 옴악인 층올 강조한 것은 분명 

히 필요한 일이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50년대에 취한 이 조치의 구조적 의미는 명 

백하며， 50년대부터 지친까지 2대에 걸쳐 음악원올 통해 친 전문음악인들이 배출된 

점은 효율적인 것이었다. 

나. 친(琴) 합자보(合字諸)와 오선보， 숫자보(數字讀)의 병용 

친 합자보와 오선보， 숫자보의 병용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이나 주의깊게 

생각해본다면 친 교습올 위해 혁신적인 것이다. 그렇다. 진실로 친 합자보가 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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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재창조에 융통성올 부여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양식이나 개별적 공연올 표 

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친 합자보에 따라 배우는 것은 학생이 처음 배올 

때부터 충분히 익힐 때까지， 특히 리듬적인 면에서 스숭올 모방하는 과정에서 연주법 

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스승의 열성적인 시범이 뒤따라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므로 일주일에 2시간씩 있는 음악원의 정규적인 친 교육시간과 또 친 스숭올 좀처럼 

만나기 힘든 자습생(自習生)들올 위해서는 오선보， 혹은 숫자보를 보충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대적인 기보법들은 또 음악 분석과 비교 음악 둥올 

포함한 음악학에도 필수적이다. 간략히 말해，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보법올 병용하 

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날 친 음악 문화와 양립하고 있다(ex. 3a, 3c 참조). 

다. 공연 예술로서 또는 양성정(養性情)의 수단으로서의 친 음악 

‘공연예술로서의 친 음악’ 또는 ‘양성정(養性情) 수단으로서의 친 음악’이라는 이중 

적인 구조는 고대이래 역사가 변해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녀 온 본질이다. 오늘날 

그 기능적 중요성은 여전히 사회-문화적 요구와 서로 다른 사랍들의 정신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친 음악의 이중적 기능의 특성은 또 친 음악의 레퍼토리에도 반 

영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철학적 · 문학적 의미를， 또 몇몇 친곡(琴曲)들은 예술적 

가치즐 부여하고 있다. 아마도 ‘표출’ 對 ‘절제’는 친 음악 문화의 내용올 정확하게 표 

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라. 계속해서 문화적 실체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미래적인 것올 위한 

모체가 될 것인가? 

친 음악 문화의 전성기가 이미 역사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미래에 이 음악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위의 제목과 관련된 것이다. 의 

심할 바 없이 사회-문화적 상황이 근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한다 할지라 

도 친 음악 문화는 전숭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정신적인 행위와 예술적인 창조 

는 항상 전통과 항상 결합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있어 무엇인가를 위한 모체가 되는 

문제를 말하자연， 그것은 문화적 변형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변화는 새로운 음악적 대 통합안에서 

전체척인 움직임과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한 시대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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