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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고악보 속의 고금(古琴 guqin) 음악이 현대에서 어떻게 재해석 되고 연주 되

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보(打譜 dapu)의 개념’과 ‘타보의 

방법과 과정’, ‘타보 결과물과 학술대회’를 집중 연구하였다. 고악보 속의 글자를 해석하고, 지법

(指法 fingering)을 분석하고, 금곡의 원류와 변천 등을 연구하는 ‘타보’ 작업은 고금음악 전문 

연주가의 경험과 해석으로 가능한 작업이다. 때문에 ‘타보’ 작업은 재현과 창작 사이에서 또 다른 

작곡개념으로 보고 있다. ‘타보’ 작업의 결과물은 연구, 교육, 연주,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된다. 이는 ‘타보’가 단순히 고음악의 역보나 재현 연주의 차원을 넘어 고대음악을 연구하는 데

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음악계에 남기는 업적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수천 년 동안 상류사회의 전유물로서 주류문화의 핵심이었던 고금 음악이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

면서 어떻게 고악보가 해석되고 연주되는지를 밝힌 논문이다.

【주제어】 중국 고금, 고금 고악보, 타보, 고금음악, 고금류파(古琴流派), 감자보(減字譜), 
고고학

 * 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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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중국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고금(古琴 guqin) 고악보가 어떻게 

재해석 되고 연주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고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원래 명칭은 ‘금(琴 qin)’ 혹은 ‘칠현금(七絃琴)’이다. 중국에

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현악기라는 의미에서, 당(唐)․송(宋)시대 이후 점차

적으로 ‘고금(古琴)’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1) 또한 중국 금은 

‘고금’이라는 명칭 외에도 일곱 줄의 현악기라는 의미에서 ‘칠현금(七絃琴)’이라

는 명칭이 통용된다.

고금 음악은 중국을 대표하는 음악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음악이

다. “1977년 미국우주항공국이 우주에 발사하는 우주선에 지구의 음악을 대표

하여 고금곡 ｢유수(流水)｣의 음반을 탑재하 다.”2)라는 사실은 고금 음악의 예

술적 위치를 단적으로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2003년 고금이 유네

스코 인류구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묘건화(苗建華 Miao, Jianhua)는 자신의 저서 고금미학사상연구(古琴美學思

想研究)3)에서 ‘고대 고금인의 신분 변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선진(先

秦)시대에는 고금을 연주하는 사람의 신분이 다양했다. 천자(天子), 왕후(王侯), 

귀족(貴族), 은사(隱士), 후비(後妃), 노예, 예술가, 문인, 부녀자 등이 있었다. 비

록 공자 이후에 고금을 연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사대부가 차지했지만, 고금이 

궁중과 민간에서 두루 연주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漢)나라와 위진(魏晋)

시대를 지나오면서 고금은 제사의식에도 사용되는 문인들의 전용 악기로 자리

매김 되면서 점점 민간인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송(宋)과 원(元)나라 이후 사

대부와 상류사회 귀족의 중요한 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선진(先秦)시대

부터 명(明), 청(淸)시대까지 고금은 연주 형식, 연주 장소, 음악 미학, 고금을 

 1) 현경채, ｢중국고금과 한국현금기보법연구｣(국립대만사범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쪽.
 2) 2008년 5월 6일 상해 구억금사(九嶷琴社)에서 진행된 고금 음악가 공일(龔一) 인터뷰 자료.
 3) 苗建華, 古琴美學思想研究(上海音樂院出版社, 2006),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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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사람의 신분 등에서 비교적 규정이 엄격한 악기 는데, 이러한 고금 

문화는 사실상 전통 예악 사상으로부터 지대한 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

금 음악 발전의 엄격한 내적 규율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분의 변화 외에도 음악 미학의 관념의 변화도 있었다. 이러한 예는 동시대

에 연주 기법과 심미적 관점이 각기 다른 다양한 류파(流派)간의 확연한 특징으

로 나타난다. 당(唐)․송(宋)시기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한 

다양한 고금류파(古琴流派)는 지역적 특징뿐만 아니라 고금 예술 양식과 특정 

고금 집단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 다. 이것을 양춘미(楊春薇 Yang, Chunwei)4)

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고금의 ‘류파(流派)’5)로 규명한 바 있다. 

공자 이후 고금을 연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현

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중세’의 고금연주자의 신분은 사대부․문인계층이었

다.6) 봉건사회의 문화적 선택 속에서 문인들은 점차적으로 고금문화의 핵심적

인 그룹을 이루었고, 고금이 중국 전통 문화의 대표악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결정적인 향력을 행사 하 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의 거문고가 가장 많

은 고악보를 남긴 것과 같이 중국의 고금이 150여종의 고악보로 기록되는 결정

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금곡(琴曲) 600여곡, 또한 동일곡 다른 판본의 악곡이 

총 3000여곡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금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악곡은 100곡정도 

이다.7) 한편으로는 고금의 고악보를 역사의 유물로 보려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

제적으로는 고악보는 고금 음악의 ‘타보(打譜)’,8) 율조(律調),9) 금음악의 미학, 

 4) 楊春薇, ｢社會變遷中的廣陵琴派｣(香港中文大學 박사학위논문, 2002), 23쪽.
 5) 이 용어의 개념으로 본다면 ‘류파(流派)’는 일종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특정 사회집단의 사상과 이념중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실제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류파’는 일종 특정 예술 형식중의 어떤 특수한 집단의 예술적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구체적이며 또한 특정한 예술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유파’는 특정 예술의 스타일과 특정 예술가들의 

그룹이 공유하는 귀속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예술과 사람을 연관시키는 

한 공동 상징성의 표현이다.
 6) 현경채, ｢중국 고금 음악문화의 근현대적 전승양상｣(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65쪽.
 7) 潘知枭, ｢古琴减字谱图像的文本切分与提取｣, 心智与计算 期刊 2(2007), 282쪽. 
 8) 고악보로 전해지는 음악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打譜’라고 한다. 
 9) 고금 음악의 율격과 조성에 관한 것은 ‘율조(律調)’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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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연주 등, 전통 고금의 음악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와 토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03년 고금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문화유산 대표작으로 지정되면서 중국정

부는 전문적으로 고금문화의 발전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금음악의 연구

업적과 무대화 작업, 비물질문화전승인제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10) 이에 본

고는 수천 년 동안 상류사회의 전유물로서 주류문화의 핵심이었던 고금 음악이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고악보가 해석되고 연주되는지를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2. 타보(打譜)의 개념

고악보로 전해지는 음악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타보(打譜)’라고 

한다. 중국 고금음악 음악 예술은 대략 3천 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

한 세월의 흐름은 수천 곡에 달하는 방대한 고금음악을 남겼다.11) 금곡(琴曲)은 

대부분 감자보(減字譜) 형식의 악보로 기록된 고악보에 남겨져 있다. 감자보는 

일종의 한국의 합자보와 같은 수법보로 줄이름, 오른손 수법, 왼손의 지법, 안현 

위치 등의 한자어를 바탕으로 축약해서 만든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 악보이다.12) 

하지만 감자보는 세 한 곡조와 박자의 표기가 없는 기보법으로 금음악가들의 

‘타보(打譜)’과정을 필수13)로 한 후에야 비로소 연주가 가능하다. ‘타보’는 역보

와는 다른 개념이다. 

20세기이후 중국에서 ‘타보(打譜)’는 이미 확고한 학술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

으며, 저명한 고금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꾸준한 학술행사가 진행되고 있

다.14) 중국음악사전에는 ‘타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0) 현경채, 앞의 논문, 3쪽.
11) 冯光钰, ｢古琴打谱与琴曲同宗变异——为≪松弦馆琴谱≫ 钩沉序｣, 中国音乐 期刊 74(2012), 1쪽. 
12) 현경채, ｢중국고금과 한국현금기보법연구｣(국립대만사범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쪽.
13) 冯光钰, 앞의 논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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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보에 의거하여 금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금악보는 음높이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줄의 위치와 지법만을 명기하고 박자개념은 대폭 생략되어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타보를 하는 사람은 필히 금곡연주의 일반적인 규율과 연주기법

에 능숙하고, 전반적인 금 음악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재창조의 능력과 원곡의 

원래 모습을 구현 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현존하는 고악보는 이미 그 원래의 

소리(혹은 연주)가 전해지지 않으며, 필히 ‘타보’를 통해서만 재현 연주가 가능하다.15) 

위의 사전적인 정의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타보(打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존하는 고악보 중에 고금 음악의 악보는 남아 있으나 전승이 끊어져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들이고, 타보가 가능한 사람은 “필히 금곡연주의 일반적인 규율과 

연주기법에 능숙하고, 전반적인 금 음악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며, 재창조의 능

력”의 실력자여야 하고, 타보의 목적은 “원곡 본래 모습의 재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보하는 사람’은 먼저 고악보상의 악곡의 지법의 감자(減字)를 

해독하여, 박자와 속도를 고려하여 선율을 완성하고,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옛 금

곡의 정신과 생명을 재현해야하는 것이다.16) 

전문적인 고금 음악가들로부터 만들어진 고금 음악의 상당부분은 ‘타보(打

譜)’ 작업을 거쳐 고악보 속에서 악보로 존재하는 음악이 연주가 가능한 고금으

로 탄생된 음악들이다. 고악보 속의 고금 음악은 ‘타보(打譜)’작업을 거쳐야 비

로소 고금 음악으로서의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악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고금 음악은 동일한 금곡(琴曲)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필사본 악보로 전해져 내려온다. 이러한 고금 음악은 해석적인 의미

를 더한 ‘타보(打譜)’ 작업을 요한다. 이러한 작업은 악보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

한 연구와 당시의 음율 체계, 그리고 음악미학 등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작업이다. 더 나아가 타보 작업은 음악사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판본

14) 章华英, ｢古琴音乐打谱之理论与实证研究｣(中国艺术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6), 12쪽.
15) 中國藝術硏究院音樂硏究所 編, 中國音樂辭典(人民音樂出版社, 1985), 62쪽.
16) 章华英, 앞의 논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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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문헌학, 악율학, 역사학, 문학, 지법(指法) 해석 및 금보고증 등의 학문을 섭

렵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곡조고고학(曲調考古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7)

“악보 속의 글자를 해석하고, 지법(指法)을 분석하고, 금곡의 원류와 변천 등의 

연구하는 것은 ‘타보(打譜)’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18)한 부분이

다. 이것은 금 음악 전문가의 경험과 해석으로 더해지는 작업이다. 때문에 ‘타보

(打譜)’ 작업은 재현과 창작 사이에서 또 다른 작곡개념으로 보고 있다. 고금 음악

의 타보(打譜) 작업 중 수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창작 작업은 금연주의 고수들만

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타보가 가능한 금음악가는 더욱 그 숫자가 제한된다. 

고악보 속에는 존재하나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한 곡의 고금음악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현재 사용가능한 악보로 제공하는 ‘타보’ 작업의 그 결과물은 

연구, 교육, 연주,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점에서 음악계에 남기는 

업적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고금음악의 타보 작업은 시간과 노력 등 쉽지 

않은 작업으로 금음악가들은 “대곡은 3년, 소곡은 3개월”19)이라는 말이 있을 정

도이다.

3. 타보(打譜)의 방법과 과정

타보의 방법은 먼저 고악보로 전승되는 금곡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타

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판본의 선택과 고증이고, 그 후 악곡의 배경을 

분석하고, 지법과 연주방법의 연구와 음고, 기법, 음색, 왼손 지법 힘의 안배를 

비롯하여, 박자개념 등을 거쳐 실제 연주로 해보며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 후 

손에 익을 때 까지 여러 번 연주를 해보고 성음과 단락구조 등 모든 해석이 타당

17) 章华英, 古琴(浙江人民出版社, 2008), 77쪽.
18) 章华英, ｢古琴打譜之譜本選擇及源流辨析｣, 南京藝術學院學報(音樂與表演版) 第3期(2006), 42쪽.
19) 冯光钰, ｢古琴打谱与琴曲同宗变异——为≪松弦馆琴谱≫钩沉序｣, 中国音乐 第3期(201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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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박자개념을 부여한 현대악보로 기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연주가는 자신의 음악적인 경험이 타보 과정

에서 반 된다. 다른 판본 고악보의 동일 악곡을 참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류파

의 음악적인 특징이 첨가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타보자(打譜者)의 음악적 배

경이 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인다. 때문에 한편으로

는 ‘타보’를 고금음악의 새로운 창작활동으로 본다. 옛 금곡(琴曲)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으로 노련한 금음악가의 고증과 처리를 거쳐 고

악보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의 살아 있는 금 음악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는 작업이 바로 ‘타보’이다. 방법적인 면에서 유파의 전통과 세 한 기법, 

박자개념 등 개인의 경험과 지혜 등이 총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타보 방법을 

거친 음악들이 누적되어 전통음악의 악곡들이 점점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결과

를 얻게 되었다.

1) 고악보의 선택

명․청시대에 판각하여 출판한 감자보(減字譜)로 기록한 금보(琴谱)는 150여

종이다. “1960년대부터 사부서(查阜西 Zha, Fuxi)를 중심으로 정리한 고금 악보

집 금곡집성(琴曲集成)에 수록된 고금 음악만 집계해도 140여곡이고, 이러한 

금곡은 여러 판본이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000여곡에 이른다.”20) 동일한 

금곡(琴曲)․금가(琴歌)는 여러 고악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많게는 수십 종의 다

른 판본의 고악보에 전한다. 고악보에 따라 악곡의 스타일과 연주지법, 학술가치 

및 집필자의 예술적 수준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타보를 

할 타당한 고악보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명나라대

의 금 음악이라면 주권(朱權)의 신기비보(神奇秘譜)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고, 

송원(宋元)시기 절파(浙派)학풍을 대표하려면 자하동보(紫蝦洞譜)를, 그리고 

20) 王秀庭․馮光鈺, ｢現代視野中的古琴藝術｣, 中國音樂 第2期(2008), 10쪽. 혹자는 150여곡으로 집계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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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당금통(西麓堂琴統)은 명나라의 고악보 중 수록곡이 가장 많은 악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다. 

2) 감자보의 해독과 타보

고악보에서 금곡은 문자보(文字譜)나 감자보(減字譜)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문자나 혹은 문자를 과감하게 생략해 부호를 모아 만든 악보로 일종의 수법보이

다.21) 하지만 이런 금곡은 오늘날의 오선보나 간보(簡譜)와 같이 바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보’의 재창조 과정을 거쳐야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금음악가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금곡은 겨

우 100여곡 밖에 안 된다. 나머지의 금곡들은 ‘타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연주가 불가능하다. 고금의 ‘타보’는 줄곧 금 음악가들에게 중요시 되어왔다. 

이 엄숙하고 진지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역보의 과정이 필요하다. 고

금 고악보는 연주방법을 기록한 악보로 일종의 수법보이다. 그러므로 연주지법

의 분석과 연구는 역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고금보 ‘갈석조․유란(碣石

調․幽蘭)’는 문자보(文字譜)로 기보되어 있다. 당나라 시대 조유(曹柔)가 문자

보를 감자보(減字譜)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감자보는 후기 북송(北宋) 시기에 

점차 정형화되었고,22) 명청(明淸)시기에 점차적으로 지법 부호가 정형화 되었

다. 때문에 역보를 진행할 금곡이 수록된 악보가 어느 시기 인지를 확인하고 그 

당시의 지법과 율제(律制)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시기에 따라 지법과 

율제의 다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금의 고악보는 대부분 감자보로 되어 있다. <그림 1>에서 예로 제시한 춘

죽당금보(春竹堂琴譜) 권3에 수록된 고금 음악 악보는 ‘고산(高山)’의 감자보이

다. “감자보는 고금의 연주기법을 부호로 만들어 한국의 합자보와 같은 개념과 

21) 현경채, ｢중국고금과 한국현금기보법연구｣(국립대만사범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2) 현경채,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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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모아놓은 일종의 수법보이

다.”23) 악보에서 확인되는 것은 연

주상의 시김새에 관련된 내용과 오

른손․왼손의 기법 등이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감자보

(減字譜)에는 별다른 박자 표기가 없

다, 때문에 박자 개념에 대해 이해하

고 처리하는 과정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진다. 박자개념이 연주자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필

요하다. 때문에 고금 음악인들 사이에서 ‘타보(打譜)’는 또 다른 개념의 작곡행

위로 보고 있다. 

고금 음악의 가장 오래된 악보 시스템은 연주법을 장황하게 문장으로 기록한 

23) 현경채, ｢중국 고금과 한국 거문고 기보법의 비교｣, 민족음악학 제12집(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90), 
39쪽.

<그림 2> 

유란쌍행보(幽蘭雙行譜)
<그림 3>

유란감자보

<그림 1> 춘죽당금보(春竹堂琴譜) 권3에 수록된 고금음악 ‘고산(高山)’의 감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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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로 문자보(文字譜)이다. <그림 2>의 유란쌍행보(幽蘭雙行譜)의 오른편의 

해설처럼 “엄지손가락을 치(徵)현의 9번 휘에 집고…”24) 등으로 한자로 상세하

게 지법과 연주법을 기록하 다. 문자보(文字譜)는 고금 악보로 가장 먼저 나타

난 형태로 사부서(查阜西)의 “유란지법집해(幽蘭指法集解)”25)에 의하면 고금보 

<그림 5> 고일총서(古逸叢書) ‘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

<그림 4> 유란 오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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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이 현존하는 악보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금

보이다. “‘갈석조(碣石調)’는 곡조의 형식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란(幽蘭)’은 곡

목이다.”26) 이 음악에 대한 악보는 청나라의 고금 음악가인 양시백(楊時白 Ling, 

Shibai)이 문자보를 감자보와 비교하여 새롭게 악보를 간행하 다. 이것이 바로 

유란쌍행보(幽蘭雙行譜)와 유란감자보(幽蘭減字譜)27)이다. 고금곡 ‘유란’은 

많은 고금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다. 이 곡의 타보(打譜)로는 요병염(姚丙

炎 Yao, Bingyan)의 것이 유명하다. 아래의 오선보는 바로 요병염의 타보 연주

를 왕적(王迪 Wang, Di)이 오선보로 옮긴 것이다. 

3) 타보과정에서의 박자개념 

고금 감자보는 수법보의 특성상 정 한 박자개념이 없다. 수법은 있으나 악보

상으로는 음고도 박자부호도 없다. 이것은 타보자가 당면하는 가장 큰 관문이며 

한편으로는 타보자에게 부여하는 고금음악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28) 앞서 거

론한 것같이 타보자는 ‘제2의 창작자’로 보는 개념이 이것에 근거한다.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타보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고금 고악보상에 연주동작에 

관한 기록이 있고, 이를 통하여 실제 규율과 시간 간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금 음악가들은 자신들만의 박자 규칙을 찾아내곤 한다. 모종의 필연적인 율동감

이라고 해석되는 리듬감은 사실 개인적이기도 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인데, 이것

은 타보자가 자신의 오랜 시간 전통음악을 연주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보된 음들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박자감은 같

24) 문자보는 한 개의 음을 나타낼 때 몇 개의 구절로 기록한 악보이다. 예를 들어 유란쌍행보 상의 문자

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면, ‘왼손모지를 4현의 9휘에 집고, 그와 동시에 무명지는 4현의 10휘에 집는다. 
오른손 무명지를 1현의 개방현을 뜯고, 식지로 4현을 퉁긴다 …’ 현경채, 위의 논문, 42쪽. 

25) 查阜西, ｢幽蘭指法集解｣, 民族音樂硏究論文集 제1집(人民音樂出版社, 1956), 59쪽.
26) 현경채, 앞의 논문, 42쪽.
27) 琴學叢書 第3種樂譜, 券 2, 幽蘭雙行譜 唐健垣, 琴府에 수록되어 있음. 上冊(聯貫出版社, 1981), 81쪽.
28) 冯光钰, ｢古琴打谱与琴曲同宗变异——为≪松弦馆琴谱≫钩沉序｣, 中国音乐 第3期(20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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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곡이라도 지역과 류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곡 ‘주광(酒狂)’에 

관련된 박자개념이 타보자에 따라 다르게 나온 사례가 있다. 요병염(姚丙炎)은 

3박자로 타보했고, 공일(龔一)은 ‘주광(酒狂)’ 전곡을 자유박으로 타보하 다.29) 

또한 196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고금 명인인 관평호(管平湖), 요병염(姚丙炎), 

서입손(徐立蓀), 오진평(吳振平)은 모두 금곡 ‘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을 

타보했는데 박자개념이나 연주스타일이 모두 다른 사례도 있다.30) 

4. 타보(打譜) 결과물과 학술대회

중국의 저명한 고금 음악가들이 타보 작업을 진행하 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다. 고금 음악가 관평호(管平湖)는 1953년 중국예술연구원음악연구소에서 

고금 음악의 타보(打譜)와 고곡(古曲) 정리에 몰두하 다. 그 동안 그는 전쟁으

로 인하여 전승이 끊겼던 ‘광릉산(廣陵散)’을 비롯하여 ‘리소(离騷)’, ‘대호가(大

胡笳)’, ‘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 등 고금 명곡을 타보(打譜)하 다. 또한, 

고금의 명인 오경략(吳景略), 요병염(姚丙炎)도 고금 음악의 타보(打譜)에 심혈

을 기울 다. 오경략(吳景略)은 ‘묵자비사(墨子悲絲)’, ‘어초문답(漁樵問答)’, ‘소

상수운(瀟湘水雲)’ 등 금곡을 타보(打譜)하 다. 고금 음악가 오문광(吳文光)은 

70년대 말기부터 명나라시대의 신기비보(神奇秘譜) 연구에 힘썼다.31) 한편 

오경략(吳景略)은 타보(打譜)에 집중하는 동시에 ‘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

의 연구, 금조계통급기음악실증(琴調系統及其音樂實證), 타보탐색(打譜探

赜) 등 상당히 심도 깊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논문을 발표하 다. 공일(龔

一)은 타보(打譜)를 통하여 ‘대호가(大胡笳)’, ‘신인창(神人暢)’, ‘산거음(山居吟)’ 

등 많은 고대금곡을 발굴하 다. 그리고 ｢고대 타보(打譜) 활동 중의 발견｣이란 

29) 章华英, 古琴(浙江人民出版社, 2008), 80쪽.
30) 章华英, 앞의 책, 80쪽.
31) 현경채, ｢중국 고금 음악문화의 근현대적 전승양상｣(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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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논문도 발표하 다.32) 

이러한 결과물은 오선보와 감자보를 병기한 악보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금곡

(琴曲)은 여전히 감자보가 중심이 되는 기보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선보는 금곡

의 음고와 박자개념의 참고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악보는 중국예술연구원(中国艺
术研究院) 음악연구소(音乐研究所)와 북경고금연구회(北京古琴研究会)가 함께 

편찬한 古琴曲集1집과 2집이다. 각 1962년과 1983년에 인민음악출판사(人民

音乐出版社出版)에서 출판되었는데 신기비보(神奇秘譜)를 비롯한 고악보를 관

평호(管平湖), 오경략(吳景略), 요병염(姚丙炎) 등의 금음악 명인의 타보로 고금 

음악 140여곡이 수록되어있다. 그 외에도 2001년 동방출판사(东方出版社出版)에

서 오경락(吴景略)、오문광(吴文光)부자(父子) 편찬의 虞山吴氏琴谱, 2004年 

상해음악출판사(上海音乐出版社)에서 고매갱(顾梅羹)의 금학악요(琴学备要)
등이 있으며, 중국 고금박물관이 있는 상숙(常熟)시에서는 노산금(盧山琴)류파의 

음악을 담은 고악보 송현관금보(松弦馆琴谱)전체를 타보하여 수록한 송현관

금보구침(松弦馆琴谱钩沉)33) 악보집이 2011년 5월 1일에 출판하 다.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에서는 1963년, 1983년, 1985년, 2001년에 걸쳐 

각각 4차례의 전국적인 ‘고금타보회(古琴打譜會)’를 개최하 다.34) 지방정부의 

고금예술에 대한 관심은 거대 자금의 투입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고금음

악 타보에도 향을 주어 타보와 관련된 학술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방정부

의 공적 자금은 소주(蘇州, Suzhou)시와 상숙(常熟, Changshu)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2001년 우산금사(虞山琴社)와 중국예술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 협조와 국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상숙시에서 제4회 고금 타보(打譜)회의 

및 국제 금학(琴學) 연구학술회의를 개최하 다. 이 때 상숙 시정부에서는 15만 

인민페(RND)를 지원하 다. 한편 2003년 비슷한 고금행사를 치른 소주시의 오

32) 위의 논문, 31쪽.
33) 常熟市文化广电新闻出版局(编者), 中国民族器乐学会古琴学术委员会(编者), 朱晞(编者) 등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임.
34) 고금타보회(古琴打譜會)에 관련된 내용은 張華英의 박사논문에 상세한 정보와 분석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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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사(吳門琴社)의 국제 고금 타보(打譜) 회의는 소주시 문화예술연합회로부터 

5천위엔 인민페(RND)를 정부차원의 지원금으로 지원받았다.35) 또한, 2007년 

중국예술연구원과 상숙시 정부가 연합으로 개최한 중국 제1기 고금예술절36)의 

예산은 최고 150만 인민페(RND)에 달했다. 아래 <표 1>는 1953~2011년 동안 

고금악보 발간 혹은 타보와 관련되는 고금의 주요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35) 현경채, 앞의 논문, 64쪽.
36) 5일간 진행된 고금 음악축제.

년도 고금 관련 활동 출판물

1953년
관평호(管平湖)가 ‘광릉산(廣陵散)’, ‘갈석조․유란(碣石調․

幽蘭)’을 타보(打譜), 1957년 녹음, 1958년 악보 출판
 

1954년 북경고금연구회성립  

1955년
전국 제2회 악기개량 좌담회

(고금 등 악기의 ‘돌괘’ 개량 시험 및 제작과정 소개)
 

1956년
문화부, 중국음악협회, 민족음악연구소, 방송 사업 관리국에
서 함께 조직한 고금 음악 현장 조사팀 조직 

양음류 
고금곡회편(古琴曲滙編) 제1집

1958년  
사부서(査阜西) 
존견고금지법집람(存見古琴指法輯

覽)(내부출판)

1959년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 주제의 고금악보, 고금 음악, 금가

(琴歌)의 음악회 및 연구 토론 좌담회 개최

(중국음악협회 민족음악위원회와 중국작곡가가협회 연합주최)
 

1960년 음악연구소 고금 연구팀 조직
사부서(査阜西) 
존견고금지법집람(存見古琴指法輯覽) 
(정식 출판)

1962년 관평호(管平湖) 고금 음악회 및 좌담회 고금곡집(古琴曲集) 제1집

1963년
혜강(嵇康) 서거 1700년 기념 전국 제1회 타보(打譜) 좌담회

(음악연구소와 중국음악가협회 공동 주최)
고금집성(古琴集成)
제1집 상책(上冊) 

1981년
고금집성(古琴集成)
제1권-15권 시리즈

1982년
왕적(王迪) 작곡 금곡 ‘채두풍(釵頭風)’, ‘심원이수(沈園二首)’를 

<중국고전시사예술가곡음악회>에서 연주
허건(許健) 
금사초편(琴史初編) 발간

1983년
제2회 전국고금타보(打譜) 경험교류 좌담회 

(음악연구소와 중국음악가협회 민족음악위원회, 북경고금연
구회 연합주최)

왕적(王迪) 
금가(琴歌)
고금곡집(古琴曲集) 제2집

<표 1> 1953~2011년 타보와 관련되는 주요활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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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글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중국 고금은 활화석이라고 할 만큼 고대의 음악 유

산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상당부분 고악보를 통해 남겨졌고, 타보

1985년 
제3회 전국고금타보(打譜) 경험교류 좌담회

(음악연구소와 중국음악가협회 공동 주최)

1986년
고금 음악가․음악교육자 오경략(吳景略) 생애 60주년 축하
음악회[음악연구소와 중앙음악학원(대학), 북경고금연구회 
연합주최]

1988년

왕적(王迪) 편집 
중국고대가곡장하(中國古代歌曲長

河),금가(琴歌)전집(北京音像出版

公司) 

1991년
광릉금사(廣陵琴社) 고금 음악가 매일강(梅日强) 고금곡 28곡
녹음(음악연구소)

 

1992년  
왕적(王迪) 편집 
고금곡대전古琴曲大全

1993년
오교(吳釗) 고금음반 
팔보휘금운(八寶徽琴韻)(홍콩)

2001년 제4회 전국고금타보(打譜)경험교류좌담회  

2001년
오경락(吴景略)․오문광(吴文光)편 
虞山吴氏琴谱

2002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무형유산걸작 신청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무형유산걸작 등재 성공 기자발표회 및 
고금 음악회, 전시회 

 ‘중국악기와 악종(中國樂器與樂種)’ 전시회서 송나라 고금 

1대, 명나라 고금 2대 출품 전시(음악연구소와 마카오정부 
공동주최)

소주시 오문금사(吳門琴社)의 국제 고금 타보(打譜) 회의

2004년
고매갱(顾梅羹)편 
금학악요(琴学备要)

2011년

상숙시문화엄전신문출판국(常熟市文

化广电新闻出版局),중국민족기악학
회고금학술위원회(中国民族器乐学会

古琴学术委员会),주희(朱晞)편 송현
관금보구침(松弦馆琴谱钩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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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통해 꾸준히 재해석되고 연주되며 고음음악의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금음악의 타보작업은 학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의

미가 있다.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이라는 표면적인 성과 외에도 중국고대음악의 

음계와 악률, 지법 연구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

과가 있다. 

관평호(管平湖) 타보(打譜)의 신기비보(神奇秘譜) ‘광릉산(廣陵散)’은 비록 

타보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이 변질되어 한위(漢魏)시대의 음악과는 거리감이 있

지만, 면 히 분석을 해보면 한나라시기의 ‘광릉산(廣陵散)’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게 ‘대서(代序)-정성(正聲)-난성(亂聲)’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나라의 상화대곡(相和大曲)의 ‘염(艶)-곡

(曲)-난(亂)’의 구성과 동일하다. ‘갈석조․유란(碣石調․幽蘭)’ 악곡 또한 역사

적 가치가 있는 음악유산으로 음악적 스타일로 볼 때 한위(漢魏)시대의 대곡

(大曲)중 사해(四解)의 흔적을 담고 있다.37) 이와 같이 중국 금음악의 타보 작

업은 중국 전통음악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중국예술연구원과 상숙시 소주시의 전국규모의 ‘고금타보회(古琴

打譜會)’를 통해 타보의 학문적인 성과를 정리하 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타보자들이 타보 과정에서 고려한 음고, 음계, 율제(律制), 조성연구 분석 등과 

타보 연구 성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기 혹은 백서를 남겼다면, 아마도 가치 

있는 고금 고악보 타보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타보 중에 발생

한 지법해석의 문제를 비롯하여, 원래악보의 음고, 타보 중에 재창조해서 첨가한 

부분에 관련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의 의문이 남아있

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7) 章华英, 古琴(浙江人民出版社, 2008),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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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daptation Dapu(打譜) 
of Chinese Guqin(古琴) Old Notation

Hyun, Kyung-Chae*

38)

This study aims to analyze ways in which guqin music from ancient tablature 

is interpreted and performed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studying the ‘concept of dapu,’ ‘methodology and process of dapu,’ and 

‘outcomes and symposiums on dapu.’ ‘Dapu’ means to interpret characters from 

ancient tablature, to analyze fingering techniques, and to study the origin and the 

history of qin music. It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experience and analysis of 

professional qin music performers. Therefore, ‘dapu’ is seen as a distinct concept 

that lies somewhere between reenactment and composition. The end result of 

‘dapu’ is used in research, education, performance and composition, which means 

that ‘dapu’ is more than simply reproducing ancient music; it provides justification 

for research on ancient music and therefore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music field in general.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clarifying how 

ancient guqin music-which was the preserve of upper class people and the core 

of mainstream music for thousands of years-is interpreted and performed 

throughout premodern and modern era. 

Key Words: Chinese guqin(古琴), guqin(古琴) old notation, Adaptation dapu(打
譜), guqin(古琴) music, guqin scholar(古琴流派), jianzi notation(減字
譜), arc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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