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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수제천(빗가락 정읍)’과 대악후보 ‘정읍’의 관계를 구명 하였다.

아악의 백미로 알려진 수제천의 원명은 ‘정읍(井邑)’이다. 이 ‘빗가락 정읍’과 대악후보‘정읍’

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미해(未解)의 입장을 비롯해 별도의 

곡의 구전(口傳), 혹은 악구의 재구성 등으로 결론은 한결 같지 않았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결과

를 존중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자 방법을 달리 하여 두 곡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피리보를 사용한 반면 본 논문은 아악부 대금보를 

채택하였으며, 악구(樂句) 대신에 구조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음악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

인 동기(모티브)로 현행 수제천을 악곡에 출현하는 순서대로 분석한 결과 수제천은 1~4장을 이루

고 있는 동기는 25종이며, 구조선율을 연결해 주는 음간 연결음 5종은 대악후보에 나타나지 

* 이 논문은 ‘정읍(수제천, 동동)원류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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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구조선율을 기준으로 보면 두 곡이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음 

진행의 유사성이 많은 관계로 동일 계통의 음악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두 곡의 유사성 

내지 동일한 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제천의 한 각 장단이 반각 장단으로 축소되는 것은 정읍의 8행 장단(또는 고형)이 

4행 장단(고형)으로 축소되는 것과 관계있다.

둘째,  악후보 정읍은 큰 틀에서 보면 1장의 선율이 2장에서 반복되는 형태로 2장으로 

구성된 악곡이다. 이는 수제천에서 1장이 반복되어 2장이 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악후보 정읍의 1소행은 현악, 2소행은 관악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현재의 

수제천과 비교해본 결과 제1소행인 현악 선율이 수제천의 관악 선율로 재창조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수제천 제1․2장의 주선율을 구성하고 있는 모티브는 정읍의 출현 순으로 보면, 제1, 

35, 36, 22, 5, 6, 28, 30, 28, 10, 7행 순서와 비교되고, 3․4장의 주선율 요소들은 제53, 54, 

35, 36, 45, 40, 37, 39, 46, 42, 30, 44행순으로 구성음이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공통점을 종합해 보건 , 두 곡은 구조선율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나 선율 

진행 면에서는 상이하여 동일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동일계 음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까닭에  악후보 정읍을 1세 의 곡, 현행 수제천(빗가락 정읍)을 2세 의 곡으로 결론지

을 수 있다.

【주제어】정읍, 수제천,  악후보, 구조선율

1. 들어가는 말

수제천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표적인 전통 음

악1)악곡이다. 국악 종사자와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악의 백미’라 평가되며 무

에 올릴 때에는 초․2․3․4장 전곡을 연주하거나 각반2) 연음을 생략해 선보

이곤 한다. 그런데 김기수․이상룡 공저  금정악 수제천(壽齊天)의 악보 초

 1) 1970년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국제 음악원 주최 제1회 회에서 수제천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재선의  금정악 인간문화재 녹성 김성진 연주 산회상 마지막 페이지에 “1971년 프랑스 파리유

네스코 국제 음악원 주최 2회 아시아 음악제 연주 기술 부문 최우수상을 녹성 김성진이 수상한 바 있

다.”라고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은 1973년 8~12월의 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 18회 공연을 비롯해 

프랑스 전역과 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하 고, 필자도 연주단의 일원으로 

참여하 다.
 2) 수제천은 두 형태로 연주한다. 초~4장 모두 연주 할 때와 통상 약 6분정도 연주 할 경우에 초장의 각반

(刻半)을 제하고 연주한다. 한 장단(각)과 반장단(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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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측 상단을 보면 ‘정읍(井邑)’이란 표제어3)가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저 ‘수제천’과 ‘정읍’이라는 두 곡명을 통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둘의 관

계 내지 ‘정읍’이라는 곡명과 지명의 관련성에 해서는 심사숙고해 보지 못하

다.

현행 수제천은 악보에 병기된 ‘횡지(橫指)정읍’이란 표기4)로 인해 ‘빗가락 정

읍’과 ‘수제천5)’이라는 두 곡명으로 통용되고 있다. ‘빗가락’은 악학궤범 권7 

향악기도설 금(大笒)의 칠지(七指) 가운데 횡지(橫指)를 가리키는 말로 남려

(南呂)6)를 기음으로 하는 조(調)이름이고, 정읍(井邑)은  악후보 권7의 곡명 

‘정읍’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와 관련이 있으며 지명 정읍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

로 사료된다. 혹자는 수제천과 빗가락 정읍의 명칭을 혼용해 쓰는 데 해 이

의7)를 제기하기도 한다. 죽헌 김기수는 수제천의 아명인 ‘빗가락 정읍’과  악

후보 권7의 향악보 가운데 네 번째 곡인 정읍8)과 관련해 ‘미해의 곡’이라 하여 

그 연관성을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근래에는 ‘수제천’과 ‘정읍’ 두 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

고 있고 수제천의 기원에 해서도 백제의 음악이라고 보는 시각이 제기되어 미

해의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1) 연구 목적

지금까지 수제천과 정읍 두 곡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나 두 곡의 관련성을 구

명하기 위한 연구는 줄곧 이어져왔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3) 김기수․이상룡,  금정악(은하출판사, 1979), 202쪽.
 4) 위의 책.
 5)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5), 85쪽.

수제천이라는 이름은 순조(1801~1834)때 만들어져 여러 악곡에 사용되었으나, 1920년 부터 <정읍>
한 곡에 고정되어 사용되었다.

 6) 국립국악원, 악학궤범(樂學軌範(소와당, 2011), 369쪽의 권지칠 향악기도설 금(卷之七 鄕樂器圖說 
大笒)의 넷째 지 횡지 이칙남려궁(四指 橫指 夷則南呂宮).

 7) 임미선, ｢정읍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한국국악학회, 2007), 288쪽.
 8)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자료총서 1(은하출판사, 1979), 196~200쪽.



김기수9): 미해(未解)

조재선10): 구전(口傳) 음악이 악보화된 것이 수제천이라는 입장.

임미선11): 악후보 정읍의 선율과 현전 선율이 다르나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남려계

면조 악곡, 두 곡의 상관성에 해서는 무관치 않다는 입장

장사훈12): 노악사 말을 근거로 같은 곡이라 하 으나 구체적인 관계 밝히지 않음(수

제천이 빗가락 정읍이라는 말인지 수제천이 악후보의 정읍과 동일 곡이라는 말인

지는 불확실함)

이혜구13): 미해

김 운14): 수제천 형식을 악절 단위로 비교하여 두 곡이 같은 곡임을 밝힘

문숙희15): 수제천은 악후보 소재 정읍의 악구 구분에 의한 형식을 기초로 하여 

선율이 재구성된 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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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만을 뽑아 그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선행 연구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곡의 

관련성에 해 유보적인 입장(김기수, 이혜구)이고, 두 번째는  악후보의 정

읍과 수제천을 동일 계통의 음악으로 보는 입장(임미선, 김 운, 문숙희)이며, 

마지막은 정읍과는 별개의 구전 음악이 악보화된 것이 현행 수제천이라고 보는 

조재선의 입장이다.

 9) 김기수․이상룡, 앞의 책(1979), 201쪽.
10) 조재선, 수제천(壽齊天)(수서원, 1999), 13쪽.
11) 임미선, ｢정읍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한국국악학회, 2007), 271~291쪽.
12)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5), 78쪽.
13) 이혜구, ｢수제천의 조와 형식｣, 한국음악논총(수문당, 1976), 72~73쪽.
14) 김 운, ｢井邑考｣, 전국 학생연구발표 회논문집(1976).
15)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한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0집(한국국악학회, 2006), 

85~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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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문숙희의 연구로 두 곡을 악구 단

위로 구분하여 형식 관계와 선율 관계를 고찰하 고, 수제천은 세 절의 유절형

식 성악곡인 정읍을 네 장 형식의 기악곡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두 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서 음악적 성격에 주목한 점에서 본 연구와 다소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두 곡의 관련성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악후보의 정읍과 현행 수제천을 구성하는 구조선

율에 있어서 동이(同異) 정도를 살펴 두 곡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나아

가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한 수제천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해 보고 필자의 

견해를 개진해 보고자 한다.

악학궤범 제5권 무고(舞鼓)편에는 정읍사(井邑詞)가 있어서 전강(前腔) 소

엽(小葉) 후강(後腔) 과편(過篇) 금선조(金善調) 소엽(小葉)으로 나뉘어져 있지

만 정작  악후보의 정읍에는 가사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정읍과 

수제천의 구조선율의 공통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두 곡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사항을 제한점으로 하겠다.

첫째, 구조선율을 단위로 삼은 까닭은 수제천 1~4장에 나타난 출현음 순서

로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수제천과 정읍의 선율 동이(同異)에 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다. 예외적으로 동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음간연결음(音間連結音)이

라고 칭하고 이는 동기와 동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악후보 정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조재선16)을 비롯한 문숙희17)의 선행연구가 주선율을 이루고 있는 피리

보를 상으로 한 것에 반해18) 본 연구에서는 아악부 금보와 녹성 김성진이 

16) 조재선, 수제천(壽齊天)(수서원, 1999), 13쪽.
17)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0집(한국국악학회, 2006), 

85~112쪽.
18) 수제천은 피리와 금이 주고받는 연음형식의 음악이다. 피리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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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 던 악보19)를 분석 상으로 삼겠다.

셋째, 아악부의 금보에는 고(姑)와 중(仲)이 동시에 출현한다. 아악부악보의 

仲에는 한 율 내림표가 본래 붙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악부악보 수제천에

서는 한 률(律) 내림표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20) 하고 본고의 비교에서 仲은 姑

와 동일 음(音)으로 보겠다.21) 다만 피리보에서 3장 중에 仲(2/3정간)이 출현하

는 문제는 피리주법에서 林에서 仲22)으로 흘리다가 林으로 연주하는 경과음에 

불과하므로23)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넷째, 오음약보(五音略譜)로 된  악후보의 정읍(井邑)은 남려(南呂)계면조

(界面調)이므로 음계24)는 금보에 출현음25)이 나타나는 남(南)․황(潢)․태

(汰)․고(㴌)․임(淋)으로 역보26)하겠다.

연음 없는 피리선율만의 수제천 연주가 아름다울까? 예를 들어, 초장의 1행의 경우 林潢南, 南林姑 ,林
南潢南姑, 潢㴌汰潢㴌의 선율은 피리가 3정간(박) 정도 쉬거나 한음을 지속할 때 금이 연주하는 부분

이다.
19) 김성진이 아악부원양성소 4기 과정에서 수학할 때 사용한 교과철과 금악보이다. 필자가 복사본을 소

장하고 있다.
20) 군악과 취타에 보면 仲에 내림표가 표기되어 있으며, 아악부보의 仲은 현행 수제천에는 姑로 표기 되어 

있다.
21) 아악부의 중(仲)의 표기는 김기수․이상용 공저  금정악 수제천의 음계는 㑲 黃 太 姑 林 오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의 할 점은 仲과 姑의 출현이 장별로 다르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초장1행 

끝 정간과 2행 첫 행에 연이어 출현하기 때문에 조의 변화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22) 피리연주자 양명석의 설명에 의하면, 수제천 3장 7행 중 3․4행의 10정간에 출현하는 仲은 (林/-/-/仲

-林/-/-/) 본래 林에서 仲(2/3정간에 해당)으로 경과해 흘리다가 제음(林)으로 돌아가는 주법으로 주

요음이 아니고 경과음이며 지공을 떼지 않는 주법이다. 그러므로 조를 판정하는데 仲을 넣어 포함하는 

것은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 금은 林을 지속음으로 연주한다. 정재국, 피리정악보(계문사, 
2007), 235쪽; 수제천의 조를 1․2장은 南․太․姑․林 음계로, 3장에서는 완전4도(太․林․南․潢)로 

올린다고 하 다. 피리 음계상 仲은 존재하지 않는다.
23) 양명석(국립국악원 정악단 피리연주자)의 조언임.
24) 수제천의 음계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이혜구는 ｢수제천의 조와 형식｣, 한국음악논총(수문

당, 1976), 72~73쪽에서 남(㑲)․태(太)․고(姑)․임(林) 4개의 음으로 규정하 고, 장사훈은 ｢평조와 

계면조의 특징｣, 국악총론(정음사, 1976), 30~32쪽에서 같은 계면조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4음이 

아닌 3음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이는 계면조에 한 견해가 다른 데서 연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25) 권태욱, ｢정읍의 음악학적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19집(한국음악학연구회, 1997), 82쪽의 <표6> 현

행 수제천의 금선율에서 사용된 음수 일람표에 보면, 南(70), 黃(51),太(76),姑(33), 林(56)이다. <표7> 
피리는 南(39), 黃(17), 太(48), 姑(38), 林(35)이며, <표8> 해금의 경우는 南(54), 黃(31), 太(53), 姑
(38), 林(46)으로 되어 있다. 결코 음계에 생략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黃이다.

26) 정계종, ｢수제천의 아쟁선율 비교 연구｣(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쪽. 
출현하는 구성들을 보면, 남․황․태․고․임의 5음이며, 그 중 두 번째 음인 황의 출현이 적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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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행 악보와 아악부보와의 관계는 선행연구 2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식음의 첨가 정도에 변화가 있을 뿐 체로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

로 한다.

2. 대악후보 井邑과 현행 壽齊天의 비교

 악후보의 정읍과 현행 수제천은 상호 연관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다. 이에 더하여 두 곡의 내재적 공통점

을 찾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정읍의 장단(행: 각)과 수제천의 장단 비교

(1) 정읍의 장단

 악후보 정읍의 장단은 1행 16정간 3․2․3․3․2․3으로 구성된 6 강

의 제1강에서 시작하며 총 66행이다. 정읍의 장고장단을 출현 순서 로 4행단위

로 나누어 보면, 제1~4행(고고 요 편쌍),28) 제5~8행(고-고-), 제9~12행(고요

편쌍), 제13~16행(고-고-), 제17~20행(-요편쌍), 제21~24행(고요--), 제

25~28행(--편쌍), 제29~32행(고요편쌍), 제33~36행(고요편쌍), 제37~40행(고

-고-), 제41~44행(고요편쌍), 제45~48(고-고-), 제49~52행(고요편쌍), 제

53~56행(고요편쌍), 제57~60행(고요편쌍), 제61~64행(고-고-), 제65~66행(고

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행 단위로 장단을 유형별로 세분하면 ‘고/요/

남․태․고․임의 4음 음계로 보는 학설이 일반적이다.
27) 박종옥, ｢수제천의 금선율 비교연구: 1930년 아악부보와 현행보의 동이에 한 분석｣(경북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8) 남상숙, ｢조선조 궁중음악 장단의 변주형에 한 검토 및 내재율의 고찰｣, 조선조 궁중음악의 단절과 

속악원보(민속원, 2009), 252쪽에서 동동은 ‘고고/요/편/쌍’의 4행 장단이라 하 고, 정읍은 ‘동동’과 

같은 4행 장단과 그 장단에 ‘고〇고〇’의 4행이 더 붙은 8행 장단이 사용되었다. 기존연구에서는 4행 

장단으로 해석하 다. 즉, 남상숙은 1-8행을 단위로 ‘/고(고)/요/편/쌍/고/-/고/-’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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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쌍’ 8회, ‘고고/요/편/쌍’ 1회, ‘-/요/편/쌍’ 1회, ‘고/-/고/-’ 5회 이며, 

65~66행의 2행은 ‘고/요’로 마치게 되어 2행이 모자란다.29)

정읍의 장고형을 4행 한 장단으로 보느냐 8행 한 장단으로 보느냐는 두 견해

로 갈린다. 4행(‘고/요/편/쌍’) 1장단으로 보는 경우는 최헌의 해석이고, 1~8행

을 합쳐 8행(‘고/요/편/쌍/고/-/고/-’) 단위로 보는 것은 남상숙의 견해이다. 정

읍을 4행 단위로 보면 ‘고/요/편/쌍’이 되며, 제5~8행의 ‘고/-/고/-’가 남는데 

이는 ‘고/요/편/쌍’이 아니므로,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와는 다르게 양태순

의 논문30)에서는 종지(‘고요’)를 근거로 8행 단위로 해석 하고 있다.

최헌은 그의 논문31) 중 ‘조선전기 향악곡에 사용된 장단의 종류’에서  악후

보의 정읍을 동동과 함께 4행 장단인 ‘고/요/편/쌍’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

요/편/쌍’만으로 정읍의 장단을 해석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정읍 66행(16장단 

2행) 중 8장단은 ‘고요편쌍’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

1~4행 ‘고고요 편쌍’, 제5~8행 ‘고고’, 제17~20행 ‘－요편쌍’, 제37~40행 ‘고

고’, 제45~48행 ‘고고’, 제61~64행 ‘고고’, 제65․66행 ‘고요’, 등으로 나타나는 

7장단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까닭에 남상숙의 8행 단위는 제

1~16행, 제33~40행, 제41~48행, 제57~64행에 적용되며, 최헌의 4행(‘고요편

쌍’)분류는 제17~32행, 제49~56행에 적용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정읍 1~66행의 

장고장단을 제 로 설명하자면 8행과 4행이 함께 사용된 복합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 김태환, ｢ 악후보 정읍의 完篇과 그 선법｣,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한국음악학연구회, 2002), 206
쪽; ‘김 운(1995)’의 견해는  악후보 “정읍”의 악보에 맨 끝의 일정부분이 생략되어있음을 간파하

고 전강의 제9~10행에 이어지는 11행으로부터 최초의 소엽을 거쳐 여음으로 끝나는 제32행까지 생

략한 것으로 보았다.
30) 양태순, ｢고려속요에 있어서 악곡과 노랫말의 변모양상｣,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이회문화사, 1997), 

100쪽; [21 22], [29 30] [31 32], [53 54], [65 66]행은 ‘고요’로써 여음에 해당한다. 101쪽 4열을 보면, 
‘B 가운데 제16(48)행이 궁(宮)으로 일관된 여음이고 장고장단도 여기에 떨어지므로 (제1~16(41~48)
행은 한 장단이므로 제 16행에서 두 번째 장단이 끝난다.)’라고 하 다. 여기에서 오류는 제 16행이 

아니고 17행이 궁(宮)이며 장고 점은 없고, 48행이 아니고 49행이 궁(宮)이며 장고는 ‘고’이다. 그의 

설명과 악보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31 32]도 ‘편쌍’으로 맞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한 장단을 8행

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31) 최헌, ｢조선 전기 향악곡의 악구 구조 연구｣, 이혜구박사 구순기념 음악논총(민속원, 1998), 431쪽.



행 강 정간 장고형 양태순: 양, 문숙희;문, 성호경: 성, 김태환: 김

1-4 1,3/6/1/1 1,6/14/1/1 고고/요/편/쌍

5-8 1/-/1/- 1/-/1/- 고/-고/-

9-12 1/6/1/1 1/14/1/1 고/요/편/쌍

13-16 1/-/1/- 1/-/1/- 고/-/고/- 16행여음(양32))

17-20 -/6/1/1 -/14/1/1 -/요/편/쌍 17여음

21-24 1/6/-/- 1/14/-/- 고/요/-/- 21․22행 여음(문33), 양), 21.22반여음(김34))

25-28 -/-/1/1 -/-/1/1 -/-편/쌍 27-32행여음(성35))

29-32 1/6/1/1 1/14/1/1 고/요/편/쌍 29-32행여음(양), 29-32 여음(김)

33-36 1/6/1/1 1/14/1/1 고/요/편/쌍

37-40 1/-/1/- 1/-/1/- 고/-/고/-

41-44 1/6/1/1 1/14/1/1 고/요/편/쌍

45-48 1/-/1/- 1/-/1/- 고/-/고/- 48행여음(양)

49-52 1/6/1/1 1/14/1/1 고/요/편/쌍 51-56행여음(성), 49여음

53-56 1/6/1/1 1/14/1/1 고/요/편/쌍 53-56행여음(문, 양), 53-56 여음(김)

57-60 1/6/1/1 1/14/1/1 고/요/편/쌍

61-64 1/-/1/- 1/-/1/- 고/-/고/-

65-66 1/6 1/14 고/요 65․66행여음(양)

<표 1> 대악후보 ‘정읍’행과 장고 및 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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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형과 여음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악후보 “정읍”에 한 원전 비평의 

실례로서 성호경, 양태순, 김 운에 의해 이루어졌다.36) 원전은 가사와 전강․

소엽․후강․과편의 구분과 “정읍”의 행(行)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점이 다르다. 

성호경은  악후보“동동”의 ‘여음이 “정읍”과 같다’는 주석에 의거하여 양자

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여음37)으로 파악한 것이고, 양태순은 종지형을 기준으

32) 양태순, 앞의 글(1997), 101쪽.
33)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0집(한국국악학회, 2006), 

90쪽; <표 1 정읍의 형식> 참조.
34) 김태환, ｢ 악후보 정읍의 完篇과 그 선법｣,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한국음악사학회, 2002), 203

쪽; 김태환이 김 운(1998)의  악후보 “정읍”의 악보를 재구한 견해를 수정한 표에 의거한 반여음과 

여음 구분.
35) 김태환, ｢ 악후보 정읍의 完篇과 그 선법｣,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한국음악사학회, 2002), 201쪽.
36) 위의 책, 201쪽.
37) 위의 책, 202쪽.



1․2장 3장 4장

제1~2행: 편고 편고 쌍요 제1행: 편고 편고 쌍요 제1~2행: 편고 편고 쌍요

제3행: 편고 쌍요 제2행: 편고 쌍요

제4~7행: 편고 편고 쌍요 제3~7행: 편고 편고 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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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음38)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며, 김 운의 견해는  악후보 “정읍”의 악보

에 맨 끝의 일정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 뒤에 마련된 것으로 김

운의 견해를 김태환이 수정해 제시한39) 것이다. 서로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

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  악후보 ‘정읍’행과 장고 

및 여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정읍의 장고형을 8행과 4행의 복합형으로 보고자 한다. 8행 1장

단은 제1~8행, 제9~16행, 제33~40행, 제41~48행, 제57~64행이며, 4행 1장단

은 제17~20행, 제21~28행, 제29~32행, 제49~52행, 제53~56행이다.

(2) 수제천의 장단

빗가락 정읍인 수제천은 ‘느리고 장중하게 무정형절주음악’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제천의 장단은 1행 18정간 6․3․3․6단위로 표기하 다. 정읍의 장단과

는 달리 ‘편고 편고 쌍요’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 수제천의 장별 행수를 보면, 1장 7행, 2장 7행, 3장 7행, 4장 2행으로 

총 23행이다. 이 가운데 1․2장의 3행과 3장의 2행이 반각으로 되어 있어 반각 

장단은 모두 3행이다.

38) 위의 글, 204쪽.
39) 위의 글, 207쪽.



정읍8행장단 고 요 편 쌍 고 － 고 －

정읍4행장단 고 요 편 쌍

수제천1각 편 고 편 고 쌍 요

수제천반각 편 고 쌍 요

<표 2> 정읍과 수제천의 장고형 비교

대악후보 정읍과 수제천의 관련성 고찰   171

(3) 정읍과 수제천의 기본장단과 축소장단의 관계

정읍과 수제천의 장단을 비교해 보면 장구형의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정

읍을 살펴보면, 제1~16(8)행에서 ‘고(고)/요/편/쌍/고/–/고/-’의 반복과 제

29~32행(4행)에서 ‘고/요/편/쌍’ 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수제천은 한 행(각) 18정간의 ‘편고 편고 쌍요’의 장고점이 한 행 18정간

의 반각에 해당하는 9정간에 ‘편고 쌍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읍의 장고형

을40) 8행과 4행의 혼합으로 해석하면, 수제천의 한각과 반각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표 2> 정읍의 장고형은 8행 한 장단 5회와 4행 한 장단 5회로 나타난다. 수

제천의 1각 장단은 1․2장의 제1․2․4․5․6․7행과, 3장의 제1․3․4․5․

6․7행, 4장 제1․2행이며, 반각은 1․2장의 제3행, 3장의 제2행에 나타난다.

2) 정읍과 수제천의 구조선율

(1) 수제천의 구조선율

수제천과 정읍의 유사성을 찾기 위하여 우선 <악보1․2> 아악부의 금보인 

수제천 악보를 보도록 하겠다. 아악부 김성진의 악보는 당시 필경본으로 필자가 

40) 남상숙, ｢고악보 장단의 변주형에 한 검토 및 내재율 고찰｣, 궁중음악의 음악적 연구(민속원, 
2007), 69쪽; ‘정읍: 동동과 같은 4행 장단과 그 장단에 고〇고〇의 4행이 더 붙은 8행 장단이 함께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최헌, ｢조선 전기 향악곡의 악구 구조 연구｣, 이혜구박사 구순기념 음악논총
(민속원, 1998), 432쪽)에서는 4행 장단으로 해석하 다.’고 하 으나 이는 4행 장단을 설명한 것으로 

같은 책 431쪽에  악후보의 동동, 정읍을 동일하게 ‘고요편쌍’으로 해석하 다.



<악보 1> 김성진 아악부 대금보 수제천 1․2․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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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여 소장 한 악보이므로 본고에서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계 악보인 아악부 금보를 참고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현행 수제천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1행 18정간으로 기보된 6각

(행)과 반각 1행으로 되어 있고, 2장은 초장과 동일하다. 다만 2장의 1행 1~4정

간이 1장 처음과 다를 뿐이다. 3장 역시 6각 반이며 4장은 2각으로 되어 있다. 



<악보 2> 아악부 대금보 수제천 1․2․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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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부 수제천보는 1행 20정간으로 기보되어 있다. 1장 5각, 2장 5각, 3장 5

각, 4장 2각으로 모두 17각으로 반각의 구분 없이 기보되어있다. 현행보와 아악

부보는 기보상 차가 있지만 동일계통이며 장식음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살피고자한다.

하나는 구조선율이 되는 최소단위이고, 다른 하나는 수제천과 정읍의 선율에 

한 동이(同異) 비교 이다.

초장을 출현음 별로 구분해보면, ①南汰, ②潢㳞汰, ③淋㶂湳, ④㶂- 湳淋
㴌, ⑤㳞汰潢, ⑥林潢南, ⑦㳞汰潢南, ⑧潢南, ⑨潢汰, ⑩南林 등이 있고 이외

에 음간연결음(音間連結音)으로 ①汰-㳞, ②潢㳞-潢, ③汰南, ④潢㳞汰㳞, ⑤

潢林로 분류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읍의 음계는 南․潢․汰․

㴌․淋인데 수제천 악보에 㳞과 㴌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㳞41)는 

아악부의 금 안공법적 측면에서 표기된 것으로 실제로는 㴌와 동일42)하게 해

41) 현행 수제천보를 표준해서 볼 때 아악부의 㳞에는 한 율 내림표가 병기되어야 하나 생략된 것으로 보아 

㴌로 보아야 한다. 군악 취타 악보에는 한 율 내림표가 병기되어 있다.
42) 악보 표기에 중려의 주법은 실제 개방한 㳞의 지공을 사용하지 않고 㴌의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소금

은 중려의 지공을 연주하지 않고 㴌의 지공을 연주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㳞는 㴌로 보아야 맞는다. 이



종류 1 2 3 4 5 6

유형 南汰, 潢㳞汰 淋㶂湳 㶂-湳淋㴌 㳞汰潢 林潢南

위치

1-⑴-①②

1-⑵-①
1-⑴-⑤
1-⑵-①
1-⑵-⑭
1-⑶-⑦
1-⑶-⑲
1-⑷-③
1-⑸-⑤
1-⑸-⑫

1-⑴-⑫
1-⑵-⑧⑨

1-⑵-⑰⑱
1-⑸-③

1-⑴-⑰⑱⑲
1-⑶-③④⑤

1-⑵-③
1-⑷-⑤
1-⑸-⑭

1-⑵-④
1-⑶-⑬⑭

1-⑷-⑥
1-⑸-⑮

7 8 9 10 11 12

유형 㳞汰潢南 潢南 潢㳞汰㳞 潢汰 南林 汰-㳞汰潢

1-⑶-⑨⑩

1-⑷-①

1-⑴-⑤
1-⑶-⑯
1-⑷-②
1-⑷-⑫
1-⑷-⑲⑳
1-⑸-①
1-⑸-⑪

1-⑵-⑯
1-⑶-⑰ 1-⑸-⑦⑧ 1-⑸-⑨ 1-⑸-⑬-⑯

<표 3> 아악부 대금보 수제천 1장의 구조선율 유형 1장-(행)-정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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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표 3>의 유형들은 아악부보와  악후보 정읍의 출현음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수제천의 부분은 구조선율이 모여 곡을 이루고 

있으나  악후보 정읍의 악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동기와 동기를 이어주는 

①汰-㳞, ②潢㳞-潢, ③汰南, ④潢㳞潢, ⑤潢林의 음간연결음(音間連結音) 5

유형이 있다.

(2) 정읍과 수제천의 구조선율 비교

① 제1-2장의 관계

앞서 아악부보 수제천의 구조선율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표 4> 수제

는 아악부시절 악보가 체계화 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김기수․이상룡이 편찬한  금정악
(은하출판사, 1979)의 수제천에서는 아악부악보의 㳞을 㴌로 표기하고 있다.



수제천 정읍(행) 3 2 3 3 2 3 정간비율

南汰 (1) 南　宮 汰 上二 汰 上二 上二 上二

上二

上一

上二

南 汰 (3–3)

潢㳞(㴌)汰
(35) 潢 上一 㴌 上三 㴌 上三 㴌 上三 㴌 上三 㴌 上三 潢㳞(㴌)汰(3

-13-8)(36) 汰 上二 汰 上二 汰 上二 上一 上一 上一

林潢南 (22․30))
上二

上二
上一 宮

林 下一

潢 上一
南　宮

上一

宮

上一

林 潢 南

 (2–1-2)

潢南林姑
(5) 宮

宮

宮 潢　上一 潢　上一 南　宮 潢南林姑

5-11-5-3

(6) 南　宮 南　宮 南　宮 林 下一 林 下一 姑 下二

㳞(㴌)汰潢南 (28)
下三

下四
下三

下三

下四

下三

-
姑　下二

太　下三

黃　下四

㑲 下五

-

㳞(㴌)汰潢

 1-2-1-2

潢南 (10)  上一  上二  上二

上一

-
上二

潢 上一 南　宮
潢南

2-3

<표 4> 수제천 1, 2장 동기와 정읍의 구조선율 관계: 해당 음에 율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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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구성음이 정읍과 동일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정읍의 악보에는 1소행은 큰 

글자로 2소행은 작은 글자로 2행이 기보되어 있다. 기존 해석 로라면 1소행은 

현악으로 2소행은 관악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수제천과 정읍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수제천과 구조선율이 동일한 행은 1소행과 비교가 가능하

다. 2소행의 경우는 비어 있는 행43)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

다. 현행 수제천과 유사한 선율은 주로 정읍의 1소행과 일치한다. 이 같은 관점

에서 본다면 정읍의 제1소행인 현악선율에서 현행 수제천의 관악 선율로 바뀐 

것44)으로 볼 수 있다.

43) 양태순, 앞의 글(1997); 정읍의 22․29․30․53․54행은 여음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분석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으며, 수제천의 금 연음과 주요선율을 담당하고 있는 음이다. 
44)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현행 금보의 군악 권마성 선율은 아악부보의 가야금 선율에서 온 것이다(녹

성 김성진 구술).



汰㳞(㴌)汰潢 (14․28)
下三

-
下四

下三

下三

-
下四

太　下三

-
姑 下二

太 下三 黃　下四
汰㳞(㴌)汰潢

2-1-2-3

潢汰  (10) 潢 上一 汰 上二 汰 上二
上一

- 
上二

上一 宮
潢汰

3-5

南林  (7)  下一  下一

下二

-
下一

南　宮 南　宮 林　下一
南林
5-3

南-潢南 (30)
上二

-
上二

 上一 宮

下一

-
上一

南　宮

潢 上一

南　宮

上一

南-潢南

2-1-1

종류 1 2 3 4  5 6 7  8 9 10

수제천 南汰
潢㳞汰 淋㶂湳

㶂-湳淋
㴌 㳞汰潢南 潢南

汰-㴌汰

潢
 潢汰 南林 南-潢南

정읍 南汰 潢㴌汰 林潢南 潢南林姑 㴌汰潢南 潢南
汰-㴌汰

潢
 潢汰 南林 南-潢南

행-강-
정간

1-⑴⑵-
①④

29,30-⑹
⑴-⑯①

22-⑷⑸-
⑨⑪⑫ 

37,38-⑷
⑸⑹-①

②③④⑤

⑥

5,6-⑸⑹

-⑫⑭⑨

⑭

28-⑷⑸

⑹-⑪⑫

⑭

10-⑸⑹ 14-⑷-⑨
⑪⑫⑭

 10-⑴⑵

⑶-①④

⑥

7-⑸⑹-
⑫⑭

14-⑷-⑨
⑪⑫⑭

11-⑴⑵⑶-①④⑥

<표 5> 정읍과 수제천 1-2장의 구조선율(行－綱－正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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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천 1장의 구조선율은 정읍의 제1, 5, 6, 7, 10, 22, 28, 29, 30, 37, 38행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바뀐 점은 정읍의 1행 16정간이 현행 수제천 1행 18정간에 

맞도록 새롭게 구성하여 만든 것이 다르다. 즉 수제천은 정읍의 일정한 부분을 

뽑아 곡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읍 가운데 구조선율을 이루는 요소를 가려내어 

새로운 형태의 곡을 만든 것이 수제천 1장과 2장이다. 다시 말하면 정읍을 완전

히 분해하여 중복되는 선율을 제외하고 정읍의 주요선율이 되는 요소로 새로운 

형태의 곡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곡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정

읍의 특징적 선율을 새롭게 재구성한 양상이다. 정읍과 수제천의 관계성을 굳이 

찾자면 수제천의 구조선율에 해당하는 선율적 요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정읍



유형 악후보 정읍 아악부 금 현행 수제천 음정진행 비고

1 南汰 1-⑴⑵-①④  南汰 南汰 상행4도

2 潢㴌汰 29,30-⑹⑴-⑯①  潢㳞汰 潢㴌汰
상행3도하행2도

(4-3)
㴌(㳞) 변형

3 林潢南

22-⑷⑸-⑨⑪⑫ 

37,38-⑷⑸⑹-①②

③④⑤⑥
淋㶂湳 淋㶂湳 상행4하행3도 8va

4 潢南林姑 5,6-⑸⑹-⑫⑭⑨⑭ 㶂-湳淋㴌 㶂-湳淋㴌 하행3-2-3도 8va

5 㴌汰潢南 30-⑴⑵⑶-①③④⑥ 㳞汰潢南 㴌汰潢南
하행2-2-3도

(3-2-3)
㴌(㳞) 변형

6 潢南 10-⑸⑹ 潢南 潢南 하행3도

7 汰-㴌汰潢 14-⑷-⑨⑪⑫⑭ 汰-㳞汰潢 汰-㴌汰潢
상행2도하행2도
하행2도(3-3-2)

㴌(㳞) 변형

8 潢汰
10-⑴⑵⑶-①④⑥

11-⑴⑵⑶-①④⑥
 潢汰 潢汰 상행2도

9 南林 7-⑸⑹-⑫⑭  南林 南(潢)林 하행2도 사이장식음(潢)첨가

10  南-潢南 31,32-⑸⑹-⑫⑭  南-潢南 南-潢南 상행3도하행3도

<표 6> 정읍과 수제천의 1-2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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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세 의 곡으로 수제천은 정읍의 주요 선율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2세 의 

곡으로 보아야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아래의 <표 6>의 유형 부분에서 주요음 단위의 음정(진행)관계를 보면, 유형 

1은 상행4도, 유형 2는 상행4도 하행3도(변형 상행3도 하행2도), 유형 3은 상행

4도 하행3도, 유형 4는 하행 3-2-3도, 유형 5는 하행3-2도, 유형6은 하행3도, 

유형 7은 하행3-2-3도(변형 하행2-2-3도), 유형 8은 상행2도, 유형 9는 하행2

도 유형 10은 상행3도 하행3도 이고, 유형2와 5, 7의 변형은 중려(仲)와 고선

(姑)의 차이이며 연주 시에는 주법(음정-음고)45)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표기 

혹은 주법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의 유형 2․5․7의 㴌(㳞) 변형은 아마도 기보와 실음과의 차이로 여

45) 금(大笒)은 중려(仲呂) 지공(指孔)을 숙여서 고(姑)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금(小笒)은 고

(姑)의 지공으로 연주하게 된다. 이 같은 까닭에 고(姑)의 음정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음정에 

오차가 발생한다.



수제천
정읍

(행)
3 2 3 3 2 3 정간비율

3장 

湳㶂湳淋
53 南宮 南宮 南宮 南宮 南宮

南宮 

-

潢上一 湳㶂(異)湳淋
15-1( )-3-2

54
上二

 -
上二

上一 南宮

林下一

-
上一

㴌汰
35 上一 㴌上三 㴌上三 㴌上三 㴌上三 㴌上三 㴌汰

13-836 汰上二 汰上二 汰上二 上一 上一 上一

姑林 45 下二 下三

下二姑

-

下一林

下一林 下一林
姑林
2-6

4장

林姑太
40 下一 下二 林下一

姑下二

-
姑下二

太下三 下二
林姑太

3-3-2

姑太姑林 45 姑下二 太下三

姑下二

-
林下一

林下一 林下一
下二

下一

下二

姑太姑林
3-2-6

南潢 37 南宮 南宮 南宮 潢上一 潢上一 潢上一
南潢

8-8

林南 39 下一 下一

下二

-
林下一

南 宮 南 宮 南 宮
林南

1-8

<표 7> 수제천 3-4장과 정읍의 선율구조 해당 음에 율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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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며 실제 금 주법46)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② 제3~4장의 관계

다음으로 수제천 3장과 4장을 정읍과 비교해 보겠다. 4장은 2행(行)으로 3장

의 7행 보다 짧지만 정읍의 제37행부터 제44행까지 해당하고, 제3~4장은 아홉 

유형으로 <표 7>과 같다.

46) 현행 㴌의 금 주법은 본래 㳞을 한 율(律) 낮추어 연주하고 있다. 김기수․이상룡 공저,  금정악에 

보면 㴌의 안공법(按孔法)은 제1공을 막고 나머지 2~6공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수제천

에서 㴌은 제2․6공을 막고 나머지 1․3․4․5공을 열고 연주한다.



太姑太 46 下三 下四

下三

-
下四

太下三

-
姑下二

太下三 下四
太姑太

2-1-2

潢汰

潢汰
42 潢上一 汰上二 汰上二

潢上一

-

汰上二
上一 宮

潢汰

潢汰

3-5-2-1

南林 30
上二

-
上二

上一 南宮

林下一

-
上一

宮

上一

宮

上一

南林
3-2

潢林 44 宮 宮 宮 潢上一 潢上一 林下一
潢林
5-3

종류 1(3장) 2 3 1(4장) 2 3 4  5 6 7 8 9

수제천 湳㶂湳淋
㳞汰㳞汰

㳞　　汰

(요성)

㳞淋
㳞淋

(요성)
淋 㳞汰 㳞汰淋 湳㶂 淋湳 淋㴌 太姑太姑

(요성)
潢汰潢汰 南(潢)林 潢林

정읍
南潢(汰潢)

南林 㴌汰 姑林 林姑太 姑太姑林 南潢 林南 林姑 太姑太 潢汰潢汰 南林 潢林
행-강-
정간

53,54-⑹⑴

⑵⑶-⑭⑯
⑥⑨

35,36-⑵-
⑹-⑴-⑶-
②③⑤⑥①

②③

45-⑶-⑥⑧

⑨⑫⑭⑮
40⑶⑷⑸-
⑥⑨⑫

45-⑴⑵⑶-
①④⑧

 

37-⑴⑵⑶

⑷⑸⑹-①
⑨

39-⑶⑷-
⑧⑨

40-⑴⑵-
①④

46-⑷⑸-⑨
⑪⑫

42-⑴⑵⑶

⑷-①④⑨

⑪

22,30,38,6
1-⑶⑷-⑥

⑨,
54-⑸⑹-

⑫⑭

44-⑸⑹-⑫
⑭

<표 8> 수제천 3-4장과 정읍의 선율구조

유형 악후보 정읍 아악부 금 현행 수제천 음정진행 비고

1
(3장)

南潢(汰潢)南
林

53,54-⑹⑴⑵⑶-⑭⑯⑥

⑨
湳㶂湳淋 湳㶂湳淋 상행3도하행3도하행2도 8va

㴌汰
35,36-⑵-⑹-⑴-⑶-②

③⑤⑥①②③
㳞汰㳞汰- 汰 㴌汰㴌汰- 汰 하행2도 8va(요성) 

3 姑林 45-⑶-⑥⑧⑨⑫⑭⑮ 㳞淋㳞淋 㴌淋㴌淋 상행3도 8va(요성) 

4
(4장)

林姑太 40⑶⑷⑸-⑥⑨⑫ 淋 㳞汰 淋㴌汰 하행3도하행2도(2-3) 8va 㴌(㳞) 변형

5 姑太姑林 45-⑴⑵⑶-①④⑧ 㳞汰淋 㴌汰淋 하행2도상행4도(3-4) 셋 째 음 생략

6 南潢 37-⑴⑵⑶⑷⑸⑹-①⑨ 湳㶂 湳㶂 상행3도 8va

7 林南 39-⑶⑷-⑧⑨ 淋湳 湳淋㶂湳 상행2도(하행2-상행4-하행3) 변형(湳 㶂첨가)

8 林姑 40-⑴⑵-①④ 淋㴌 淋㴌 하행3도 8va

<표 9> 정읍과 수제천의 3-4장 선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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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太姑太 46-⑷⑸-⑨⑪⑫ 太姑太姑 상행2도하행2도(상행2도) 姑첨가(요성)

10 潢汰潢汰 42-⑴⑵⑶⑷-①④⑨⑪ 潢汰潢汰 潢汰潢汰 상행2도하행2도상행2도 (요성)

11 南林 22,30,38,61-⑶⑷-⑥⑨,
54-⑸⑹-⑫⑭

南林 南(潢)林 하행2도 사이장식음潢첨가

12 潢林 44-⑸⑹-⑫⑭ 潢林 潢林 하행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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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건  수제천의 구조선율은  악후보 정읍의 선율 

가운데서도 25유형이 일치하고 음간연결음 5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악후보정읍 1행 16정간 음 길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제천과 

동일계음악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으나, 구조선율에 있어 공통적 유사성을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악후보정읍을 1세  곡, 현행 수제천

을 2세  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 맺음말

우리 음악에서 수제천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주제로 한 연

구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그 기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며 수제천과 정읍의 관계에 관한 고찰 역시 직접적 관련성을 확신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자 또한 현행 수제천과  악후보정읍의 구조선율

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방향성을 달리하여 두 곡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그 비교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읍의 8행과 4행 장단(장고형)의 관계는 수제천의 한각과 반각 관계와 

유사하다. 장고형을 줄여서 연주하는 관행이  악후보 정읍 시절에 이미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고악보 해석 관행 로라면 1소행은 현악, 2소행은 관악으로 해

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현행 수제천의 구조선율은 주로 정읍의 1소행과 일치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읍의 제1소행인 현악 선율이 현행 수제천의 관악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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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제천 제1-2장의 구조선율은 정읍의 출현 순으로 보면, 제1, 35, 36, 

22, 5, 6, 28, 30, 28, 10, 7행순서와 비교되고, 수제천 제3-4장의 선율구조는 

정읍의 제53, 54, 35, 36, 45, 40, 37, 39, 46, 42, 30, 44행순으로 구성음이 일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반드시 어느 악구를 가져다 수제천을 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곡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무관타고 보기도 어려운 까닭에 즉 정

읍의 선율 가운데 구조선율을 가려내어 새로운 형태의 곡을 만든 것이 수제천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읍을 1세 의 곡으로, 수제천은 정읍의 주요 선율을 차용

하여 만든 2세 의 곡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정읍과 수제천의 관련성에 하여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두 곡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구조선율의 상관적 관계유무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

과 두 곡은 장고형과 선율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읍이라는 집을 허물어 수제천

이라는 축소형 새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련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두 곡의 관계는 동일 계통의 음악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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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5 당적, 금보의 상단 우로부터 다섯 번째 열에는 수

제천(壽齊天)이 수록된 반면 피리보에는 수제천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구전으로 내려오던 음악이라는 설에 무게가 있다. 피리는 우리음

악에 주선율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더욱 크다. 여기

에 악보의 곡명은 모두 속명이 아닌 아명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5: 아악부 당적․피리․대금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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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Jeongeup
in Daeakhubo and Sujechen

Yun, Byong-Ch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explore 'Bitgarak Jeongeup' and 'Jeongeup' from Daeakhubo 

(Scores of Great Music) to investigate their corelation including an association of 

their lyrics Jeongeupsa (a song from the Baekjje era) with a place name, 'Jeongeup' 

located in Jeollabuk-do.

The original title for Sujecheon (Long Life as Eternal as in Heaven) which is 

known as the gem of Aak (court ceremonial music) is 'Bitgarak Jeongeup'. 

Although there are many precedent studies on the corelation between 'Bitgark 

Jeongeup' and 'Jeongeup' from Daeakhubo, they have never been led up to the 

same conclusions: some suggest that one of them is a independent version of the 

other, others suggest that one of them is the one orally transmitted or reconstituted 

of the existing phrases, while some were inconclusive. This paper is aimed at 

investigating into the corelation between the two musical pieces by different 

method to complement the precedent study results with respect.

Instead of the piri (cylindrical double-reed bamboo oboe) score analyzed in the 

precedent studies, I chose to analyze the daegeum (large transverse flute) score 

focusing on motives instead of phrases. Analyzing the existing Sujechen by its 

motive which is the smallest constituent of music in the order of appeara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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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25 types of motives constituting the first through 

fourth movement, and the five types of tones connecting the motives do not appear 

in Daeakhubo. Although much of the motives were consistent in both pieces, it 

is difficult to predicate that they are identical since they have different time value. 

However, it is not unreasonable to consider them cognate as they have a lot in 

common in progress. The similarity or identical poin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origin of its rhythmic units, gak (6-beat, a quarter rhythmic cycle) 

and half-gak (3-beat) of Sujecheon can be found in the hour-glass drum rhythm 

of Jeongeup, which was 8 lines being reduced to 4 lines.

Second, Jeongeup, in larger scheme, is comprised of two movements in which 

the melody of the first movement repeats in the second movement. This form is 

similar to Sujecheon.

Third, the first vertical line of Jeongeup is typically considered as for string 

instruments, while the second one as for wind instruments. The string melody of 

Jeongeup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the wind melody of today's 

Sujecheon. The difference is that Jeongeup has the nam key (C) for the keynote 

and cadence while Sujecheon begins with the nam key but has the lim key (B♭) 

for cadence.

Fourth, the motives of the main melody in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 of 

Sujecheon correspond to line 1, 35, 36, 22, 5, 6, 28, 30, 28, 10, 7 of Jeongeup 

in the order of appearance, while those in the third and fourth movement 

correspond to line 53, 54, 35, 36, 45, 40, 45, 37, 46, 42, 30, 44.

Collectively, there 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motives but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m the same musical piece in terms of their melodies. 

Nevertheless, they are still concluded as cognate music that Jeongeup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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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khubo can be determined as the piece of first generation while Bitgarak 

Jeongeup as of the second generation. There was a view on Sujecheon being the 

production of the Silla Dynasty due to an issue raised from a comparative study 

on Jeongeup and Sujecheon. Considering the relation to a place name 'Jeongeup', 

however, such claim admits of a discussion. Particularly, among divergent opinions 

in interpretation of their lyrics: some regard it as a complete hugang, a musical 

tone, while the others regard it as hugang-Jeongju market, I consider it resonable 

to follow the latter.

【Keywords】Jeongeup, Sujecheon, Daeakhubo, Structure of 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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