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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음말 

宗願察禮樂의 樂章은- 傳來하는 우리나라 성악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모음곡 

이다. 이 종묘악장은 원래 조선조 世宗代에 만들어진 성악곡으로서 순 漢文 가사로 

되었고 作詞者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二l 음악은 새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 

터 있었던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鄭樂)에 基因하여 만든 것이다 1) 이 종묘악장은 

역대 祖宗의 文德을 칭송한 保太平 11曲과 武德을 찬양한 定大業 15曲으로서 원래 

세종대에는 文舞와 武舞에 쓰였으나2) 世祖代에 와서 종묘제례악으로 채용되변서 가 

사의 字句가 많아서 협화가 어렵다는 이유3)로 曲數도 줄어들고 가사의 句數도 생략 

되어서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조선조 말엽 고종대에 日帝의 강압으로 보태명 정대 

업을 保太和 亨萬年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사도 몇 군데 고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 

1) 李惠求 譯註 r세종장헌대왕실록J 22 악보 1 , pp.73-74. 

2) 李惠求， 앞의 책 

3) 김기수 엮음 r보태평 · 정대엽의 악장과 일무보J(국립국악원， 1971)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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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부르고 있는 종묘악장은 일제시대에 고쳐진 가사로서 

그 악보는 故 김기수 엮음의 보태명 14曲(迎神熙文~繹成)과 정대업 13曲(昭武-

送神興安樂)이 井間讀로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필자는 故 김기수 선생으로부터 종묘악장올 직접 배웠는데 그때 배운 종묘악장의 

발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묘악장 전체의 발음(Diction)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H 帝治下에서 고쳐진 종묘악장 가사를 다시 세조대의 가사 

로 환원하여 부르는데 이 발음법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오 

늘날 春秋로 행하여지고 있는 종묘제향에서 종묘악장 본연의 가사를 도로 찾아 부 

르는데 도움올 주고자 한다. 

ll. 母홈 發륨法 

1. 單母홉 

종묘악장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는 악곡별로 다음과 같다. 

保太平

1) 迎神熙文-我， 後， 於， 昭， 縣， 思

2) 훌常熙文-非， 可， 交， 是， 祖， 其， 顧

3) 進鷹-我，組，豆，많，且，和，奏，孝，祝，其，右，維 

4) 引入熙文-祖， 貼， 讓， 美， 維， 以， 失， 歌

5) 基命-於， 堆， 我， 祖， 浮， 徒， 附， 基

6) 歸仁-有， 道， 與， 區， 可， 子， }뽑， 其， 如， 市， 많， 我， 之， 私， 層， 級

7) 亨嘉-與， 我， 祖， 짧， 武， 志， 斯， 以， 嘉， 維

8) 輯寧-維，府，更，之，未，擔，流，離，훌，혜 

9) 降化-我， 祖， 維， 自， 西， 以， 之， 於， 파， 횟 

10) 顯美-那， 我， 考， 뚫， 調， 歌， 與， 美

11) 烈光貞明-時， 鷹， 有， 堆， 圖， 子， 웰， 休， 讓， 與， 佑， 無

4) 김기수，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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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重7t-我， 祖， 至， 昭， 짧， 止， 受， 後， 感， 久

13) 大敵-祖， 혔， 級， 四， 없， 備， 敵， 뻐 

14) 繹成-求， 維， 秋， 敵， 右， 많， 九， 昭， 美

定大業

1) 昭武-我， 祖， 昭， 武， 應， 無， 是， 歌， 且， 舞

2) 驚慶-於， 我， 祖， 牙， 子， 其

3) 灌{jE-之， 豪， 據， 我， 祖， 子， 組， 其

4) 宣威-즙，뿔i 默，度，之，魚，然，餘，롯，홈，胡，我，祖，武 

5) 神定-子， 虎， 舞， 鼓， 飛， 九， 又， 奇， 쭈， 自， 廣， 斯， 破， 我， 支， 홉， 武， 之

6) 舊雄-有， 斯， 如， 胡， 奏， 妹， 無， 悔

7) 順應-團， 主， 桓， 我， 師

8) 罷縣-雄， 多， 助， 休， 士， 女， 我， 緣， 題， 없 

9) 靖世-彼， 孤， 福， 機， 我， 考， 幾， 諸， 以

10) ~整-利， 雨， 自， 孝， 有， 關

11) 永觀-於， 堆， 祖， 有， 武， 可， 舞， 止

12) 澈邊豆-子， 豆， 有， 其， 假， 我， 없， 告， 維

13) 送神興安樂-께e， 度， 而， 未， 幾， 我， 願

J:記한 종묘악장의 많은 單母音 글자 중에서 어(於)와 기 5字(없， 基， 其， 奇，

幾) , 비(훗， )字 둥은 다른 단모음과 같이 요사이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지 않고， 於는 

「오」로 없， 基， 奇， 幾， 其는 「그이」로 훗는 「부이」로 풀어서 발음한다. 

。 於(於昭想形聲， 於堆我祖 於~廠靈 於我先祖 於堆91}祖)

於字는 현행 종묘악장에서 모두 5번 출현하는데 예외없이 「오」로 발음된다. 於字

는 어조사， 居也， 代也， 往也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로 발음되지만 歡離로 쓰일 

때는 「오」로 발음된다. 이 종묘악장에 쓰인 於字는 上記 例文에서 보이듯이 數廳로 

쓰였음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묘악장에 나오는 於字는 어조사의 「어」로 발음하 

지 않고 감탄사의 「오」로 발음하는 것이다. 

。 많(組頭없登， 制作많明備 짧樂鍵惡 我禮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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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字는 종묘악장에서 모두 4번 출현하는데 예외없이 「그이」로 풀어서 발음한다. 

많字는 E也， 盡也， 小食의 뜻이 있고 예전에는 「괴」로 발음되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 발음대로 「기」로 바꾸어진 것이다. 필자가 소유하고 있는 

“附音考 漢輪文 新玉篇”은 곁표지가 너무 낡아서 그 출판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 

략 왜정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옥편에는 짧字를 임의 피， 다할 피， 적 

게 먹을괴로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종묘악장의 ret字의 발음은 옛 발음대로 중 

모음 「피」로 쓰여졌으므로 「그이」로 풀어서 노래하는 것이다. 

。 其(先祖其(기)顧散. 維神其(기)右. 其(기)從如市휠驚其(그이)慶 有뼈其(기)香) 

其字는 종묘악장에서 모두 5번 나오는데， 정대엽 독경의 i화驚其慶에서만 「그이」 

로 풀어서 발음하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단모음 「기」로 발음하였다. 其字는 그기指 

物蘇， 語助ι기， 일홈 괴， 地名祝其의 뜻이 있는데 훌驚其慶에서의 其字는 일홈 괴 

의 뜻으로 쓰여서 중모음 「피」를 「그이」로 풀어서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用例의 其字는 모두 단모음 「기」로 발음되었는데 이 때에 출현한 음들은 黃

혹은 i黃 한 음이 거 나 혹은 南의 장식 음올 수반한 ìk음이 고， j흉罵其慶의 其字에 붙 

은 음은 한 음이 아니고 첫음 無에서 「그」로 발음하여 2도 위 장식음을 거쳐 째으 

로 下行하면서 「이」를 붙이는 -字多音 進行을 하고 있다. 

。 基(基我永命)

基字는 基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요사이 발음같이 단모음 「기」로 발음하지 않 

고 악장에서는 「그이」를 풀어서 발음한다. 基字는 터피地也， 근본피本也， 괴업피業 

也， 호미괴觸鋼也， 풍류이름피樂名立其의 뜻이 있다. 이 악장의 基字는 없字와 같이 

옛날 발음이 중모음 「괴」였으므로 종묘악장에 나오는 基字는 모두 「그이」를 풀어서 

발음하는 것이다. 

。 奇(正又奇)

奇字는 輔定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괴이할괴異也， 괴흩할괴說也， 쩍안맞올피不 

偶， 령수괴零數， 즘생이릅괴톰t名第奇의 뭇이 있다. 종묘악장의 奇字는 옛날 발읍 그 

대로 「피」로 발음하므로 「괴이」로 풀어서 노래한다. 

。 쫓(元餘훗j훌) 

쫓字는 宣威에서 단 한 번 나오고 「부이」로 발음하는데 장대할비싼也， 성낼비恐 

- 25-



也， 핍박할비필也의 뜻이 있다. 룻字는 옛날 발음도 단모음 「비」인데 「부이」로 풀어 

서 발음하는 것온 출현음이 한 음이 아니고 여러옴이 나오는 適驚其慶의 其字 진행 

과 같이 첫음 無에서 「부」로 발음하여 2도 위 장식음올 거쳐 件으로 下行할 때 

「이」를 불인다. 

。 幾(克炳幾(그이)， 洋洋未幾(기) 

幾字는 종묘악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靖世에 나오는 幾는 「그이」로 풀어서 발음 

하고， 送輔樂에 나오는 幾는 「기」로 발음하는데 적올피微也， 위태할피危也， 피약할 

피期也， 자못괴짧也， 갓가올피近也， 거의피尙也， 살필피察也의 뭇이 있다. 그런데 克

炳幾에서 幾字의 발음은 옛 발음대로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는데 遍驚其慶의 其와 

훗序의 例와 같이 장식음 奭올 수반한 林 첫음에서 「그」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 

빼에서 「이」를 붙여 지속한다. 洋洋未幾의 幾字는 장식음 太를 수반한 林 한음뿔이 

고 다른 음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옛 발음대로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기 보다는 

「기」로 발음하기가 훨씬 편한 이유인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많， 基， 奇， 幾字들은 오늘날은 단모음인 「기」로 발음되고 있으나 

종묘악장에서는 옛날 발음대로 중모음 「피」로 쓰여져 「그이」로 풀어서 노래하고 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가 옛날 발음대로 중모음 「피」일지라도 출현음이 

한음 뿐일 때는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기」로 발음되는 例도 있었고， 원 

래 발음이 「기」나 「비」일지라도 출현음이 -字多音으로 진행될 때는 「그이」나 「부 

이」로 풀어서 발음되는 例도 있었다. 

2. 톨母홉 

종묘악장의 중모음 발음법은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과 두 모음이 동시에 

겹쳐서 발음되는 대로 발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중모음올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1) r의」를 「으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字多音으로 첫음에서 「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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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회문-構 

형가， 현미， 열광정명， 정세-精 

중광， 독경-훌(회) 

선위 -J훌(회) 

훌 +「답드후터 

셜훌 

&
輯비
縣
 

총유-義 

〈악보 1)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 나字-音으로 처음에 「으」로 발음하고 그 拍의 

속하는 例

융화-義 

(2) r외 」를 「오이 」로 풀어 서 발음하는 방법 

불여 「이」를 출현음에서 다음 발음하고 「오」로 첫음에서 가. 一字多音으로 

지속하는例 

영신회문-寶(뇌) 

융화-懷(회) 

중광-賴(뇌) 

송신악-回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 나字-音으로 처음에 「오」로 발음하고 그 拍의 

속하는 例

열광정명-會， 懷， 賴

분웅-擺(최) 

붙여 「이」를 출현음에서 다음 

(3) r애」를 「아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발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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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 例

기명，총유-海 

형가， 대유， 역성， 혁정-大 

총유-載， 乃

철변두-束， 俊

나字多音으로 처음에 「아」로 발음하고 그 拍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속 

하는例 

귀인-乃 

열광정명-햄g 

(4) r위」를 「우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字多音으로 첫음에서 「우」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불여 

지속하는例 

기명， 귀인-歸 

신정-馬 

분웅-揮 

영관-委 

(5) 例外로 선위의 乖(괴)나 짧(괴)는， 上記한 前例와는 달리 「고이」로 중모음 

을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곧 바로 「괴」로 발음한다. 

2) 重母音올 풀어 서 발음하지 않는 방법 

(1) 처음부터 「애」로 발음하는 例

신정-懷(개) 

분웅-趣(내) 

열광정명-載(재) 

중모음 「애」는 대개 「아이」로 풀어서 발음하였는데 懷， 煙， 載는 「가이 J. r나이 J. 

「자이」로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r개 j. r내 j. r재」로 발음되는 例外도 있다. 憶字와 

쩔宇는 -字多音 進行인데도 중모음올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개 j. r내」로 발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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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字는 -字-音進行으로 이것도 중모음올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재」로 발음하였다. 

(2) 漢字도 없이 아무 돗이 없는 「애」를 발음하는 例

종묘악장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애」가 많이 나오는데 故 김기수 선생의 말에 

의하면 악보에 기록되기는 「애」로 되어 있으나 이 「애」 발음온 너무 밝고 바라진 

「애 æJ 발음이 아니고 「애æJ와 「에 eJ의 중간 정도로 약간 어둡게 발음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런 뜻이 없는 「애」 발음은 종묘악장에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 í애」가 규칙적으로 삽입된 例

종묘악장에서 「애」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쓰여진 곡은 주로 5름으로 된 가사에서 

每 5言 l句가 끝날 때 마다(순웅은 每 4言 1句마다) “鼓의 3連打와 그에 따른 1音

의 여섯번 반복"5)에서 아무런 뜻이 없는 「애」 발음이 지속된다. 

例 영신회문-4회， 전폐회문-4회， 인업회문-4회， 현미 -4회， 대유-4회， 소무-4 

회， 순웅-5회 

5言이나 4言 每 1句가 끝날 때마다 「애」가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第2句와 第4句

중간에 「애」가 나오는데 第2句에서는 4번째 글자 다음에 「애 J71 . 나오고 第4句에서 

는 2번째 글자 다음에 「애」가 나온다. 그러나 소무의 第2句에서는 2字 다읍에 「애」 

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과 同-하게 「애」가 출현한다. 그리고 4륨 4 

句인 순웅에서는 1, 2, 3句의 둘째字 다음과 셋째字 다음에 「애」가 더 나온다. 이것 

으로 보아 5言 1句로 된 曲보다 4言 l句로 된 曲에서 「애」가 더 많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r애」가 불규칙하게 삽입된 例

주로 5言 1句로 된 곡에서는 「애」가 비교적 규칙척으로 삽입되었으나 4룸 1句로 

된 진찬(4言 6句) , 기명 (4言 4句)， 독경 (4릅 4句)， 선위 (4릅 12句)， 철변두(4륨 6 

句) , 송신악(4言 6句)과 3言으로 된 탁정 (3言 6句)， 신정 (3言 9句)， 정세 (3릅 6句)

둥에서는 아주 불규칙하게 「애」가 출현한다. 여기에 나오는 「애」는 5름 1句가 블날 

때마다 보였던 형태는 한 번도 없고 글자 중간 중간에 나온다. 이들 중에서 第1句

5) 李惠求， 앞의 책，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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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애」가 출현하는 예는 기명뿐이고， 진찬， 철변두， 송신악의 第3句에서 각각 

「애」가 한번씩 나오고 주로 4, 5, 6句에서 「애」가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형가(4듬 

6句)의 第2句와 분웅(4言 10句)의 第9句， 혁정 (4言 12句)의 第1句에서 각각 단 한 

번씩 「애」가 출현하였고， 비교적 句數가 많은 귀인 (4름 12句)， 즙녕 (4言 8句)， 융화 

(4言 12句) , 열광정명 (4言 12句)， 중광(4言 8句)， 역성 (4言 8句) , 총유(4름 8句).

영관(4言 8句) 동에서는 「애」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5言으로 된 곡에서는 「애」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났고， 글자 

수가 적은 4言 1句이거나 3言 l句이면서 句數가 적은 곡에서는 「애」가 많이 나타 

났고 句數가 8句 이상인 곡에서는 「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묘악장에서 「얘」의 삽입은 句數가 적은 가사의 공간올 메우기 위해서 사용 

된 것 같기도 하다. 

즉 종묘악장의 「애」의 삽입은 여러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음악에 다른 가 

사를 얹어 부르는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인 것 같다. 

m. 子륨 發률法 

子音에는 無聲子音과 有홉子音이 있다. 노래를 부를 때(빼言) 우선 모음올 길게 

발음하고 그 음 끝에서 자음을 붙인다. 모음을 발음하고 나서 붙이는 자음이 무성 

자음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의 박자 길이대로 모음을 발음하고 그 음 맨끝에 

서 자음을 붙알 수밖에 없지만 그 받침이 유성자읍일 경우에는 그 받침자음올 붙이 

는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며 이에따라 파생되는 음악적인 효과는 팩 다르다고 하 

겠다. 필자가 故 김기수 선생으로부터 직접 종묘악장올 배울 때 “종묘악장에서 

r 0 j , r L j , r 근 j ， r 口」 즉 유성자음은 가곡의 자음발음법과는 달리 미리 자음을 붙 

여 콧소리 (Humming)를 지속하라”고 하였다. 종묘악장에 나타난 유성자음의 발음 

올 붙이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성자음 rO j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유성자음 rO j 붙임은 대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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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íO j올 붙이는 음 출현음에서 í 0 j을 붙여 

用例은 다음과 같다. 

(1)-字多音 下行族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읍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위 음을 거쳐 下行하는 다음 출현음에 

서 유성자음 í 0 J를 붙여 지속하는 例

영신회문 ，1~~.1~~.1 
후침'~_ "F늑=F1 ‘ 

굉 ... ’ 

사 。

영신회문想 

〈악보 2) 

영신회문-想， 形， 聲， 明

전폐회문-將 

인입회문-昌， 盛， 짧 

기명-命 

귀인-從 

즙명-城 

융화-東， 孔

현미-寧， 望， 隆， 讓， 明

열광정명-~톨 

중광-昌 

대유-光， 方

독경-慶 

탁정-1ïE. 昌

선위-明 

, , ‘ ’ j 

분웅一用 

총유-動 



정세-定， 靖

혁정-짝 

영관， 철변두-盛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끝을 흘러내리거나 ( j、)， 흘러내렸다가 다 

시 밀어올리며 ( j~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rOJ 자음을 불여 지속하는 例

옳 
~ 3 ~ r- .1 -, 

JlVJ J γ 

、ι

서 
) 

。

영신회문成 

〈악보 3) 

영신회문-威 

전폐회문-置 

진찬-登 

형가-命 

기명-慶， 永

인입회문-章 

귀인-從 

즙녕-寧， 罷

열광정명-弘 

중광-誠，iE 

대유-煙 

역성-隆 

소무-用 

탁정-t:，永 

선위-蒼， 堂

정세-炳 

혁정-훌， 康， 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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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形 

(2) -字多音 上行族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2도 위 음으로 올릴 때 유성자음 rOJ올 붙여 

서 다음 上行族律을 콧소려로 지속하는 例

〈악보 4) 

귀인-降 

융화-隆， 般

열광정명-貞， 光

역성-光 

탁정-據 

신정-正 

총유-用 

혁정-風， I隊， 樓， 豊

영관-永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위 음올 거치지 않고 다음 上行 출현 

음에서 유성자음 rOJ을 불여 콧소리를 지속하는 例

용
 輯

「- 3 -----, .-- 3 ---, 

F 

l <

l l <

씨 。

즙녕 훌톨 

〈악보 5) 

n 

μ
 



즙녕-훌， 封

열광정명-明， 훌， 永

중광-重 

역성 --]t 

선위-個， 揚

신정-動 

총유-罷i 東， 宮

혁정-當 

송신악-洋， 族， 쫓 

3) 한 음을 굵게 요성하는 것과 같이 2도 위 아래로 오르내릴 때 첫음에서 모 

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音에서 rOJ 자음올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귀인-明， 景

열광정명-寧， 定

중광-宗，永 

대유-明， 熺

역성-方 

소무-鏡 

선위-能，紅 

신정-廳 

분웅-用 

혁정-永 

훌좋륨 
며 。- -

귀인 明

〈악보 6) 

- 34-



4)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아래음에서 유성^}음 rOJ올 붙여 콧 

소리로 上行旅律을 지속하는 例

~3~ 
A -~- ~←~ 

-+- ι r1.. "." 
-{(9 QI .~ →~ 

.1 

겨 - 0 -

형가 景

〈악보 7) 

형가~景 

탁정-훌훌， 城

(3) 1字l音進行

한 字에 출현음이 한 읍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그 음 時{뼈의 

중간올 지나서 유성자음 r 0 J올 붙여서 콧소리로 지속한다. 

1) 1字 1音 2拍인 例

A l 

훌~ '.. .、늬 

스 。 파 0 

전폐회문 承

〈악보 8) 

전폐회문-承， 기명-쨌，형가-훔，즙영-命，융화-從，열광정명-良，剛，藏，중 

광-光， 대유-重， 역성-功， 선위-張， 梁， 明， 신정-勇. )t. 定， 분웅-훌， 平， 순웅 

-行， 稱， 총유-務， 迎， 淸， 혁정-뿔， 爛， 風， 降， 慶， 用， 成， 영관-功， 훌， 用， 철변 

두-印， 香， 없， 송신악-康， 洋， 소무-場(3拍) 

2) 1字1音 1拍인 例

전폐회문-尙， 인입회문-炳， 형가-觸， 융화-明， 靈， 혁정-L:. 영관-程 

” 



2. 유성자읍 rLJ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有聲子音 rLJ도 r 0 J의 경우와 같이 대개 첫음에서 모음으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 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rLJ자음을 붙여 

라서 rLJ올 붙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1) 1字多音 下行旅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위 음올거쳐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 

꿇굴든 

서 유성자음 rLJ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r- .1 ---, 

‘- ‘ n ‘,- < ’ • , ". … , - v ,_ 
~ 훌 

- L 처
영신희문薦 

〈악보 9> 

영신회문-薦， 진찬-覆， 인입회문-願，言，즙영-漫，융화-嚴，仁， 현미-敎，열 

광정명-贊， 중광-顯， 역성-善， 소무-建， 선위-꿇， 元， n單， 분웅-連， 安， 뚫， 建，

혁정-젠， 영관-視 

rLJ 자음을 불여 다음 출현음에서 하행하는 모음으로 발음하여 2) 첫음에서 

’ l-τ二;

걷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3 

------/1 
t
’
흔
느
 협
 〈악보 10> 

열광정명-乾， n뿔 

그 음 끝올 흘러내리거나( J.) 혹은 흘러내렸다가 모음으로 발음하여 

다시 밀어올리며( J--l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rLJ 자음올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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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 

1二극=1'1도 -

~‘g 
L - - --

록
 
• • 

아 

분웅 安

훌 

〈악보 11) 

영신회문-輔， 역성-뼈， 훌， 즙녕-民， 선위-演， n뿔， 열광정명-歡， 홉L ， 대유-文， 

혁정신정-天， 순웅-贊， 송신악-神， 톨 

(2) 1字多音 t行旅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2도위 다음 출현음에서 rLJ 자음을 불여 上行

t훌律을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프효 
--- 노빌↓-늬 
-L----- 도 혀 

귀인 훌훌 

〈악보 12) 

귀인-觀， 즙녕-安， 열광정명-5;:， 탁정-桓， 선위-敎， 총유-天， 훌， 혁정-홉， 年

上行하는 다옴 출현옴에서 rLJ 자옴을 붙여 모음으로 발음하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2) 첫옴에서 

~ 3 .., 
‘- ’ ‘- ‘ 

n 、 . ‘ · 
• ~I' -

) ~-~----- • 
L 

옳醫 

〈악보 13) 

’ l ’ j 



즙녕 -t，휠i 융화-遠， 중광-顧， ø찢， 선위- rtJ. 신정-族， 분웅-連， ijifl. 영관-萬， 

철변두-然， 혁정-賢， 孫

다음 rLJ 자음을 불여 짧온 2도 아래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上行旅律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3) 첫음에서 

「- .1 길，-- 3τ----， r- 3 ------, r- .1---. ’ .--’ ______ - -_____ 1 ...... 
l ’~ ~i_~ __ -",-----,------y-] 

- ’ ! ’ ‘ < ..... ---. ------. 

ιi‘:::1 1 ‘ -- - -- 。-L-

훌훌 
궈 

형가 흉 

〈악보 14) 

형가-春， 융화-軟 

4)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에서 rLJ 자음을 불여 다음 上行音올 

거쳐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홈 ι
-
(

짧
흠
 

부
 

~3~ 

쉬‘----~-.,,- _--1 ,,_ 

~ζ*되..J 

L----

購華
처 

즙냉 天

〈악보 15) 

즙녕-天， 탁정-행， 정세-爛， 神， 영관-進 

(3) 1字1音進行

한 字에 출현음이 한 음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그 음 시가의 

중간올 지나서 rLJ 자음올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1) 1字1音 2拍인 f9lJ 

진찬-存， 인업회문-孫， 귀인-仁， 현미-難， 소무-春， 文， 독경-先， 선위-洋， 

神， 분웅一풀， 堅， 순웅-행， 홈l， 運， 神， 斷， 退， 총유 -J碩， 정셰一1'2. 철변두-훌， 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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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악-禮 

2) 1字1音 1拍인 例

행 a 
써v 

• 

-닙「 L 

진찬 혔 

〈악보 16) 

~ .1 ←「

/‘ -“ a u ’ I 
I 

“ U ‘ 
·‘ 

처 L 유 - -

귀인 天

〈악보 17) 

귀인-天， t:, 즙녕 -建， 융화-神， 대유-宣， 소무-天， 신정-輪， 혁정-前， 鏡

3. 유성자음 r2J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유성자음 rCJ도 rOJ이나 rLJ 자음과 같이 첫음에서 모음 

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근」 자음올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유성자음 「근」을 불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1) 1 字多音 下行雄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위 음을 거쳐 다음 下行音에서 「근」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융화， 즙녕， 영관-廠， 역성， 열광정명-烈， 선위-흉， 혁정-不， 송신악-후(두 음 

을 거쳐서 下行)

- 39-



購홀 
혀기 

융화 

흉컬 
궈 

厭

- ;:: 

r-- 3 ~---.1 ~ 

」섭 I ~ 

-------려 

〈악보 18) 

품든효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올 흘러 내리거나( J、)， 그 옵 끝을 흘러 

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 J-J 다음 下行출현음에서 「근」 자음을 불여 지속하는 例

F돋 

부 

즙녕 不

r3 •-_ 3 ~V- ‘’ 「
-...-.- .... _ .tJ. l 

F~ ’ F I"' F I"' F.=---千:내= 
{『 ’ ~ ←~ 

」

'" 

〈악보 19) 

물프튿 

진찬 와" 기명 B, 즙녕-~， 역성一티， 독경-週， 선위-失， 총유-烈， 철변두-

澈， 인입회문-짧 

(2) 1字多音 上行雄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짧은 2도위 음에서 rCJ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옳 
조 

즙녕 쭈 

동三효 
가 

〈악보 20) 

즙녕-쭈， 신정-廠， 총유-脫， 혁정-不， 똘， 영관-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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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출현음에서 「근」 자음을 붙여 콧소리 

훌 

~ .1-~ 

.톨~ 
’ 

” < I

;::: - - --超
戰
여
 

빼
 

로 지속하는 例

〈악보 21) 

대유-列， 역성-率， 영관-몹 

모 요성하는 것과 같이 2도 위 아래로 오르내릴 때 첫음에서 

음으로 발음하고 2도 위 음으로 올릴 때 「근」 자음올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3) 한 음을 굵게 

「-3~

、~

와 ;::: ---

즙녕 다 

〈악보 22) 

즙녕-日，융화-廠 

(3) 1字1音進行

중간 그 음 시가의 한 음일때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출현음이 한 자에 

을 지나서 reJ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1) 1字 1音 2拍인 ~J 

열광정명-廠，선위-願，분웅-據 

(소무의 列字는 셋째 拍에서 「근」 자음을 붙이고 烈字는 넷째 拍에서 reJ 자음을 붙이 

며， 즙녕의 不字와 송신악의 흉홉字는 음 끝에서 퇴성하여 「근」 자음을 붙이는 例外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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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드훈三 

궈 

열광정명 際

〈악보 23) 

2) 1字 1音 1指인 例

인입회문-列 

4. 유성자옴 「口」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口」 유성자음도 r 0 J , r L J , r 2 J 자음과 같이 대개 첫음에 

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r 1] J 자음을 붙여서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 

율진행에 따라서 「口」 자음을 붙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1) 1字多音 下行族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을 흘러 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 J--J 

다음 下行 출현음에서 r 1] J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A 셔‘ , -------------
; -- ι ) 
’혐~←-二」ι ，. 

!J 

윤 

전폐회문 散

U 

〈악보 24) 

전폐회문-歌， 융화-南， 열광정명-散， 분웅-險 

(2) 1字多音 下行旅律進行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출현음에서 「口」 자음을 붙여 콧소리 

、‘ ‘ “ 
I 

1) 첫음에서 

로 지속하는 例



~ ‘.1 ~ 
A L ~ I L" I 

--L-----h I jJ I íl I ‘ 

'-1 

가 口

현미 훌k 

〈악보 25) 

현미-歡，열광정명-含 

(3) 1字1音進行

1字 1音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읍하고 대개 그 음 시가의 중간을 지나서 

「口」 자음을 붙여 지속한다. 

1) 1字 1音 2指인 例

순응-敢 

5. 有훌子홉의 特~J

A - -‘” “，~ 
I 

“ U ‘ ••. I 트랍3 
가 D 해 。

순응 敢

〈악보 26) 

귀인의 不， 失， 선위의 전폐회문의 心， 철변두의 핸字는 上記한 유성자음의 불 

임새와는 달리 무성자음을 붙이는 방식으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계속 모음 

으로 진행하다가 선율 맨끝에서 유성자음을 붙인다. 이들 가락들은 모두 긴 홉音進 

行族律로서 上記한 유성자음올 붙이는 例와 같이 첫음을 모음으로 발음하고 두번째 

출현음부터 유성자음올 붙여 高音선융을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 그리하여 特例가 생긴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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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늘닐-

- - 0 

w 
4 
f 
* { + 

휘
]
 

i 옳 훌 

〈악보 27) 

시 

전폐회문 心

6. r 효」 발음의 삽입 

종묘악장에서 가끔 노래 도중에 「효」 발음이 나오는 例가 더러 있는데 이것온 대 

개 두 가지로 쓰인다. 

1) 속목을 낼때 「효」 발음이 들어가는 例

쓰이지 않지만 종묘악장에서는 남성 특유의 전혀 남창가곡에는 속목(Falsetto) 이 

속목이 쓰인다· 이 속목은 주로 高音域에서 쓰이는데 장식음올 속목으로 낼때 「효」 

훌 률좋출 靈편실=F 
U ιi 

서- -

전폐회문 先

발음이 나오게 된다. 

〈악보 28) 

름 

신청-厭(궈근웅)， 

인업회문-願(워-숭 L) , 

애(애-웅)， 

진한-(잃(처-승- 기)， 

탁정-桓(화L 효) , 

L 
전폐회문-先(서-웅 

즙녕-天(처 L 효)， (어-효 L ), 

애(애-효) . 

2) 특정 장식음(c ，아，→ )을 낼때 「효」 발음이 들어가는 例
앞꾸멈음 c표는 본음보다 한 음 아래음과 한 음 높은 음올 급속히 불여내는 겹 

표인데 이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효」 발음은 5도 아래로 톡 떨어지면서 힘차게 c 

장식음을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발음인 것 같다. 

표는 현악기의 乾聲과 같은 장식음인데 이 구르는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동」 

발음은 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음을 힘차게 구르는 과정에 생기는 자연발생척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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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올려내는 장식음인데 밀어 표는 2도 아래음으로부터 

약간 힘을 주게 되므로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발음 올렬 때 「효」 발음은 음올 밀어 

{
활
낱
 

• 
풀
 

1j4j 

가
 

* 
먹
#
 
-

으로 생각된다. 

A 3 ~ t:二
‘ .. ‘ 

- ‘ ’ - ..... .tI J I~"" 

“" ’ 

v 、-
풋 

B ., 
즙녕 不

-호 
;ζ 

'-'-

소무祖 

〈악보 29) 

N. 맺음말 

기(많， 基， 奇， 幾)字 비(쫓)字는 단모음 중에서 쓰인 250餘 漢字의 종묘악장에 

발음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중모음으로 발음되어서 「그이」나 「부이」로 풀어서 

쓰였기 노래가사에 중모음이였는데 발음되던 옛날에는 「괴」로 기字는 된다. 이들 

오고 있다. 때문에 변화없이 옛날 발음이 그대로 전해져 

중모음 발음법은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형태와 중모음을 풀지 않 종묘악장의 

고 발음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例는 「의 A의-養， 歲

回， 율)는 발음하고 「외 J(뇌-寶， 賴， 회-懷， 「으이」로 대개 , 精， 회-題， I홈)는 

「오이」로 발음하고 r애 J( 大， 海， 載， 乃， 宋， 優， 配)는 「아이」로 발음하며 r위 J( 隔， 

모음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憶중간에 발음하여 뚫， 揮， 委)는 「우이」로 풀어서 

발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개)， 聽(내) , 載(재) 字는 중모음인데도 풀어서 

로서는 잘 모르겠다. 

아닌 「애」가 많이 나온다. 한자음도 아 종묘악장은 순한문 가사인데도 漢字音이 

t: 
T 중간으로 발음하여 발음은 「애」와 「에」의 없는 「애」로 기록된 뜻이 닌 아무런 

곡은 주로 5 규칙적으로 쓰여진 비교적 있다. 이 「애」 발음이 형태로 쓰이고 가지 

있 쓰이고 每 1句가 끝날 때마다 鼓의 3連打와 함께 

많이 출현한다. 보다 4言 1句로 된 곡에서 「애」가 더 

‘ J 
A * 

言이나 4言으로 된 가사에서 

으며 5言 1句에서 



종묘악장에서 3言이나 4 言 1句이면서 句數가 적은 곡에서는 「애」가 많이 나타났 

고 句數가 많은 8句 이상인 곡에서는 「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종묘악장의 「애」는 기존의 악곡에서 다른 가사를 없어 부르는 과정에 

서 생긴 즉 공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유독 「얘」 

발음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다. 

종묘악장의 발음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발음법은 유성자음 r 0 j. r L j , r 근 j ， r 口」

의 발음법이라고 하겠다. 이들 4가지 유성자음의 발음법의 공통점은 첫음에서 모음 

으로 발음하여 다음 출현음에서 유성자음올 붙여서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는 점이다. 

그리고 1音 2拍이나 1音 1拍 안에서 유성자음이 쓰일 때도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 

여 그 음 시가의 중간에서부터 유성자음을 붙여 지속한다. 그러나 가락이 高音域에 

서 진행될 때는 무성자음을 붙이는 방식대로 유성자음을 그음 끝에서 붙이는 특례가 

있는데 흙音域에서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려면 몹시 힘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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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xt in the music of Chongmyo was created during the Sejong reign of Chosõn 

dynasty. 1t was used in munmu and mumu but during the Sejo reign, it began to be 

used for Chongmyo Ancestral Shrine Music as it is heard today. 

The f ollowing is the rule of text diction of the Chongmyo based on 13 songs of Chõ 

ngdaeup and 14 songs of Potaepyõng that have been mensurally notated by the late 

Ki Soo Kim and that is used by the Korean Traditonal Performing Arts Center today. 

Rule of Diction of Single V owel Text 

Of the some 250 single vowel characters found in the Chongmyo text, the word ‘gl’ 

않， 基， 奇， 幾， is not pronounced like the ‘gl’ of today’s language but as ‘geu-l’. But 

these four words were originally written as ‘geu-i’ (compound vowel character) in Old 

Korean and today , this old style of diction is intact in the Chongmyo music. 

Rule of Diction of Compound Vowel Text 

Most of the compound vowel syllables are pronounced by separating the two vow

els. ‘Eui’ of 義， 嚴， 精， are pronounced as ‘eu-i’ : ‘weh’ of 寶， 賴， 懷， 回， 會， 推， be

comes ‘o-e’ : ‘eh’ of 大， 海， 載， 乃 , 來， 優 , 配， becomes ‘ah-eh’ : and ‘we’ of 偏， 짧， 

揮， 委， becomes ‘o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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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ngmyo’s text consists of purely Chioese characters but the word ‘ae’ that 

which is oot chinese, is found quite often in the songs. Although, the word is written 

as ‘ae ’, but the actual proounciation is somewhat between ‘ae’ and ‘eh’ and is used in 

two ways. At the end of every text phrase in a song phrased into 4 or 5 characters, 

the word ‘ae’ is sung at the end along with the three hits of the drum. In songs that 

are phrased into 4 characters but are short in the entirety of the piece, along with 

songs phrased into 3 characters, the ‘ae’ occurs inconsistently. In songs that have 8 or 

more phrases, the ‘ae’ never occurs. Thus, one conclude that the using of ‘ae’ m 

Chongmyo text is a way of filling the gap between phrases. But one can not conclude 

the reason of using the ‘ae ’ pronunciation for this purpose. 

The Rule of Diction of Voiced Sound Text 

Among the text in Chongmyo, the most unique rule of diction applies to that of the 

voiced sound characters, the ng, n , 1 and the m in complex syllables. The characteris

tic of these 4 sounds allow them to be used in cases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note to one character. 1n example, one would pronounce the first consonant and the 

vowel on the first note and then conclude the rest of the word with the last consonant 

being pronounced on a second note in a nasally tone. And even in cases where there 

may be only one note to one complex syllable, the first part up to the vowel is pro

nounced on the beat and then the final consonant follows in the middle of the beat to 

conclude the entire character. But, in the case where the melodic line is high,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hold a nasally tone for long, thi~ rule is broken. 1nstead, the 

rule of non-voiced sounds replaces this. The first part of a complex syllable is held 

near to the end of the note’s duration at which point the last consonant is added to 

conclude the word before the next beat. 

* complex syllable-words that start and end with consonants 

(with vowel in between) 

ex) mom , pub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