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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이십세기 한국 음악의 역사는 기존음악과 외래음악의 갈퉁올 중심으로 기록휠 것이 

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땅에 들어와 자리잡게 된 외래융악은 폭력적인 힘으로 기폰 

음악을 압살하고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쫓긴 기존음악은 겨우 그 명백만을 유 

지해 냈을 뿐이다(적어도 표피적 현상은 그렇게 보인다). 이러한 음악 현실은 사실상 

이십세기 한국 사회의 모순된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말의 순 

서를 바꾸면， 그러한 삶의 구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 그러한 음악 현실이 강요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 모순이 제거된 바람직한 삶의 구조가 가능해지기 위해 

서는 가깝게는 음악 현실의 변개， 즉 기폰음악과 외래음악의 갈퉁 상황을 극복하는 일 

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음악과 외래음악은 판이한 문화 공간에서 생성되고 전숭되었다. 따라서 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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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이컷을 엮어 내는 방법이 전혀 다르며， 각각의 배후에는 상이한 

집단적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음율 볼 수 있다. 기존음악과 외래음악의 갈퉁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그러기에 양자의 륙성율 정확히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먼저 인류 음악의 하냐로서의 기존음악의， 또는 외래음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 

름하고， 각각의 륙성을 예리하게 대비시켜 이해한 후， 이 땅에서 이들이 서로 부딪치 

고， 밀어내고， 쫓아가고， 거부하고， 벌려 오는 모든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술해야 

만 한다. 이어서 이러한 이론가의 작업은 바람직한 미래의 음악상을 예감해 내는 기술 

척인 처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런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음악에 대한 이해는 먼저 현재 전하는 음악과의 인간 관련의， 또는 샤회 관련의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고 현시척 시각에서 음악 그 자체에만 주의롤 집중하여 그 안에 

숨은 질서를 드러내는 일을 일차적 과제로 요구한다(이때 대상 음악이 역샤적 집충 

활동의 소산일 경우에는 역사척 배경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대상 음악의 생성과 유통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인간 관련의， 또는 사회 관련의 관계 

가 설명된다면 우리는 기존음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든 일차척 과제란 ‘어떤 재료가 어떻게 엮어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때의 ‘어떤 재료’와 관련된 연구 영역으로는 피치론， 음계론 또는 음관계론， 리듬론 

또는 장단론， 악기론 퉁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엮어지는가’와 관련된 연구 

영역으로는 선율 전개의 경향을 살펴는 선율전개론， 악곡 구성의 원리를 밝히는 형성 

론 퉁이 설정될 수 있올 것 같다. 이밖에 음악 갈래의 륙성을 따지는 갈래론 퉁이 중 

요한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불러쓰기 꿀)1) 

1) 오용록， “한국 기존음악 음관계론(1) : 우조 초수대엽을 중심으로 IF민족음악학」 제 14집 

(서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통양음악연구소， 1992) , 89-90쪽. 

여기에서 말하는 ‘불러쓰기’란 인용과는 다른 글쓰기 기법의 하냐로， 컴퓨터 프로그래멍에 

서 흔히 말하는 ‘모률화’를 웅용한 것이다. ‘모율화’란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일련의 

처리 과챙율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에 불러 쓰는 것으로， 비교적 크 

고 복잡한 프로그램의 제작도 이롤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었다. 불러쓰기가 끝나변 ‘불 

러쓰기 블’과 함께 출처를 밝힌다. 그러묘로 ‘불러쓰기 끝’이 냐오면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가장 가까운 문단 간격 냐눔이 있는 데까지가 불러쓰기롤 한 부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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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론은 지금 이렇게 있는 음악이 어떤 원리와 힘에 의해 이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롤 따진다. 형성론은 세부적인 사항올 드러내는 일보다는 큰 흐름과 악곡 형성의 근본 

원리에 우선척으로 관심을 갖는다. 우선 관습척인 갈래 구분에 따라 하나하나 개별척으 

로 형성 원리가 검토될 것이며， 이어서 이들을 종합하여 기존음악 전체롤 관통하는 보편 

적인 형성 원리와 갈래별 륙수성이 정리될 것이다. 형성론 전개를 위한 구체척인 연구 

방법과 이 연구에 도입되는 개념들은 연구가 진전되며 다듬어지리라 본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대상이며， 이 글이 다루는 분석 대상은 여민락계 악곡(여민락만， 본령， 해령， 여민 

락)， 보허자계 악곡(보허자， 보허사)， 영산회상계 악곡(삼현영산회상， 영산회상， 평조회 

상의 상영산 3곡)으로 제한한다. 이 곡들이 같이 선택된 이유는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여민락계·보허자계·영산회상계 악곡의 형성 원리를 밝히는 일은 대상곡에 대한 분 

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분석이란 대상을 뜯어보고， 자세히 살펴， 그 안에 숨은 질서를 

찾아 말로 설명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최척의 분석 방법은 대상 속에 내재한다”는 말을 상기한다면 

여민락 등에 대한 최척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질문은 곧 여민락 퉁에 내재한 기본 속성 

에 대한 질문이 된다. 여민락 풍에 대한 분석 방법은 이들의 기본 속성에 주목함으로 

해서 그 내부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민락의 선윷을 분석하기 위해 예롤 들어 

베토벤 소나타의 분석에 유용한 모티브의 파펀화와 그컷의 변형 식의 분석 방법을 써 

서는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면 여빈락을 가능케 한 배후 

의 집단적 사고방식과 베토벤 소나타를 가능케 한 배후의 집단적 사고방식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민락 등의 기본 속성의 하나는 ‘역사척 집충성(集層性)’이라고 본다. 역사척 집충 

성이란 본래는 비교적 단순했던 것의 위에 시대가 흐르며 다른 요소가 충을 이루며 

첨가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눈 비탈 위에서 굴린 조그만 눈덩이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격켜이 달라붙은 눈 때문에 큰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악곡을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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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시대률 거슐러 올라가며 각 단계마다 첨가되는 요소를 찰 관찰 

하고 치워 두었다가， 마지막 도달점에 도착한 후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오며 이것이 새로운 요소의 첨가에 의해 변해 가는 과정율， 즉 형성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예롤 플면 경복궁 근정전의 건축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와부터 시작해 서까래， 

도리， 들보 둥을 차례로 해체했다가 주춧돌을 본 후 다시 역순으로 조립해 보는 방법 

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 글에서는 ‘선 

율회귀’라 부르겠다. 대상곡의 선행선윷을 찾아 올라가는 선율회귀 뒤에는 역순으로 

형성 과정을 종합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 원리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 

다. 그러냐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롤 말한 것이고 악곡마다 다소 방법상의 차이가 있 

으리라 본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악보는 다음과 같다. 

낌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1 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69. (보허자) 

김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2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69. (삼현영산회상) 

김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5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0. (영산회상) 

김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8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1. (평조회상) 

김기수 면보Ii"한국음악』 제 16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8. (여민락만， 본령， 해령) 

김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17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81. (여민락) 

김기수 편보Ii"한국음악』 제 21 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85. (보허사) 

F雅樂部 樂讀.J]， 셔울 : 국립국악원， 1988,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5. 

『雅樂部 樂讀J， 서울 : 국립국악원， 1989,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8. 

li" ffr樂i原諸.11， 서울 : 국립국악원， 1982, 한국음악학자료총서 11.3
) 

2) 이혜구 박사에 의해 이런 식의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의 서술 방식이 사용된 
척이 있다. 이혜구， “韓國의 音樂Ií'한국사.!l(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1) 23권， 415-458쪽 

창조. 

3)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옛 악보가 『속악원보』이다. 따라서 이 악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롤 미리 얄아둘 필요가 있다. 5권 7책으로 전하는 F속악원보』는 수록 곡의 내용과 기보 

법에 의해 크게 네 부분a로 냐눌 수 있다. 첫째， 1 행 16정간보이고 15세기의 종묘제례악올 

그대로 옳긴 1권과 역시 15세기의 여민락만과 낙양춘을 그대로 옮긴 4권， 둘째， 종묘제례악 

을 개작한 무안왕묘제악을 수록한 2권과 경모궁제악을 수록한 3권， 셋째. 1 행 20청간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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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樂後諸，Jh 서울 : 국립국악원， 1979, 한국음악학자료총셔 1. 

이밖에 민간금보의 참조는 이혜구 박사의 ti"#間讀의 井間·大鋼 및 장단dJ (서울 : 세 

광음악출판사， 1987) 의 부록 악보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3. 대상 음악의 역사적 배경 

앞에서 말했듯이 갈래에 따라 기존음악의 형성 원리를 밝혀 보고자 하는 이 글은 

첫번째 연구 대상을 ‘청악’ 중 여민락 등의 몇 곡으로 제한하고 었다. 오늘날 우리가 

‘정악’으로 분류하는 음악은 조선조 궁중음악과 대체로 동호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엄밀히 검토해 보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정악’인 보태평이 연주되던 공간은 오직 궁중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정악’인 영산회 

상이 연주되던 공간은 대충 냐눠 보아도 궁중과， 감영 병영 등의 하부 관청， 민간단체 

인 재인청， 동호인 모임의 성격을 갖는 풍류방 등이 있었다. 영산회상이 어느 공간에 

놓이느냐에 따라， 말을 바꾸면 사회 조건이 달라침에 따라 음악 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하냐 하나가 기폰음악의 귀한 자산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모두에게 퉁 

가치적인 시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두의 형성론이 다루어질 것이냐， 전개의 

편의상 우선은 과거의 궁중음악을 주요 대상으로 함을 밝혀 둔다. 

궁중음악은 여타의 기폰음악과 버교하여 그 성격이 매우 독특하다. 그 까닭은 궁충 

음악을 가능케 한 사회 조건의 독특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건국 

무렵 당시의 통북 아시아에서 첨단의 사고체계였던 신유학(성리학)에 경도된 관료 옐 

관보의 여민락·보허자·영산회상과 현보의 여민락·보허자를 수록한 5권， 넷째， 일음일박화한 

종묘제례악·경모궁제례악·닥양춘·여민락만올 수록한 6권과 본령·보허자롤 수록한 7권으로 

구별된다. 이 자리에서 고찰이 가능한 사실만 살펴 보면l'속악원보』의 편찬 연대는 경오궁 

제례악이 실려 었다는 점에셔 정조 재위 년간(1776-1800)을 올라설 수 없지만 1권과 4권 

의 경우 『셰종실록악보.!I. l'세조실록악보』와의 비교에 의해 내용 연대는 15세기임울 알 수 

있고. 5권의 내용 연대는 다른 민간금보(신중금보 퉁)과 그 내용올 비교하여 1680년경 또는 

174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Condit 1977 : 237). 늦게 잡아도 5권은 18세기 중엽의 음악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6권과 7권은 편찬 연대와 내용 연대가 모두 챙조 이후， 

즉 19세기이고， 후에 같은 서명으로 합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F속악원보』는 고종 

29년(1 892년)에 중수(重修)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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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들의 혁명에 의해 건국된 나라이고， 당연히 유교가 통치 이념￡로 채돼이 되었다. 

무엇올 해서는 안된다는 ‘법’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예’와 그것의 현실적인 구 

현으로 생각된 ‘악’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들의 유교적인 믿음은 통치 체제 구 

축의 최우선의 샤업으로 예와 악의 조선적 정비롤 요구했다. 법전인 『경국대전』의 착 

수와 함께 예전인 오례의의 편찬 사업이 이미 태종 때에 시작되고， 세종 때에 일단 완 

성된 후 손질을 거품하다 성종 때에 F국조오례의』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오례의는 영조 때에 통치 체제의 재확립이라는 

차원에서 F국조속오례의』로 탈바꿈하며， 조선조 오백년 통안 궁중 의식에 관한 한 최 

고의 규법으로 위치하였다 4) 

조선적 통치 이상의 구현으로서의 오례의의 편찬 사업과 함께 악의 정비 사업도 동 

시에 추진되었다. 먼저， 고려조에서 내려옹 음악 중에서 조선 궁중의 의식에 사용하기 

적당한 악곡들이 선청되었으며， 이때 그들의 이념적 기준에 비추어 마땅치 않은 곡은 

개작을 하기도 했으며， 냐아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악곡을 만들기도 하였다. 적어도 

태종 때(1400~ 1418)부터 시작된 이러한 악의 정비 사업(규정화 작업)은 세종， 세조 

때에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악공 선발의 시험 곡올 담은 「경국대전』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한 『악학궈l 범』이 간행된 성종 때(l469~ 1494) 에 이르러 일 

단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렇게 정해진 궁중 의식 음악의 규범은 이후 내내 궁 

중음악을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외형적￡로는 그 모습으로 있게 한 최 

고의 불문율로 작용한 듯 하다. 그 근거로는 왜란， 호란 후 문란해진 궁중음악을 바로 

잡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악학례범』을 복간한 사실을 들 수 있다 6)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건네 받고 있는 조선의 궁중음악이 선초에 원초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갈래의 음악과 비교하여 그컷의 특수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실제의 내용을 규정화 작업의 대표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악학궤범을 통해 살펴 보 

도록 하겠다. 

4) 이이화， “국조오례의 해체" Ii'국조오례의.JJ (서율 : 경문사， 1979) , 1-5쪽. 
5) 송방송 rr한국음악훔사.! (서울 : 일조각， 1984) , 246-366쪽. 
6) 송방송， 앞의 책， 379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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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악학궤범에 규정된 궁중 의식 음악 

악 곡 연주동기 연주악대 노래 줌 비 고 

낙 양 춘 문소전 퉁:참신사배 전청악 황종청궁 

11 :사신사배 ” 
하 례:배례 ” 
기영회:투호 。

보 태 평 종묘，영녕전 퉁 가 。 。 황종청궁평조，치조 

보허자령 하 례:환궁 전정악-전후악 

예 연 : 진제 1작 헌가악/전상악 。

여민락만 하 례:출궁 전후악-전정악 

친경적전:출대차 헌가악 。

” :숭관경대 1/ 。

1/ :환대차 11 。

예 연:진찬안， 진반아 ” 
/1 :대선， 소선 전상악 

여민락영 하 례:환궁 전정악-전후악 

천경적전:경척 헌가악 。

친 잠:환대차 여령 。

예 연 : 진제 1작 헌가악/전상악 。

T。r 황 = 문소전 등:아헌 전정악 。 황종청궁 「

정 대 업 종묘，영녕전:아，종헌 헌가 。 。 황종청궁계면조，우조 

정통방곡 문소전 통:종헌 전정악 。

둑 제:철변두 창 。 。

예 연:파연작 헌가악/전상악 。 。

풍안지악 종묘，영녕전:진찬 헌가 。 황종청궁 평조， 치조 

二n그- 전 악 예 연 : 진제 1작 헌가악/전상악 。

납 씨 가 둑 제 :초， 아， 종헌 창 。 。

성수우강만 하 례:출궁 전후악-전정악 

수룡음인살 예 연:진탕 헌가악/전상악 

억취소인살 /1 /1 

절화삼대 예 연:진화 헌가악 

하운봉인살 예 연:진탕 헌가악/전상악 

환 궁 악 하 례:환궁 전정악-전후악 

환 환 =끼 문소전:초헌 전상악 。 황종청궁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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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악학궤범』 제 2권 충 ‘성종조 속악부 제악’과 ‘성종조 하례 및 연향악’의 

내용올 정리한 것이다 7) (아악 15곡과， 보태평 11곡 중 독립척으로도 연주되는 회문， 

계우(기명)， 역성과， 풍안지악과 음악 내용이 강은 옹안지악， 흥안지악은 정리에서 제 

외되었다.) 이에 따르면 18곡을 제례， 하례， 연향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9곡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예연의 제 2작 이하에서는 당 

악 정재와 향악 정재 중에서 그때그때 선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악학 

궤범』 제 4권과 5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제4권의 당악 정재 항목에 

서는 당악 정재 14편에 39곡이， 제 5권의 향악 정재 항목에서는 향악 정재 10편에 26 

곡이 사용되고 있다 8) 정채에 사용되는 음악은 양쪽에 겹치는 곡을 뺑 때에 61곡이 

되며， 다시 앞의 의식악에 이미 포함된 곡을 빼면 57곡이 된다. 이충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곡은 영산회상， 정읍， 통통에 불과하다 9) 

정리해셔 이야기하면， 조선 초에 궁충음악이 원초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 이러한 

규정력은 시류에 따른 다소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후대까지 유지된다는 점， 조선 초의 

음악 중 순수한 의식악이었던 보태평， 정대엽， 풍안지악， 유황곡， 정동방곡， 여민락만， 

낙양춘과 정재악이였던 영산회상， 정읍， 통통과 의식악과 청재악에 겸해 사용했던 보 

7) 이혜구 r국역악학꿰벙.!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9) 1 권， 123-144쪽. 

8) 당악정재 : 헌선도， 수연장， 요양선， 포구락， 연화대， 금척， 수보록， 근청전， 수명명， 하황은， 

하성 명， 성 택， 육화대， 곡파. 

당악 정재 사용곡 : 연대청〈인자>. 요운개서조〈인자>. 전인자， 중선회〈인자)， 천년만세〈인자>. 

회팔선〈인자)， 후인자/금잔자〈만>. 금잔자최자， 서자고〈만)， 서자고최자， 만엽치요도〈만)， 헌 

천수〈만>. 헌천수최자/금전악〈령>. 금척〈령>. 보허자〈령>， 보허자급박， 소포구락〈령)， 중강 

〈령)， 중강급박， 최자〈령). 포구락〈령>. 하성조〈령>/반하무， 석노교， 수령음〈언살). 절화〈삼 

대>. 청평악， 최자， 파자/전면， 입파， 허최， 최곤， 최박， 중곤， 헐박， 쇄곤. 

향악정재:보태평， 정대업， 봉래의， 아박， 향발，우고， 학무， 학연화대처용무합설， 교방가요， 

문덕곡. 

항악정재 사용곡 : 관음찬， 동동만기， 동동중기， 문덕곡， 미타찬， 보태평， 보허자령， 본사찬， 

봉황읍일기(처용만기)， 봉황읍중기， 봉황음급기， 북전급기， 삼진작， 소포구락〈령)， 여민락영， 

영산회상만， 영산회상영， 전인자， 정대엽， 정융만기， 정읍중기， 정융급기， 치화평삼기， 취풍형， 

환궁악， 후인자.( < )안은 원문 충의 작은 글자입.) 
9) 악학혜법에 퉁장하는 영산회상만과 영산회상영， 정융반기와 정융충기와 정읍급기， 통통만기 

와 동풍중기와의， 현행 영산회상과 평조회상과 삼현영산회상， 정읍， 통통의 관계를 연결지올 

근거가 사실상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명칭만에 의해 관계의 밀접성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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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령， 여민락영이 오늘날까지 전숭되고 있다는 점 퉁이다. 

한편 이왕직아악부 제 5대 아악사장을 지낸 함화진 선생(1884-1948) 이 남긴 기록 

에 의해 조선 마지막 시대의 이 곡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롤 얻율 수 있다 10) 이중 

이 글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곡만을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말 궁중음악 (일부) 11) 

곡 명 아 명 기 능 연주악기 참고(김기수) 

여민락만 景錄無§톨之曲 연례 관악:景錄無꿇 

또는 萬葉熾搖圖 현악:萬葉熾搖 

(실전) 

본령 太平春之曲 연례，大顆動罵 太平春

해령 瑞日和之曲 연례，大願動罵 피리 대금 해금 瑞日和

당척 장고 좌고 박 

여민락 昇平萬歲之曲 연례，무도 관악:昇平萬歲 

현악:五雲開瑞朝 

보허자 長春不老之曲 연례， 무도， 피리 대금 해금 長春不老

王世子動驚 당적 장고 좌고 박 

보허사 黃i可淸 黃河淸

삼현영산회상 表正萬方之曲 연례，무도 피리 대금 해금 表正萬方

당적 장고 화고 박 

영산회상 重光之曲 또는 연례，무도 현금 가야금 양금 重光 또는 雨꺼;j;i삼 

雨m￥R 해금 세피리 대금 

단소생장고박 

평조회상 짧太平之曲 또는 연례，우도 대금박 관악:初柳新 

初柳新之曲 현악:解太平 

대상 음악 9곡이 모두 연례에 사용되었으며， 여민락만·본령·해령을 제외한 모든 곡 

10) 함화진ú'朝蘇音樂小考 : 빅타레코드 「朝蘇雅樂精體」 解說書JJ (서울 : 日 本 빅타 훌音機林式 

會社 京城營業所， 1943) , 56-58쪽. 영 인본(서울 : 민속원， 1981). 

함화진ú'朝蘇音樂小史.l (서울 : 대광문화샤， 1982) , 133-138쪽. 

11) 여기서 연주 악기란 「朝蘇雅樂精隨』의 녹음 당시에 사용된 악기들이고， 참고란은 김기수 선 

생이 『한국음악』에서 해설한 내용 중 관련 사항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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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도， 즉 정재악으로도 사용되었고， 본령과 해령은 대전의 통가에， 보허자는 왕세 

자의 동가에도 사용되었음옳 알 수 있다. 이렇듯 이 글에서 첫번째 연구 대상으로 선 

택한 여민락계， 보허자계， 영산회상계 악곡들은 조선 초의 궁중음악으로 규정되어 후 

대까지 전승된 조선조 궁중음악올 대표하는 곡들이다. 이들의 형성 원리를 밝혀 냄으 

로 해서 우리는 기존음악 충 가장 특수한 위치를 접하고 있는 한 부류의 음악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계통과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이 순서에 의해 각각의 형성 원리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이중에서 이 글， “한국 기존음악 형성론 1-1"에서는 (1)과 (2) 

를 먼저 다룬다. 이어서 다음 글에서는 냐머지를 다루고， 전체를 종합하게 된다. 

(1) 여민락만과 본령 

(2) 여민락과 보허사 

(3) 해령과 보허자 

(4) 영산회상， 평조회상， 삼현영산회상 

4. 여민락만과 본령의 형성 원리 

4.1. 여민락만의 선율회귀 

4. 1. 1. 여만락만은 ‘일음일박화’된 악곡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언급 

이 있었다 12) 일음일박화 현상이란 본래는 길고 짧은 리듬이 있던 음악이 기계적으로 

모든 음이 한 박으로 균퉁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적절히 악구가 나뉘며 악구의 끝음 

은 두 박을 차지한다)， 그 논리는 대단히 단순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성 과정 

에 대한 서술은 가능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2) 이 문제를 언급한 대표척 인 글로서 Condit 박사의 다음 논문올 꼽아야만 한다. 

Condit, Jonathan, “ The Evolution of Yomillak from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장사훈 박사 회갑기념 통양음악학논총.n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7) , 231-264쪽. (Condit 

1977) 

Condit, Jonathan, “ Two Song-dynasty Chinese tunes preserved in Korea", "Music and Tradi 

tion : essays on Asian and other musics presented to Laurence Picken .n CCambridge Univ. 

Press, 1981). (Condi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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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만은 현재 10장까지 전한다. 그 선행음악을 거슐러 살펴 보면 여민락만(10 

장)-속악 6 만(5장)-속악 4 여민락만(10장)으로 이어진다 13) 이중 1장의 앞부분만 

을 예로 들어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며 형성상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먼저 여민락만의 구조선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U) 

〈악보 1> 여민락만의 구조선율 
당피리 둥 

악보의 윗 단은 당피리， 대금， 당척의 구조선율이고， 아랫단은 해금， 아쟁， 편경， 편 

종， 방향의 구조선율인데， 차이는 오직 하냐， 윗 단의 셋째， 다섯째 마루에 있는 71'''' (f") 

의 존재이다. 이 뺨은 다름 아닌 통일 음이 반복될 때 삽입되는 사이음[間音]으로， 여 

민락만 전곡얘 걸쳐 통일음이 반복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이음이 첨가된다 15) 

j太 뺨 -i太

j黃 -ì太 -7黃

南- 漢 -南

林 • 漢 - 林 (사이음이 첨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 南 -↑中

太 - 林 - 太 (낙양춘 참조) 

黃 - 林뼈 - 黃 (낙양춘 참조) 

13) 본래 10장 구성인 여민락만은 그 뒤 5장까지만 전숭이 되었는데， 이왕직아악부 시절 김영제 아 
악사장이 뒤의 5장을 복원하였다고 한다.(장사혼0"국악개요.!I (서윷 : 정연사， 1961), 285쪽) 

14) ‘구조선율’이란 용어는 여민락만， 보허자 동의 악곡 분석을 위해 필자가 예천에 사용한 척이 
었다. 그 개념을 간단히 요약하면， 구조선율이란 숨어서 모든 악기를 지배하며， 각 악기의 
고유한 선율법을 통해 나타나 악곡의 총체를 결정하는 선윷을 말한다.(오용록， “보허자 형 
성고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7-9쪽. 또는 『민족음악학」 제7집 (서울 :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부설 통양음악연구소， 1985) , 58-9쪽.) 

15) 장사훈， “宗l웹 察禮樂의 音樂的 考察0"國樂論댔.!I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3판 

1974) , 140-53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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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 사이음과 사이음 삽입 시의 소요 박자롤 제거하면 다음 〈악보 2>가 되는 

데， 이것은 속악 6의 만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 악보롤 만들 필요조차 없다 

(단， 여섯째 마루에서 속악 6에 없는 林(g' )이 하나 더 첨가되었다 *표의 林).

〈악보 2> 여민락만의 선행선옳(속악 6 만) 

「，

훌릎 ’ ‘ ’ l 많 
「-， * -

I ! ’ ’ 
--

4. 1. 2. 다음 〈악보 3>은 앞의 선율( 여 민락만의 선행 선융 또는 속악 6의 만)과 속악 

4의 ‘여민락만’을 비교한 것이다. 속악 4의 ‘여민락만’은 『세종실록악보』의 ‘여민락’과 

기보법 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음악 내용은 갈다 16) 따라서 속악 4의 여민락만은 실제로 

15세기의 음악인 셈이다. 현재 속악 4 정간보의 리듬 해석에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었는데 17)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장구 장단이 장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즉 장단의 를은 일정한데 각 장멸로 통일 행마다 놓이는 음의 수는 차이가 냐기 때문 

에 각 옴은 길고 짧은 자기 시간-자기 리듬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었다. 이 

렇게 걸고 짧은 리듬을 갖던 음악이 어떤 이유에선지 얼음 일박의 음악으로 바뀐 것 

이다. 그밖에 음의 나옐로만 보자면 양자의 모든 음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속악 6의 경우， 속악 4의 1 행 ， 1 Y. 행， 2행 ， 2 Y. 행， 3행 ， 3 Y.행을 단위로 악구가 나 

뒤며， 악구의 끝음은 두 배의 시가를 갖는다 18) 

16) Ir셰종실륙악보』의 봉래의는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퉁으로 구성되는데l'악학혜법 J 5권의 
봉래의 항에서는 ‘여민락영’， 치화평， 취흉형율 노래한다. 따라서 『세종실록악보』에 수록된 
‘여민락’은 F악학혜범』율 따르면 ‘여민락영’이 되고Ir속악원보』롤 따르면 ‘여민락만’이 된다. 

우선 이런 사정이 있다는 점만 지척해 둔다. 
17) 이혜구Ir井間諸의 井間·大鋼 및 장단J (서윷 : 세광음악출판사， 1987) , 19-24쪽 참조. 
18) 악구 나눔의 논리흘 밝히기 위해 행수， 가사， 장구형， 음수， 악구 끌음 퉁 여러 요소흘 살폈 

지만 아직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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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속악 4 여민락만과 여민락만의 선행선율(속악 6 만) 

속악 4 

좋:‘’， 이!' 
。

。

쩔 

。

@ 

<< 

@ 

-，、

。

4. 1. 3. 이제 여민락만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속악 4 여민락만 • 속악 6 만 

。

• ,‘ 

At 

1) 가장 중요한 샤실은 본래의 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단 한읍의 탈락 

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은 전승상의 대단한 고집성이 아닐 수 없다. 

2) 본래의 리듬이 무시되고 기본적으로 일음 일박으로 바띤다. 

3) 적절히 악구가 나뒤며， 악구의 끝음은 두 배의 시가를 갖는다. 

4) 전체 10장 충 전반 1-5장까지만 전송된다. 

(2) 속악 6 만 • 현행 여민락만 

1) 관악기 선율의 경우 동음 반복시 사이음이 첨가된다. 

2) 사이음이 첨가될 때 사이음의 소요 박자만큼 전체 시가가 늘어나거나， 뒷 

동음의 시가 일부를 사이음이 차지하게 된다. 

3) 음 억양이 부여된다.(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된다.) 

4) 속악 6 만에 없는 6장 이하 후반이 옛 악보 상고에 의 해 복원된다. 

4.2. 본령의 선율회귀 

4.2. 1. 본령은 현재 32마루가 전하는데， 그 선행음악올 거슬러 올라가면 본령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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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7 령 (5장)-속악 5 여민락(관보 10장， 현보 7창)-속악 4 여민락만(10장)으로 이 

어진다. 이때 각 단계마다 적지 않은 굴절올 겪게 된다. 본령의 제 5-8마루와 제26-28 

마루를 택하여 각 단계별로 변모되는 모습을 살펴 보겠다. 먼저 그 구조선율과 속악 

7의 해당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갈다. 

〈악보 4> 속악 7 령과 본령의 구조선율 

속악 7 
1.: • I J.싸: ('J, :S.t: :G" 

t , 

)Il 

r---ï 

1 

" 

~t 

v; 

? ‘i 
‘ c 

7 
,..., 

l' ':' r::' .--, ‘ 

a‘ 

r--ï. '''' 

... 
여민락만의 경우 현행 읍악의 구조선율과 속악 6의 것이 거의 완벽하게 얼치하였던 

데 반해， 본령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본령을 속악 7의 령 

과 비교할 때에 음이 생략이 되기도 하고， 더 첨가가 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속악 7 

의 령이 악보에 있는 액면 그대로 한 정간이 한 박의 시가를 갖는다고 할 때에 현행 

본령은 일음 일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띈다. 또 통일음의 반복 

에서 사이음이 삽입되는 방식이 여민락만과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정들을 하나하나 살 

펴 보겠다. 

먼저 얼음 일박의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부터 살펴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제6마루 

의 「부분이다. 漢-南-漢-南 -1太 (c" -a' -C" -a' -d") 의 진행에서 처음 漢-南 다음 

같은 음형인 두번째 漢-南을 일음 일박으로 연주하지 않고 漢을 南에 촉급하게 ‘붙 

임’으로 해서 일음 일박의 원칙이 깨지게 된다 19) 그러므로 해서 선율의 진행감을 얻 

19) 악보상으로 漢 南은 합하여 1.5박이 된다. 그러나 사정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q3장 

조선아악청수』의 연주에 의하면 제 5마루는 약 15초가 걸린다. 악구 끝 음 南이 악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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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로 보인다. 이밖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 냐타 

난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본령의 전숭자의 선율감과 연주 관습에 의해 고착되는 것으 

로 보이는데， 본령 32마루만을 통해 일반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는 본령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유형별로 정리해 두는 것으로 그쳤다. 단 1회만 나 

오는 경우는 생략하였다(제 18， 24마루). 

(1) 漢一南-漢-南 -7.太에서 뒤의 漢-南을 Þ J 으로 : 6, 7, 10마루(악보 4의 ,) 

(2) 漢-南-j太에서 南-i.太를 Þ J 으로 : 8, 11마루(악보 4의 L) 

(3) 南-漢에서 南을 南-林으로 하여 Þ J 으로 : 8, 9, 11 , 22마루(악보 4의 1::) 

이때 문제가 하나 남는데， 제 1 ， 3마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속악 7의 음은 漢

南-漢인데 현행 선율은 제8마루의 漢-南 -7太-南-漢에 해당하는 선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하냐는 제8마루의 그 선율 

이 하냐의 관습적인 ‘가락’으로 인식되어 그 자리에서 차용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 

냐는 현행 본령이 지금 전하는 속악 7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악보에 전승의 선을 대 

고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제 15마루 이하 후반에서 

현행 선율과 속악 7의 령 사이에 생략과 첨가로 인한 불일치가 간간이 눈에 띄고， 특 

히 30-32마루의 경우는 양자의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출처를 

속악 7 령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일 음 반복 때의 사이음 삽입 방식에 대해 살펴 보겠다. <악보 4)의 제 26 

마루(속악 7의 24마루)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속악 7에서 林(g' )이 네번 반복되는 

데， 그중 하냐는 생략하고， 마지막 林은 ↑며에서 위로 ‘치켜 흔들어’ 수식을 받고 20) 첫 

번째 林과 두번째 林 사이에는 짧은 사이음이， 두번째 林과 세번째 林 사이에는 한 박 

약 3박을 끄는데， 이를 감안하면 한 박이 약 2초가 되는 셈이다. 이 말은 곧 이 연주가 호 

홉으로 박올 세며 연주자의 교감에 의해 진행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 6 ， 7마루는 합하여 

약 18초가 소요된다. 악보에 있는 대로 계산해도 한 박이 약 1.6초가 된다. 결국 1.5박이라 

고 하는 것이 절대척인 시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보로는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 

겠지만， 그 이연울 보면 價-南의 연주는 ‘짧게 그리고 조급 길게’ 라는 상대척이고 심리척 

인 시간관올 요구하는 것이다. 

20) 여기에서 말하는 ‘치켜 흔드는 음’이란 깅기수 선생에 의하면 “제 음과 한 음계 위 음을 두 

번 굴려 내는” 것올 말한다. 이때 해당 음에 ‘요성표’가 붙는다(깅기수 r국악입문.JJ， 56쪽) . 

‘요성표’란 말이 일반척으로 말하는 ‘요성’의 표로 오해되기 쉽다고 생각하여 필자는 여기에 

서 ‘치켜 흔드는 옴’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본령의 경우 음을 치켜 흔드는 현상은 漢과 ↑뿌 

에만 나타나는데， 漢의 경우 다시 두 가지 다른 용례를 보인다. 뒤에서 하행할 때와 상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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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음이 삽입된다. 여민락만의 사이읍과 비교할 때에 음청 관계는 갈지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업윷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번째 林 앞의 漢(c") 의 존재 

이다. 사이음과 음정 관계는 갈지만 불쑥 악구의 첫 음 林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악보 4> 제 28마루의 뼈(f' ) 앞의 南 (a' )도 갈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무 

준비없이 불쑥 앞에서 어떤 음을 수식하는 음을 앞으로 ‘앞세우는 음’이라 부르겠다. 

본령의 경우 林， 뼈， 太가 이런 수식을 받으며， 이 음과 앞세우는 음 샤이의 음청 관 

계는 사이음의 그것과 갈다. 다시 제 26마루를 보자. 속악 7처럼 그냥 그렇게 놔두었다 

면 지극히 빗빗했율 선윷이 앞세우는 음과 사이음과 치켜 흔드는 음의 수식이 가미되 

므로 해서 제법 들을 만한 선윷로 탈바꿈된 것을 알 수 있다. 

4.2.2. 이제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 속악7의 령과 속악 5의 여민락의 관계를 살펴 

볼 차례이다. 앞서 말했듯이 속악 5의 여민락은 관보와 현보， 두 각편이 있는데 속악 7 

의 령과의 비교에서 삼자의 관계가 그리 단순치가 않다. 먼저 앞서 예로 든 제 5-8마루와 

제 26-28마루(속악 7 령의 24-26마루)의 삼자 비교 악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 

〈악보 5) 속악 5 현보 여민락과 속악 5 관보 여민락과 속악 7 령 

속악 5 현보3 
,f.: 껏 :C’ 

( • +. ‘ 늠 

혹악 5 관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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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그것인데， 하행할 때는 단순히 한번 치킬 것을 과장되게 두번 치키는 것￡로， 상행할 

때는 다음 음(j太)으로 끌어올리며 그 음율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뼈의 용례는 상행의 

경우만 보인다. 

21) 속악 5 여민락의 오선보 역보에 있어 l행 20청간을 6.4.6.4 정간의 네 단위로 나누고， 한 

정간융 사분읍표로 바꾸였다. 이 역보가 ‘리듬 해석 역보’가 아닌 ‘일대 일 대응 역보’엄윷 밝 

혀 둔다. 속악 5 청간보의 리듬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이혜구 1987 : 

35-47). 하지만 속악 5 여민락 2장 이하의 장구 창단이 각 장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정에서 속악 5 여민락도 속악 4 여민락만이 그랬듯이 길고 짧은 자기 리돔을 갖는 음악임 

은 분명하다. 관보 여민락과 현보 여민락의 장구 장단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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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악 7 령의 음들은 속악 5 여민락과 완벽하게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단 제 5-8마루 

의 음들은 속악 5의 관보와， 제 24-26마루의 음들은 속악 5의 현보와 갈다. 속악 7 령 

의 전 5장， 162마루를 조사해 보면 한 장(章) 안에서도 악구 단위로 들쑥날쑥 관보 

또는 현보와 연결되는데， 관보와 같은 경우가 62마루， 현보와 같은 경우가 60마루， 관 

보와 현보의 선율이 같아서 양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40마루로， 어느 한쪽에 

의 일방적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았다. 악구 단위로 음들을 비교하면 간혹 음의 첨가와 

탈락이 눈에 띄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런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타당한 답변을 핫기가 쉽지 않다. 다만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속악 7 령의 악보 편찬자가 속악 5의 관보 

와 현보를 참고하여 선율의 발훼·결함에 의해 ‘령’의 악보를 제작하였거냐(그러나 이 추 

측은 악구 선택의 임의성이 너무 많아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속악 5의 여 

민락 관보와 현보 외의 제 3의 각편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속악 7 

령의 악보라는 추측이 그것이다(그러나 이 경우도 악구 단위로 비교할 때 속악 7 령과 

속악 5 관보 · 현보 사이에 일치도가 너무 높아 선돗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측이다). 

어 쨌거나 일단 속악 7 령의 선행음악이 속악 5 관보와 현보의 여민락이라 할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리듬의 변화이다. 즉 길고 짧은 자기 리듬을 갖던 음악이 얼음얼박 

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악5의 1 행을 6.4.6.4정간의 네 단위로 냐눌 때에 1, 2, 

3, 4 단위， 즉 7.\，7{，;{， 1행이 한 덩어리가 되어 속악 7 령의 한 악구가 된다. 그런 

데 이중 두 단위， 즉 반행이 한 악구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눈에 띈다 22) 

22) 이제 다음 단계는 속악 5 여민락과 속악 4 여민락만을 비교하여 그 형성 논리롤 살펴 볼 
차례이다. 하지만 이 글은 이후， 시대의 상한을 속악 5, 즉 18세기 중엽으로 잡는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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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제 본령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속악 5 여민락 • 속악 7 령 

1) 속악 5 관보 여민락과 현보 여민락의 선윷을 발훼， 결합하여 ‘령’의 선울을 

이룬다. 이때 선돼된 선윷은 거의 모든 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2) 본래의 리틈이 무시되고 기본적으로 얼음 일박으로 바핀다. 

3) 속악 5의 %행， U행， U행， 1행이 한 벙어리가 되어 악구가 나뒤며， 악구의 

물음은 2배의 시가를 갖는다. 

4) 속악 5 관보 10장， 현보 7장 중 5장까지만 전승된다. 

(2) 속악 7 령 • 현행 본령 

1) 몇 개의 음이 탈락되거나 첨가된다. 특히 본령 끝 부분 30-32마루의 선융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2) 일음 일박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파괴된다. 음의 ‘붙임’ 연주가 곳곳에 도입 

되어 선율적 진행감이 향상된다. 

3) 통일 음이 반복될 때에 ‘사이음’이 삽입되기도 하고 삽입되지 않기도 한다. 

4) 악구 첫 음이 林， 1中， 太일 때에 흔히 ‘앞세우는 음’의 선윷 수식이 었다. 

5) 음 억양이 부여된다(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된다) . 

6) 漢과 빼이 간혹 ‘치켜 흔드는 음’으로 연주되나 다분히 임의적이다. 

7) 속악 7의 5장 중 제 1장만 전승된다. 

4.2.4. 본령의 형성과 관련하여 본령의 장구 창단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 

다 r한국음악』 제 16집의 본령 악보에는 장구보가 있으며， 김기수 선생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구의 타법이 일정치 않아 생략하는 예가 허다하기에 이 곡보에는 속악원보 권 5에 

준거 편보하였으며 좌고는 재래식대로 기보하였다 "23) 

면 현재 전하는 음악의 형성 논리롤 살피기 위해서는 18세기 이후에만 관심을 집충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속악 4 여민락만(또는 셰종실록악보 여민락)과 속악 5 관보 · 현보 
의 여민락의 관계흘 밝히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음악사의 과제이고 이 글과는 

별도의 글이 요구된다. 

23) 김기수i"한국음악』 제 16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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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비교해 보면 속악 5의 음과 현행 본령의 음의 연결 관계를 거의 청확히 파 

악하여， 음을 고리로 『한국음악』의 장구 장단을 결정했음올 알 수 있다 24) 예를 들면 

속악 5의 南음에 창구 장단 輪이 연주되었으면 현행 음악 南에서도 장구 창단 輔올 

연주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속악 5의 본래의 리듬 의미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 

던 창구 장단이 얼음얼박화된 선율의 구조 속에 억지로 자리잡게 됨으로 해서 그 연 

결 관계의 음악척 의미는 완전히 상실하게 된 셈이다. 말올 바꾸면， 이렇게 편보된 창 

구 장단을 외워서 연주하는 일은 가히 초인적인 암기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1i"1 3장 조선아악정수』에서는 본령의 연주에 보다 수월한 장구 장단법이 사 

용되고 있다. 즉 세 악구롤 한 단위로 하여 첫 악구에는 갈라 치는 쌍(雙)올， 둘째 악 

구에는 편(輔)을， 셋째 악구의 첫 음에는 고(鼓)롤， 셋째 악구의 끝 부분에는 요(搖) 

를 치는 ‘쌍펀고요의 장단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함화진 선생은 다음과 같 

은 중언을 전한다. 

“林鼓의 훌短法(拍子)은 歷代로 여러 가지의 方法으로 變하였고 李朝 世宗式과 世祖

式이 있었으나 매우 複雜할 뿐 아니라 規QIJ的으로 組織되지 못하여 實行에는 至極히 困

難하였다. 그러나 現行式이 발명된 뒤로 매우 簡單하고 規QIJ8낀으로 組織되어 實際 調節
에 가장 效果的이었다 "25) 

여기에서 ‘현행식’이라 함은 앞서 말한 ‘쌍편고요의 창단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단법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 볼 여민락과 보허사， 보허자， 영산회상과 평조회상과 

삼현영산회상의 상영산 퉁의， 한 창단의 길이가 일정한 음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한때는 본령과 같이 악구의 길이가 들쑥날쑥한 음악에도 사용되었음올 알 수 었다. 

4.3. 실전 보허자의 복원 

4.3. 1. 여기에서 잠시 속악 5와 7을 중심으로 여기에 수록된 여민락계와 보허자계 

악곡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해볼 필요를 느낀다. 속악 5에는 관보의 여민락과 보허자， 

24) 검기수 선생의 악보 비교가 속악 5의 관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필자와 견해가 다른 
곳이 몇 곳 있다. (제 14 ， 15, 16마루 퉁) 

25) 함화진 r朝蘇音樂通論~ (1948) ,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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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의 여민락과 보허자가 실려 있고， 속악 7에도 역시 여민락계 악곡인 령과 보허자 

가 나란히 실려 있다. 이중 속악 5 현보의 여민락과 보허자는， 16세기에 편찬된 『금 

합자보』의 여민락과 보허자 이래 현행 여민락과 보허사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지는 하 

나의 큰 흐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그 위상이 뚜렷하다(물론 400여년 전숭되는 동안 

세부척인 내용 변화는 있었고， 이 문제는 다음 창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속악 5 관보의 여민락과 보허자는 전숭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먼저 여 

민락의 경우는 앞서 보았듯이 속악 5 관보와 현보의 선울율 발춰1]， 결합하여 속악 7 

령올 이루고， 이것이 계속 전해져 본령으로 연주되고 있다. 속악 5 관보의 보허자는 7 

장으로 분장(分章)되는데， 이중 1-4장이 전해져 현재 보허자로 연주되고 있고， 1-7창 

전체가 일음일박화되어 속악 7에 실려 었다. 이 보허자는 그 뒤 전숭이 끊겼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실전 보허자’라 부르고자 한다 261 

이 실전 보허자를 속악 5 보허자와 비교해 보면， 여민락의 경우와 달리 관보 보허 

자 쪽을 많이 따른다. 즉 1-4장까지의 41악구 중 현보 쪽을 따르는 예는 4악구이며， 

특이하게도 한 악구 안에서 관보와 현보의 음이 섞이는 착종 현상을 보이는 예도 5악 

구가 있다. 또한 음의 생략과 첨가가 여민락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보허자의 

경우에도 속악 5의 관보와 현보 외의 제 3의 각편의 존재 여부를 의성해 볼 수가 있 

다. 실전 보허자도 여민락의 경우와 같이 1 ， 2 ， 3 ， 4단위가 한 덩어리가 되어 악구가 나 

쥔다. 5장 이하는 관보와 현보의 선윷이 거의 일치하고， 향상 두 단위， 즉 반행이 속 

악 7 보허자의 한 악구가 된다. 

속악 4에 었던 여민락만과 낙양춘이 다시 나란히 속악 6에 있듯이， 속악 5에 었던 

여민락과 보허자가 다시 냐란히 속악 7에 령과 보허자라는 이름으로 있다. 수록 위치 

가 같을 뿐만 아니라 양식적 륙정도 대단히 흉사하다. 즉 속악 4, 속악 6, 현행의 여 

민락만과 낙양춘이 각각 그렇고， 속악 5, 속악 7의 령과 보허자가 각각 그렇다. 그래 

서 실전 보허자의 양식적 륙정도 현행 본령과 같았으리라는 전제하에 실전 보허자를 

복원해 볼 수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속악 7 령→현행 본령’에서 정리된 내용을 속 

악 7 보허자에 대입하면 실전 보허자의 이후 모습이 냐타냐게 된다는 뜻이다. 속악 7 

26) Condit 1981 : 30-1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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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허자의 1장 8마루만올 대상으로 실전 보허자률 복원하여 보겠다. 

4.3.2. 속악 7 보허자 1장의 악보(악보 6)를 보면서 차근차근 논의를 전개해 나가 

겠다. 그 결과는 〈악보 7)에 있다. 

〈악보 6) 속악 7 보허자 

1 ‘ ... 미 1#' • I .... ! Þ 

’ ~“ --、 ~누-훌 :c:=효 ” 

.. " 

’ c::=:::==-
존三E븐 

., 

，ζ=-=::=:=-.. 

E극드프 

7 I~、 -‘ 
--

. r~“ ----、‘ ------‘、 i 
t - " l , · / + ’ V 

(1) 제 1마루 뼈-때은 샤이음 南을 넣고， 뼈-南을 붙인다. 그 근거는 현행 보허 

자의 선율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보허자는 1장 제 3장단 이하가 속악 7 보허자 

와 관계없이 바로 속악 5 관보 보허자와 연결되는데 반해， 1장 제1， 2장단은 속악 7 

보허자의 제 1, 2, 3마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7) 

(2) 제 2마루 漢 南은 본령 제 2마루와 같다. 일음 일박의 선율이다. 

(3) 제 3마루 기의 漢-南 j黃-南은 본령 제 24마루 후반과 같다. 漢-南-漢

南이 이어서 상행을 하면(악보 6 제 5마루 ,) 앞의 4. 1. 3.에서 말했듯이 뒤의 漢을 

南에 빨리 붙이지만 하행을 하면 선율 형태가 다르다. 

(4) 제 3마루 L의 林-漢은 얼음 일박으로 처리한다. 

(5) 제 3마루 E 의 南-林 -1黃은 제 4마루 L과 같다. (7)에서 설명한다. 

(6) 제 4마루 기 의 漢-南 -i太는 4. 1. 3.의 일음 일박이 파괴되는 유형 (2)번의 

예에 따라 南을 i太에 붙인다. 

(7) 제 4마루 L의 南-林-漢은 4. 1. 3.의 유형 중 (3) 번 즉， 南-漢에서 南을 南

-林으로 하여 南-林-漢이 되는 예를 참고하여 南을 林에 붙였다. 결과적으로 제4 

마루의 복원 선율은 본령에서 자주 냐타냐는 그 관용척 ‘가락’과 같아졌는데， 아마도 

27) 오용록， “보허자 형성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22-9쪽. 또는 F민족음악학」 제 7 

집 (서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통양음악연구소， 1985) , 66-71쪽. 

- 97-



이 ‘가락’의 원래 선율은 제4마루와 갈지 않았율까 하는 생각도 든다. 

(8) 제 5마루 「의 漢-南-漢-南은 (3)에서 말한 대로 뒤의 漢을 南에 붙인다. 

(9) 제 5마루 L과 C은 제4마루와 첫음만 다르기 때문에 그 예를 그대로 따른다. 

(10) 제 6마루 뼈-빼-뼈-太-黃은 본령의 16 또는 28마루(속악 7의 26마루)와 

갈다. 28마루의 예에 따라 두번째 빼과 세번째 뼈 사이에 짧은 사이음을 넣는다. 

(11) 제7마루는 제 1마루와 같다. 

(12) 제 8마루 「의 漢-林-太-林은 본령의 제 4마루와 같다. 일음 일박의 선율이다. 

(13) 제 8마루 L의 뼈-太는 현행 보허자의 종지 선윷을 참고하여 뼈一太-黃으 

로 고치고， 빼을 太에 붙언다. 실전 보허자의 종지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 

된다. 

〈악보 7) 속악 7 보허자와 실전 보허자의 복원 선율 

속악 7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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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 .--. 

4.4. 일음일박화의 동인과 음악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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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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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여민락만， 본령 퉁이 일음 일박의 음악으로 바뀐 현상에 대해서 ‘아악화(雅 

樂化)’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28) 즉 “「和平 正大」한 古樂으로 復古하려는 움 

직임” 속에 일자 일음， 일음 일박으로 연주하는， 문묘제례악과 같은 ‘아악체(雅樂體)’ 

28) 이혜구， “한국의 음악" If'한국사 JJ(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1) 23권. 431 ,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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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29) 현상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말은 일어난 현상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기에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얼음일박화의 동인， 이 주제는 사실상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음악척 의미’라는 새로운 주제와 필연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다는 뜻에서 대단히 소박한 필자의 견해롤 제시해 볼까 한다. 

음악적 의미(범위를 좁혀 선울적 의미)는 내부적으로 볼 때，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음들의 집단(음계)을 이루는 음이， 길고 짧은 자기 시간을 부여받으며， 일정한 

진행 경향(길)에 따라 움직얼 때에 발생한다(나는 지금 여기에서 ‘음관계론’과 ‘장단 

론’과 ‘선율전개론’의 존립 근거를 말한 셈이다). 또한 외부적으로 볼 때， 그 음악척 

의미가 자기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구축한 하부 의미체계(‘音체계’， 재료척 차원)와 상부 의미체계(‘樂체계’， 의미론척 차 

원)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 의미체계는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셔 서서히 변하 

기 때문에 일행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한강 상류에서는 제법 배의 구실을 하던 멧목이 하류에 내려와서는 다만 많은 통나무 

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의미조건에 따라 그 의미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30) 

29) 현재 연주되는 아악이 일읍 일박의 음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묘제례악을 예 
로 들면 4자， 곧 4음이 모여 한 구가 되고， 8구가 모여 한 곡이 되는데， 매구의 첫 음에 부 

가， 넷째음에 절고 퉁의 연주가 따른다. 관 · 현악기의 연주만 듣자연 내재된 리듬의 결이 느 

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음이 한 박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부와 절고 등의 연주를 흥해 한 

음이 두 박으로 나쉽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연， 한 박을 정사분음표로 볼 때 한 

음은 점이분음표가 되는데， 한 박이 메트로놈 기호로 30 내외가 되니(김해숙 외 r전통음악 

개롱dI (서울 : 도서출판 어울렴， 1995) , 214쪽. U"I 3장 조선아악정수』의 연주의 빠르기는 메 

트로놈 35 내외이다) , 만일 한 음， 즉 점이분음표를 한 박으로 본다연 메트로놈 15-18의 빠 
르기가 된다. 우리 음악의 모든 갈래에서 한 박이 메트로놈 20 이하가 되면 청각척으로 한 
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문묘제례악은 한 음이 두 박인 음 

악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궁중음악의 ‘확대’ 현상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더 부언하면 문묘제례악의 율명을 외우기 위한 구 

음법도 “황-종 식으로 한음을 두 박으로 노래한다(r한국음악」 제 21 집) . 

30) 음악사의 시대 구분이란 사실상 이 의미체계의 변모롤 파악하는 일인데， 특히 조선 500년에 

대한 음악사적 시대 구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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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일음일박화의 동안은 무엇인가. 얼음일박화란 

말 그대로 모든 음이 균둥박으로 바해였다는 것이며， 이 말은 말 그대로 길고 짧은 리 

듬 의미가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일음얼박화란 결국 리듬 의미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어떤 힘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간이며，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의미체계의 변모가 이런 결과률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국 

가의 중요한 의식，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악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절명의 지 

상 과제이다. 또 그 악곡은 엄중하게 전래되는 악보에 수록되어 었다. 하지만 실제 음 

악의 전숭은 구전에 의존하고 있고， 바핀 의미체계는 전숭된 음악의 의미 해독을 불가 

능하게 한다. 이때 할 수 있는 선택 중의 하냐가 음의 냐열식 연주였던 것 갈다(아니 

면 바뀐 의미체계 안에서의 리듬 의미의 재부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후에 다 

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체계의 변모가 일읍일박화의 통인 

인 셈인데， 모든 궁중음악이 이처럼 일음일박화되지 않았다는 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얼음일박화된 악곡들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음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일읍일박화된 악곡은 모두 제례， 하례와 같은 국가 의식에 사 

용되던 음악이었다. 엄숙히 제사를 지내고， 거통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음악적 이야기 

가 필요했겠는가. 다만 그 자리에 맞게 시공(時호)을 윤색하는 기능이면 족했을 것이 

다. 이 악곡이 갖고 있던 바로 이 기능이 얼음일박화의 또 하나의 통언이라 할 수 있 

다. 결국 기능이 양식을 결정한 셈 이다 31 ) 

4.4.2. 그렇다면 여민락만과 본령과 갈이 얼음일박화되어 리듬 의미를 상실한 이런 

악곡들은 어떤 음악척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이다. 

이처럼 리듬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은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유기체가 그 살과 피 

를 잃고 뼈만 남은 것인데 어디에서 음악적 생명력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들이 설사 

31) 앞의 〈표 1)의 전숭곡 9곡 중 보태평， 정대엽， 풍안지악/유황곡， 정동방곡/낙양춘의 6곡은 
얼음일박화된 각편 요직 하나만 전승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양식간의 관계가 비교척 명확 

하다. 그러나 15세기의 여민락만， 여민락영， 보허자령의 경우에는 이후 이들과 관련되는 여 

러 각편과 관련하여 그 기능과 양식의 관계률 평면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일은 척지 않은 위 

험을 통반한다i'세종실록악보』의 ‘여민락’이 『속악원보」 편자가 말하듯 정말 15세기의 그 

‘여민락만’인지， 아니면 F속악원보」 편찬 당시의 당대인의 인식의 반영인지률 따지는 일부터 

시작하여， 철저한 문헌 고충과 양식 분석을 통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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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궁중 악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악곡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들 

은 다만 역사적 형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기에 이들 악곡에서 심각한 음악적 이야기 

를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뭔가 조금은 이들에게서 음악적 의미가 건네 지기도 한다. 문묘제례악에서 

들을 수 있는 전혀 무의미한 웅얼거렴과는 다른 무엇이 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것은 뼈를 만지작거리다 보니 묻은 손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 악곡들이 형해화되어 조선말 궁중 악인들 

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음악적 의미체계에 편입되며 최소한의 선 

율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음 억양’과 사이음 • 앞세우는 음 

동의 ‘선울 수식’이다. ‘음 억양’이란 “흔히 말하는 퇴성과 같이 어느 음이 다음 음으 

로 진행할 때에 음의 꼬리를 밑으로 흘리거냐(퇴성)， 위로 치키는 것(추성)" 등을 모 

두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32) 음 억양이 부여되였다는 것은 궁중 악인이 콩유하던 음계 

관련 의미체계로 편입되었음을 뜻한다. 이 음 억양과 선율 수식 퉁이 부여되므로 해서 

최소한의 선융적 의미가 당기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얼음일박화된 악곡들이 그냐마 조 

금은 들을 만한 음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3) 그러나 결코 그 이상은 아니다. 

5. 여민락과 보허사의 형성 원리 

5.1. 여민락의 선율회귀 

5. 1. 1. 현행 여민락의 선행음악은 16세기 거문고보인 『금합자보」에 처음 수록된 이 

3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음 억양’이라는 말은 사실상 ‘시김새’란 알과 통의어로 볼 수 있다. 다 

만 시깅새란 말이 보다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퇴성 • 추성과 갈은 현 

상만을 명확히 가리키기 위해 ‘음 억양’이라는 용어흘 굳이 사용하고 있다. ‘음 억양’에 대한 

고찰은 음관계론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생략하겠 

다. 필자의 “한국 기존음악 음관계론(1) : 우조 초수대엽을 중심으로" ú"민족음악학』 제 14집， 

97-8쪽 참조. 

33) 얼음일박계에 속하는 여민락만， 본령， 보태평， 정대업， 풍안지곡， 유황곡， 정통방곡， 낙양춘이 

모두 이 법주에 속한다. 다만 보태평， 정대엽의 악장 선윷은 선율 수식이 더 척극척이어서 

별도의 관섭이 필요하며， 이중 전폐회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냐아간 곡이다. 이 말은 여 

타의 곡에 비해 이 곡들의 음악척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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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많은 민간금보에 변천된 당대의 모습을 반영하며 수록되어 었다. 관찬악보로서는 

유일하게 F속악원보』어1 여민락의 선행음악이 있는데， 5권의 현보 여민락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여민락의 선행음악으로 이 속악 5의 여민락을 택하여 양자의 비교 

에 의해 형성상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간금보도 필요할 때는 참조하겠지 

만， 속악 5의 여민락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도 논의의 전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민락은 현재 7장까지 전하는데， 1-3장은 한 장단 20박의 매우 느린 음악이고， 4 

7장은 한 장단 10박이며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연주된다.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흔 

히 ‘급박’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형성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래 전곡의 빠르기가 4-7 

장과 갈았으냐， 후에 1-3장이 더 느려졌다는 표현이 더욱 타당하다. 이런 사청은 본래 

선율이 같았던 2장 후반과 4장 후반， 3장 후반과 5장 후반 등의 비교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더 느려졌다’는 현상이 사실상 여민락 형성론의 핵심 사항이 되는 

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율이 비교적 단순한 4-7장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 

겠다. 

5. 1. 2. 4장 이하의 각 악기별 선율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분명히 숨어 있는 ‘어떤 

선율’을 각 악기의 운통 능력에 따라 구현한 것이 실제의 각 악기의 선율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조선율’을 구하게 되면 악곡 형성의 논리는 

살필 수 있어도 선율 형성의 논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이다. 즉 앞장의 

곡들과는 양식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악기의 선율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악기의 선율을 다루는 것은 이 글의 성격과 맞 

지 않기 때문에 이중 몇 개 선율만을 선택하겠다. 먼저 현악기의 선율 중에서는 선율 

이 가장 단순하고 민간금보와의 비교에 필요한 거문고 선율을 택한다. 다음 관악기의 

선윷 중에서는 같은 선율 경향을 보이는 피리와 대금의 선율 중 비교척 단순한 피리 

의 선윷을 택하고， 거문고와 피리의 중간에 놓이는 것으로 보이는 해금의 선율도 택하 

겠다 34) 4장 이하에서 해금과 피리의 선율은 진화적 관계를 보여 주목이 된다(이에 반 

34)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가야금， 대금， 피리의 쇠는 가락 풍의 선율 형성에 대해서는 각 악기 

전공자의 계속된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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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3장에서는 해금， 피리， 대금이 모두 같은 선윷 경향을 보인다). 이제 4장 중의 

일부 선윷(21-24창단)을 태해 비교 악보롤 만들연 다음 〈악보 8)과 같다. 

〈악보 8) 속악 5으| 현보 여민락과 현행 여민락(거문고， 해금， 피리 ) 

속악 5 
æ" 내:. ,1 

1) 
~t ;훗 ;훌 * ft ;t'f :;r.. ‘횟 ;흩 ;* ~j;. 

현행 거문고 ~ .. 
+. 

}현행헥흐 "* 
’‘ ".." f←、 κ-、 4 

1.1 TT ’ T ~; + T 

j 현행피리 
r--1 ，-、 r‘、 +r、 * L는、 

.......... .... -‘ -
11.. 

7 째 * 찌、 * ~ 뼈- ;1;.. ;tt ~of ~t， ;톨 :‘ ... :f. 쩌 

i ’ ￥， .. r、 .、

. 

ρ +, →푸] τ· +, ; ..... +T 

‘ ’t ,‘ r-‘ ，-、 ‘.-、 ‘ 
‘- ‘ 후?관후t 

먼저 속악 5와 현행 거문고의 선율을 비교해 보자.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속악 5의 

음이 단 한음의 탈락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간혹 음의 첨가는 있지만 단 

한음도 생략되지 않는다(제24장단 전반에서 한음의 왜곡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이 음들이 10박의 창단를 위에 정연하게 배치된다는 점이다. 속 

악 5의 1 행을 6.4.6.4정간의 4단위로 나눌 때에(한 단위는 현행 음악의 반 장단 

에 해당한다)， 속악 5 한 단위는 2음， 3음， 또는 4음을 갖는데， 3음일 때는 J J J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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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A로， 2음일 때는 사이에 문현의 ‘흥’윷 넣어 역시 .J J .J 의 리듬으로， 4음일 때 

는 J J J .J 또는 .J J J J 의 리듬으로 배치된다(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었다). 앞 

서 말한 음의 첨가란 매우 드물게 보이는 ‘앞세우는 음’， ’사이음’ 둥에 의한 것인데， 

이때는 두 박 중의 한 박을 그 음에 냐눠주게 된다. 이처럼 정형의 장단를 위에 얹혀 

진다는 점을 아는 것이 여민락 형성의 이해를 위한 관건이 된다 35) 

다음 피리의 선율을 거문고 또는 속악 5의 선율과 비교해 보자. 우선 가장 두드러 

지게 눈에 띄는 점은 선율이 10박의 창단툴 위에 놓이며 매 박이 마디[節]가 되어 계 

속 움직인다는 것과 반 창단 5박을 단위로 볼 때 대개의 경우 거문고와 같이 1, 3, 4 

박에 속악 5의 음이 자리한다는 것이다(속악 5 한 단위가 4음이면 1, 2, 3, 4박 또는 

1 ， 3 ， 4 ， 5박에 속악 5의 음이 있다. 한 단위가 2음일 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셔 살펴불 것이다). 그리고 2， 5박에는 앞 음이 반복되거나， 아니 

면 앞 읍과 뒤 음의 사이를 ‘채우는 음’이 들어오게 된다(오선 위의 호선 참조). 이 

채우는 음은 앞 음과 뒤 음， 즉 두 개의 점을 잇는 선(線)을 만드는데， 위 또는 아래 

로 완만하게 움직여 선윷에 굴곡감을 준다. 즉 2， 5박에 앞 음 반복음이 오면 직선이 

되고， 채우는 음이 오면 곡선이 되는 컷이다. 이밖에 4도 아래의 수식음이 빈번하게 

쓰이고 었다(오선 위의 ‘4’). 속악 5의 음을 뼈라고 할 때， 이 채우는 음과 4도 수식 

음 퉁은 여기에 붙은 살이라 할 수 있다. 

해금의 선울은 앞서 말했듯이 거문고와 피리 선율의 중간에 위치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4-7장 전체를 흉해 채우는 음이나 4도 수식음의 도입이 피리처럼 많지 않아 

거문고 쪽에 더 가캅다. 이에 반해 1-3장에서는 해금도 펴리와 같은 선율 경향을 보 

인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다. 

35) 현재 속악 5 현보의 리듬 해석에 관한 이론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 

는 청간융 시간 단위로 보아 악보흘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냐는 그 

것이 현행 음악의 리듬 구조와 잘았율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간울 시간 단위로 보지 않는 

업장이다. 전자의 이론옳 따를 경우 18세기 이후 현행 음악 형성 과정에서 커다란 굴절이 

있었던 셈이고， 후자의 이론을 따흘 경우 속악 5 이후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속악 5의 장구 장단이 한 장(章)옳 덩어리로 하는 매우 큰 장단 주기를 갖 

는 정융 생각할 때에 그후 속악 5의 두 단위， 즉 10박율 한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은 현행 음악 형성 과정상의 적지 않은 변화라 하지 않올 수 없다. 흔히 ‘창단’이라 하면 주 

기적으로 반복되는 리듬 단위롤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얹혀지는 창구 창단옳 말하기 

도 하는데， 전자의 뜻임윷 분명히 하고자 할 때에 이 글에서 ‘장단툴’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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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악 5 한 단위의 음이 2음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앞세우는 음이 제 1박 또는 제 1 ， 

2박을 차지하며 선율이 시작된다(오선 위의 꺾쇠표 참조) 0 현행의 한 장단은 속악 5 

의 두 단위가 합쳐진 것인데， 한 단위가 2음인 것은 거의 대부분 장단의 전반부에 놓 

안다. 따라서 이때의 앞세우는 음은 흔히 장단의 머리에 놓이게 된다. 앞세우는 음은 

본음보다 윗 음인 경우와 아래 음인 경우가 모두 있는데 윗 음인 경우 본령의 앞세우 

는 음과는 음청 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도 었다. 또한 같은 자리의 피리와 해금의 앞세 

우는 음이 다른 경우도 있다(4장 11 ， 31 장단， 5장 25장단 동) 0 36
) 이들 중 일부를 보이 

면 다음 〈악보 9)와 같다. 이어서 여민락만의 사이음과 본령의 앞세우는 음과 여민락 

4-7장의 장단 머리의 앞세우는 음을 비교하여 정리해 두겠다(표 3)0 

;~ 훌 ;t 

題뀔 

〈악보 9) 여민락 4-7장의 앞세우는 음(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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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민락만의 사이음과 본렁 · 여민락의 앞세우는 음 

여민락만의 사이음 본령의 앞세우는 음 여민락 4-7장의 앞세우는 음(일부) 

i太-빼- ì:k 뼈-太 

漢 -ì太-漢 ↑中 - 黃

南 i黃 - 南 太-浦

林 漢-林 漢-林 黃 - 껴* 

↑뿌-南-↑며 南-때 浦 - 빼/黃 - ffq. 

太-林-太 林-太

黃 -林빼- 黃

36) 여민락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숭 상황을 상상해 볼 때에 z.f 악기 선율의 종적인 전숭과 각 
악기 선윷 상호간의 횡적인 영향 관계를 같이 따져 봐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처럼 피리와 
해금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독립척인 앞세우는 응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악기별 종적 전숭의 

독립성을 잘 말해 주는 대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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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속악 5 한 단위의 음이 2음인 경우가 아닌， 일반척인 경우에도 앞세우는 음 

이 사용되지만 매우 산발척이어서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제 23창단 

의 셋째박(*표의 太-黃-浦)처럼 한 박 안에서 앞세우는 음이 쓰이는 경우도 눈에 

띈다. 

앞세우는 음과 관련해서 〈악보 8)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았다. 제 21 ， 

22장단 후반의 *표 음인데， 이중 22장단의 *표 음 太는 앞세우는 음으로 볼 수 있는 

여 지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21장단의 *표 음 빼은 더욱 판단이 어 렵다. 왜냐하면 1, 

3, 4박에는 흔히 속악 5의 음이 온다는 점， 또 하냐는 이처럼 속악 5의 음(漢)이 생략 

되는 예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전승상의 왜곡으 

로보인다. 

〈악보 8)에는 나타냐지 않지만 통음 반복 시의 사이읍도 간혹 쓰이는데， 특이한 점 

은 備의 반복에서는 ‘아래 사이음’인 빼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2박인 黃

이 하행과 상행에서， 2박의 때이 하행에서 치켜 흔드는 음으로 연주되기도 하나 본령 

에서처럼 매우 엄의적이다. 간혹 1박의 備이 본령에서처럼 빼의 치켜 흔드는 음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5. 1. 3. 다음에는 여민락의 전반부， 즉 느라고 선율이 복잡한 1-3장의 형성 논리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2장의 제 23， 24장단을 예로 들었다(악보 10). 앞서 말했듯이 2 

장 제21-32장단과 4장 제 21-32장단， 3장 제 21-32창단과 5장 제 21-32장단의 속악 5 

선율은 갈다. 이 말은 4장 이하가 속악 5 이 래 한 단계 의 굴절을 겪 었다면， 1-3장은 

여기에서 또 한 단계의 굴절을 더 겪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여민락 1-3장의 선율회 

귀를 하면 첫 단계가 4-7장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인데， 양자를 비교하면 여민략 

전반부의 형성 논리가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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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여민락 4장(거문고， 피리)과 여민락 2장(거문고， 피리)37) 

4장 거문고 

댄셔 쩌 힘 .t.t 찌 :(t, 쩌 

J.:% 
4장 피리 

‘ l +、j+t + T ιT .' ..... .... 후」TET*· 후 τF 

댐 11 2장 거문고 

J. :lo 
2장피리 

후，...T후:..i+' 

J.+ ~"" 
;~~ ’<f l1.:, i흩 ·캘 ~t ,iJ 

... 

’‘ 

t-' -+- + T 

14- ð' 
7~、

* 

애r - -- 그F. 

먼저 악보의 거문고 선윷을 비교해 보면， 점사분음표 한음이 점이분음표로 두 배 확 

대되고(4장의 빠르기가 메트로놈 45이고 2장의 빠르기가 메트로놈 30임을 감안하면 

한음이 세 배 확대된 것이다) , 음의 첨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의 첨가란 점이분음 

표를 한 박으로 볼 때， 한 단위 5박(반 장단) 중 제 2， 5박에 통음 반복의 플， 채우는 

음， 또는 청(淸)이 오는 것을 말한다(속악 5 한 단위가 3음인 경우롤 기준으로 해서 

말하겠다. 속악 5 한 단위가 2음일 때는 제 5박에， 한 단위가 4음얼 때는 제2박 또는 

제 5박에 이러한 음이 첨가된다). 이처럼 4장과 같은 선행선울이 2장의 선윷로 변화되 

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그 변이의 단계를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37) 오선 위의 율명은 속악 5의 것임. 

- 107-



추정컨대 4장과 갚은 선행선율이 연주의 빡르기가 점점 느려지며 아득히 멀어진 제 

1음과 제 2음， 제3음과 다음 단위의 제 l음 사이를 잇기 위해 제 2， 5박에 음의 첨가가 

이루어진 것이 첫 단계이고， 그런 후에도 음악이 계속 느려지며 마침내 단위박의 빠르 

기가 어느 경계롤 넘어서자 단위박 한박을 단위박 둘로 냐누는 ‘단위의 세분화’가 이 

루어진 것이 다음 단계인 것 같다(필자는 이 경계를 메트로놈 20-25 정도로 본다).38) 

그 결과 한 장단 10박의 장단흘이 한 창단 20박의 새로운 창단툴을 낳게 되 었다고 추 

정해 본다 39) 새로운 장단으로의 변이에는 거문고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공통으로 

참여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에 다툴 피 

리의 선윷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후에도 음악은 계속 느려져서 새로운 단위박이 

메트로놈 30 또는 그 이하( 옛 단위박으로는 15 또는 그 이하)가 된다 (0) 

피리 선율의 경우 첫 단계의 음의 첨가는 이미 선행선율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 

리 선윷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단툴의 확대에 따른 ‘선융확대’가 된다. 선윷확대란 

여 민락 1-3장에 서 볼 수 있듯이 비교척 빠르기가 빠른 기존의 선율이 빠르기가 느려 

지며 선율의 윤곽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음들이 확대된 리듬으로 바뀌며 다양 

한 선율 수식이 첨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41) 자세히 살펴 보면 선행선윷에서 한음이 한 

박이었던 것은 단순히 두 배로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선율 수식이 따르지만， 

선행선융에서 리틈 분할이 있었던 박은 ‘단위의 세분화’에 따라 예외 없이 새로운 리 

38) 이 수치는 필자가 여민락 · 영산회상 상영산 퉁의 느린 정악곡， 가곡의 이수대엽， 숭무의 긴 
염불， 판소리의 진양조 퉁을 실측하여 얻은 것으로， 앞￡로 사람의 청각척 인식 태도와 관련 

하여 이 방변에 대한 집중척 인 연구가 요구된다. 

39) 20박 창단흘이 성립된 시기가 언제인지롤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간의 연구가 필요하지 

만， 함화진의 선친 함재운이 1880년대에 창안했다는 ‘신보법(新讀法)’ 중에 1 행 20"à 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 이 장단를이 정착되었음율 알 수 있다(함화진 IF조선음악통론J. 

220쪽) . 

40) 1979년의 국립국악원 연주(IF한국음악선집』 제8집)는 l장 시작이 메트로놈 25.3장 끝이 메 

트로놈 35로 평균 30올 유지한다. 그러냐 미숙한 합주의 경우에는 서로의 교감이 늦어져 메 

트로놈 20 이하로 느려지며 단위박 하나가 단위박 셋으로 나뒤는 ‘단위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1) 필자는 다른 자리에서 ‘선윷확대’란 말올 “기폰음악의 갈래 중 특히 정악곡의 일부에서 찾 

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들이 오늘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오는 과청에서 앞 시기의 비교적 

단순한 선율이 윤곽이 확대되며 빈 공간에 새로운 선율척 요소가 첨가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한국 기존음악 음관계론(1) : 우조 초수대엽을 중심으로 IF민족음악학」 제 14 집， 

96쪽). 표현상 요류가 있어 앞으로는 이 글의 정의로 바꿔 사용하겠다. 

- 108-



듬요로 바핍을 볼 수 있다. 선율확대에 따른 리듬의 변화 종 일부률 보이면 다음과 

갈다. 

〈악보 11> 선율확대에 따른 리듬의 변화 

----• 4 

J Jì / J n J Jì / J. J Jì 
、/ 、-/

J n J Jì 

Jττ J Jì/JJì J 

」 」τJ > J Jì J Jì 

이처럼 피리 선율이 선행선율에서 리틈 분할이 있을 때 예외 없이 확대된 리듬형으 

로 바해면서도 원래의 음 진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리 선율의 전숭 상의 독립성을 

잘 말해 준다. 선행선율로부터 창단틀이 확대되며 현행 음악이 형성될 때에 모든 악기 

선율이 그 변이의 과정을 같이 겪으며 같이 흘러왔을 것이라는 것이다(지금 이 말은 

뒤에서 여민락 1장 머리 선율을 검토할 때에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문고나 피 

리 선율 등이 같이 합주되던 것인 만큼 상호간의 횡적인 영향 관계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특히 어느 한 악기가 선율 수식을 앞서 갈 때에 다른 악기의 추종과 모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종척 전승과 횡적 영향 관계를 통해 형성된 현행 음악은 결과적으로 거문고 

와 피리 사이에， 범위를 넓히면 현악과 관악 사이에 점과 션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거문고의 경우 점이분음표를 한 박으로 볼 때에 반 창단 5박은 제 1 ， 3, 4박의 ‘원점’과 

제 2 ， 5박의 ‘간점’， 그 점들의 나열이며， 피리의 경우 제 1 ， 3, 4박의 원점을 제 2 ， 5박의 

채우는 음올 넣어 연결하는 선이 되는 셈이다(한 단위가 2음일 경우는 제 1 ， 4박이， 4 

음일 경우는 제 1 ， 3 ， 4, 5박 또는 제 1 ， 2, 3, 4박이 원점이 된다). 거문고 선윷에서의 점 

들의 숨은 연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문고와 피리의 선윷 성격올 대비시켜 말할 때 

에 점과 선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1. 4. 이제 여민락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악과 관악의 둘로 나 

눠 살피되， 현악에서는 거문고 선율이， 관악에서는 피리 선울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1) 속악 5 현보 여민락 • 여민락 1-3장 선행선율， 여민락 4-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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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악 5 현보 여민락의 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거문고 선율에서는 륙히 

그 유지도가 매우 높으며， 피리 선윷에서는 전숭상의 왜곡으로 보이는 음의 변개가 다 

소 있다. 

2) 속악 5의 1행 4단위 충 반행 2단위의 음이 10박의 장단를 위에 정연히 배 

치된다. 한 단위가 3음인 경우， 현악 • 관악 모두 반 장단 5박의 제 1 ， 3 ， 4박에 속악 5 

의 음이 놓인다. 한 단위가 4음일 때는 제 1 ， 3 ， 4 ， 5박 또는 제 1 ， 2 ， 3 ， 4박에 놓인다. 

3) 한 단위가 2음인 경우， 거문고 선율은 반 장단 5박의 제 1 ， 4박에 그 음이 놓 

이고 제3박에는 ‘홍’이 삽입되며， 피리 선율은 제 1박 또는 제 1 ， 2박의 앞세우는 음에 

이어 첫 음이 놓이고， 제4박에 둘째 음이 놓인다. 

4) 거문고 선율에는 매우 드물게 앞세우는 음과 샤이음의 수식이 있다. 

5) 피리 선융은 매 박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제 2 ， 5박에는 앞음이 반복되거나， ‘채우는 음’이 들어온다. 

4도 아래 수식음이 빈번하게 쓰인다. 

앞세우는 음이 산발적으로 도입되고， 한박 안의 앞세우는 음도 보인다. 

샤이음도 쓰이며， 備의 반복에는 아래 사이음 빼의 수식이 있다. 

2박의 黃과 뼈이 엄의적으로 치켜 흔드는 음으로 연주된다. 

1박의 뺨이 간흑 뺨의 치격 흔드는 음으로 대체된다. 

(2) 여민락 1-3장 선행선율 • 여민락 1-3장 

1) 연주의 빠르기가 느려지며 거문고 선융에서는 한 단위 5박(반 장단) 중 제 

2, 5박에 통음 반복의 플， 채우는 음， 또는 청(淸)이 들어오게 된다. 

2) 빠르기가 더 느려지며 단위박 한 박을 단위박 둘로 나누는 ‘단위의 세분화’ 

가 이루어져 20박 장단툴로 재편된다. 

3) 이에 따라 피리 선윷에는 리듬이 확대되고 다양한 선율 수식이 첨가되는 

‘선율확대’ 현상이 나타난다. 

4) 이러한 변이는 각 악기 선율의 종적 전숭의 독렵성을 전제로 진행된다. 

5. 1. 5. 여민락의 형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제 1장의 관악의 머 

리 선윷， 즉 제 1장의 제 1-4장단의 관악 선융의 출처이다. 여민락 1-3장의 전반척인 

- 110-



관악 선윷 양식과 비교할 때 이 머리 선윷의 선율 양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여민락 

1-3장의 관악 선율은 앞에 서 살펴 보았듯이 속악 5 현보 여 민락의 음들이 10박 창단 

툴 위에 정연히 배열되고， 그후 선윷확대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현악과는 점과 

선의 관계에 있음올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선율의 선윷 양식은 일반척인 경우와 판이 

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속악 5 현보 여민락， 또는 여민락 현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 

떤 선율이 턱하니 여민락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1장 제 3장단의 피리와 거문고 선윷을 이것과 속악 5 선융이 같고 아울러 거문고 선윷 

도 같은 1장 제 13장단과 비교해 보겠다. 

〈악보 12) 여민락 1장 저13장단(피리， 거문고)과 제 13장단(피리， 거문고) 42) 

제 3창단 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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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보면 양자의 거문고 선율은 완전히 같고， 제 13창단의 피리 선윷은 일반척인 

관악 선율 양식과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꺾쇠로 두른 부분은 앞세우는 음이다. 이 

처럼 1-3장의 경우 속악 5의 음이 2음이 아닌 경우에도 앞세우는 음의 도엽이 4-7장 

보다 현저히 많이 눈에 띈다) . 이에 반해 제 3창단의 피리 선율은 속악 5 또는 거문고 

선율과는 전혀 이질적인 선윷 형태를 보인다. 제3장단만을 예로 들었지만 제 1-4장단 

의 피리 선율은 다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런 사실을 두고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 

42) 이 비교 악보 하단 밑의 윷명은 역시 속악 5 현보 여민락의 것이다. 



는데， 그것은 여민락이 예전에는 관악기 위주의 편성， 현악기 위주의 편성， 합악이라 

는 세 가지 다른 악기 편성법을 가졌다는 것이다 43) 이에 따라 관악기 위주 편성일 때 

는 ‘승평만세지곡’， 현악기 위주 펀성일 때는 ‘오운개서조’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 

다(현악기 위주의 편성일 때에 대금 동의 관악기가 같이 편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는 다만 ‘조주(助奏)’의 역할을 하여 음역을 낮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민락의 전 

숭이 관악과 현악이라는 두 가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이때의 ‘관악’과 

‘현악’은 물론 속악 5의 ‘관보’， ‘현보’와는 다르다) 그것이 비록 속악 5라는 같은 뿌리 

를 갖고 있지만 각각 냐름의 선윷 변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다가 승평만세지곡의 관악과 오운개서조의 현악이 합악이라는 이름으로 합해질 

때에 횡적인 상호관계보다 종적인 전숭이 우선하여 이런 식의 이질적인 선율의 결합 

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추측된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즉 관악 선윷의 출처이다. 궁중음악의 일반적인 전숭 

관습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선융이 ‘여민락’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일 가능성은 지극 

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여민락 중의 어떤 각편과 관계가 있을 텐데， 우선 물망에 오르 

는 속악 5 관보 여민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결국 앞으로의 과 

제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답한 상상을 해본다면 이 선율이 지금은 

실전된 ‘계면여민락’， ‘빗가락여민락’ 퉁의 유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꺼 앞으로 

좀더 정밀한 선율 양식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윤곽 정도는 밝혀 낼 수 있을 컷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가 추정하는 여민락 1장 제 1-4장단의 선행선율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악보 13). 이 선윷은 5. 1. 4에서 정리된 내용을 현행 여민락 선윷에 역으로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43) 김기수 • 서한범 r정용藥正樂.JI(서울 : 국립국악고퉁학교， 1979) , 96쪽. ‘전래하는 합주 악기 편 

성법’ 창조. 

44) 안확， “千年前의 朝蘇單樂0"朝蘇音樂의 땀F究.il(서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연구회， 

1980) , 133쪽. 원전 출처와 연대는 미확인. 안확은 고취의 역샤를 다룬 이 글의 말미에서 

1928년에 예전의 내취 악사에게 들은 중언올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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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악보 13) 여민락 제 1장 제 1-4장단 피리 선행선율(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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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허사의 선율회귀 

5.2. 1. 보허사의 본래 이름은 보허자이며， 그 선행음악은 금합자보와 대악후보에 처 

음 모습을 보인 이래 여민락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 많은 민간금보에 수록되었다. 여기 

에서는 앞서와 같이 속악 5 현보의 보허자와 현행 보허사의 비교률 통해 형성상의 문 

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허사는 여민락과 같이 7장으로 구성되며. 1-4장은 느린 20박 창단 위에. 5-7장은 

연주된다. 보허사와 여민락은 이처럼 악곡 구조 버교적 빠른 10박 장단 위에 얹혀져 

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율 양식도 같으며 실제로 보허사 거문고 선윷의 50% 이 

상을 여민락의 거문고 선윷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5)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보허사의 경우 현재 현악 선윷만 전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보허샤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 하냐의 악보를 예로 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선 보허사 

의 전반과 후반에서 속악 5의 선율이 같은 부분을 찾는다. 여민락처럼 그런 예가 많 

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찾아낼 수가 있다. 다음은 이 선윷을 역시 여민락 

의 전반과 후반에서 찾아서 네 선율을 비교해 보면 된다(악보 14). 대상￡로 선택한 

선율은 보허사 7장의 제 9장단， 보허사 4장의 제 7창단， 여민락 4장과 2장의 제 25장단 

45) 윤소회， “步虛詞와 與民樂의 族律 比較 : 現行 거푼고讀흘 中心요로 이화여자대학교. 1983, 

석사학위논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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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비교해 보면 보허사와 여민락의 선율 형성 관계는 완벽한 통어반복임올 얄 수 

있다(다만 보허샤 7장의 음역만 차이가 있다) . 따라서 5. 1. 4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허 

샤의 경우에도 그대로 척용하면 될 것이다 46) 

〈악보 14) 보허사와 여민락(거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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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한국 기존음악， 그것은 사실상 19세기 우리 음악의 화석화된 끄트머 

리에 불과하다. 그 한줌의 끄트머리를 우리는 꺼질세라 움켜쥐고 있다. 그냐마 20세기 

라는 전혀 이질적인 그릇에 담겨진 19세기는 제 의미를 잃은지 이미 오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외부적인 폭력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고 이에 따라 음악적 자 

생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 둘째，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시장을 포기하고 바핀 

환경에서의 변신을 단념했다는 것， 두 가지로 집약된다. 따라서 이제라도 기존음악이 

우리 음악 현실의 중심부에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기존음악에 부과된 사 

회척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자생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 양자는 셔로에게 자기 조건이 된다. 

음악적 자생력의 회복이라는 일은 우선 ‘있는 음악’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46) 보허사의 실천된 관악 선율에 대해서는 필자의 “步虛詞의 管樂旅律"(0"민족음악학』 제 8집， 

1986, 95-136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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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20세기의 입장에서 20세기의 눈으로 19세기롤 멀리 바라다 

보는 식으로는 본질적인 이해가 영원히 폴가능할 수밖에 없다. 먼저 19세기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것올 20세기의 말로 번 

역하는 일， 이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야만 한다. 이 말은 한의학의 발전적 전숭 

과 관련하여 ‘깅봉한식 한의학 이론’이 갖는 의미와 그 궤를 같야 한다. 이러한 이론 

이 제대로 정립될 때에 제대로 된 ‘연주창작’과 ‘서면창작’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이 

이론을 통해 대중 설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조선조 궁중음악을 태하여 이를 대표하 

는 여민락계， 보허자계， 영산회상계 악곡 중 여민락만과 본령， 여민락과 보허사를 분 

석하여 그것들의 형성 원리를 찾아 보았다. 그러냐 그 성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그 까 

닭은 이 연구가 가슴으로 느끼며 귀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머리로 얻 

는 깨달음에 더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계속될 연구를 통해 모자 

란 점을 보완할 생각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 글에서 같이 종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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