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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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 음악샤료젝 까치에 대한 고찰 

권도희 (한양대학교 강사) 

[j-^l-서각에는 이왕직 아악부의 문서로 소개된 「朝훨擁樂」이 라는 사료가 소 

o 장되어있다. 장서각 사서의 증언과 마이크로필름에 의해 이 사료의 상 
태를 보면 이 문서는 외형적으로 세부 문서들의 무차별적인 묶음이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이 문서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부 문서 별 

로 종이의 질과 종류가 다르며， 종이의 크기 질이 같다하더라도 칸을 나눈 체제가 

다르다. 섬지어 어떤 세부 문서는 철이 되어 있지 않고 낱장으로 떨어져 문서 속에 

끼워져 있는 것도 있다. 문서의 상태가 이런 것처럼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다양하다. 즉 「朝훨합&樂」의 내용에서도 역시 보고서， 악보， 가사지， 공문서， 원고 

초고 등등 서로 다른 성격의 것들이라서 일관된 주제를 찾을 수 없다. 

「朝蘇雅樂」에는 이왕직아악부와 무관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러한 세부 문서들을 

1차적으로 수집하고 소장한 주체는 이왕직아악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러한 개별적인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철하고 「朝蘇雅樂」이라는 제목이 붙인 주체는 

알 수 없다 이 문서의 제목은 장서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철하는 과정에서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왕직아악부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문서의 철은 대체로 연대 순인 것으로 보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묶어놓은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저작활동을 했던 함화진， 성경린， 

1 장서각에서 왼본을 확인하려했으나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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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확 등의 기록에서 이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일관 

된 주제와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서는 이왕직아악부의 실무자들이 행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하던 낱개의 문서의 

철(績)이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듯 싶다. 

이왕직아악부와 관련된 문헌들은 대부분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고， 이에 대 

한 일차적 소개와 해제는 국립국악원 개원 40주년기념으로 간행한 『이왕직아악부 

와 음악인들i에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朝蘇雅樂」은 이왕직아악부와 관련된 중요 

한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에 누락되어 있고 장서각에 

서도 이 문서에 대한 해제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蘇雅樂」의 있는 각 세 

부 문서들이 언제 어떤 목적 하에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문서의 

근대 음악사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해 볼 것이다. 

2. r朝解雅樂」의 해제 방법 

「朝蘇雅樂」은 다양한 문서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전체 쪽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이 문서철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 전체를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외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서의 세부는 종이의 질이 

서로 다르고 나아가 각 세부 문서마다 기록하는 방법 역시 모두 달라서 일관된 번 

호를 매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서의 원본3 대신 이 문서의 사본인 

마이크로 필름의 매 컷에 번호를 매겨 쪽수로 활용하도록 한다. 단， 마이크로 필름 

에서 잘보이지 않는글자들은본글에 대한논평문을최대한수용하였다 4 

이 문서의 마이크로 필름의 첫 번째 컷은 표지이므로 표지 컷을 빼고 다음 컷 

즉， “朝蘇雅樂樂器治童” 이 라 적혀 있는 곳부터 1쪽을 매기면 이 문서는 모두 238쪽 

으로 되어있다. 총 238쪽의 문서는 종이의 상태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나 

아가 내용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종이 상태의 차이는 내용의 분석에 앞서 문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일차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朝훨합옮樂」으로 묶인 세 

부 문서들의 종이 체제와 기록 상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朝蘇雅樂」에는 서로 다른 형식의 문서들이 묶여 있는 것이 

2 국립국악원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립국악원 1991 

3 장서각 史部 장서 K3-590 마이크로필름번호 MF16-332 
4 정교한 논평을 해주신 정신문화연구원의 김영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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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朝蘇雅樂」으| 기록 상태 일람 

죄←1Eζ r 기록체재 

시작 그ElE 행수 로고 비고 

1 1a 18b 맨종이 없음 

2 19a 21a 10 李王職

3 21b 23a 13 李王職

4 23b 27a 10 李王職

5 27b 29a 12 李王職

6 29b 31a 13 李王職

7 31b 37a 맨종이 없음 

8 37b 38a 10 없음 

9 38b 41a 맨종이 없음 

10 41b 53a 10 李王職

11 53b 63a 12 朝훨합향離f究會 

12 63b 68a 맨종이 

13 68b 69a 맨종이 

14 69b 74a 10 李王職

15 74b 77a 13 李王職

16 77b 79a 10 李王職

17 79b 13 李또職 

18 80b 81a 10 李王職

19 81b 82a 13 李王職

20 82b 86a 맨종이 

21 86b 96a 10 李王職

22 %b 98a 맨종이 인쇄 

23 98b 99a 맨종이 

24 99b 14 KOUBAL 

25 100a 111a 10 

26 l11b 118b 13 李王職

27 119a 120a 10 李王職

28 120b 138a 10 京城紙物商會(金聖煥)印行

29 138b 194a 맨종이 

30 194b 195a 9 李王職

31 195b 197a 13 李王職

32 197b 212a 10 李王職

33 212b 221a 13 李王職

34 221b 227 맨종이 가로쓰기 

35 228b 238b 10 李王職

다. 예컨대 종이에 “李王職”이 인쇄된 공문서도 있지만， “KOUBAL" 처럼 개인이 

사적으로 종이를 사서 이왕직아악부와 관련된 글을 쓴 것도 있다. 또한 각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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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사된 것도 있고 인쇄된 것도 있다. 또한 “李王職”이 찍힌 종이라 할지라도 종 

이의 행 수는 9행. 10행. 12행. 13행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1朝蘇雅樂」의 내용은 이상과 같은 종이의 상태뿐만 아니라 기록 내용에 따 

라 분류될 수 있다 필자는 〈표 1)과 같은 종이 상태를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기록 

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록이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여 번호 

를 매기고 내용에 따라 제목을 붙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상의 방법에 의 

해 정리하면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 26가지 항으로 분류된다 

「朝蘇雅樂」의 세부 문서들은 대체로 한 주제에 해당하는 문서가 한 묶음씩 순차 

적으로 쌓여있는데 비하여 제6번 문서의 경우처럼 어지럽게 엮여 있는 경우도 있 

다. 이는 「朝蘇雅樂」의 세부 문서들이 중 일부가 낱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거나 

〈표 2> I朝蘇雅樂」으| 내용 

번호 내용 관련면수 

1 朝蘇雅樂樂器治章 1a-18b 
2 德壽宮細닮￡辰進흥 19a-41a 
3 朝購樂器·樂曲·로才/略歷 41a-53a 
4 世祖實錄w:좋 53b-63a 
5 1934년 奏樂 63b 
6 노래가사 69b-68a 
7 연대미상주악 69b-74a 
8 가곡노랫말의 일어번역 74b-77a 
9 악기명의 일본어읽기 77b-78a 
10 악기명 정정 79b 
11 1940년 이후 연주회 80b-81a 
12 빅타레코드녹음 81b-82a 
13 雅樂隊掌樂表 82b-86a 
14 雅樂部員名輝 86b-90a 
15 敎授時間配當表 90b-96b 
16 雅樂採諸據定表 92b-96a 
17 1922년 연주 96b-99a 
18 安周1의 글 99b-120a 
19 기 t영‘~ 를gjBk 120b-138a 
20 IPX和鎭일본출장보고 138b-172a 
21 金J흉奎의 글 172b-178a 
22 官更服務紀律 178b-180a 
23 李王職雅樂部一寶 180b-194b 
24 편찬사업 194b-221a 
25 김채봉의 보고서 221-228a 
26 기밀공문서 228b一2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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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朝蘇雅樂」이라 이름을 붙이고 철을 할 때 문서의 기록시기를 자세히 살피 

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주제에 대한 문서의 양은 매우 다 

양하다. 예컨대 제 10번의 경우처럼 1쪽짜리 간략한 표도 있고， 제20번의 경우처럼 

30여 쪽에 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문서의 종류 역시 제 19번의 경우처럼 악보인 경 

우도 있고 제 5번처럼 연주회 팡플렛도 있다. 나아가 일반 문서인 경우라 할지라도 

형식상 공문서도 있으며 사적인 문서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항에서는 「朝훨합&樂」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해제할 것이다. 

3. r朝廳雅樂」의 解題

다음 내용은 제2항에서 정리한 〈표 2)의 목록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한 

것이다. 

1) 朝쩔擁樂樂器治黃 

이 부분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기록의 형태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을 

A， B로 나누어 볼 것이다. 

A. 朝蘇雅樂樂器治童(1b-9b)

54종의 악기를 팔음에 따라 악기를 분류하고 해당하는 악기의 이름과 간단한 역 

사를 적어 놓았다.54종의 악기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수는 악기의 수를 필자 

가정리한것이다. 

金部 編鐘， 特鐘， 方響， 洋琴， 뼈時爛， 陳Vq八， 표， 鍵， 大金， 小金(10)

石部 編활， 特警(2)

絲部. 琴， 풍， 玄琴， {!JO椰琴， 훔뚫똘， 챙E좋￡똘， 牙筆， 大筆， 月琴， 쫓琴(10) 

竹部. 大혹， 庸짧 ， F，흠홈홉藥， 챙g庸薰， 洞蕭， 麗， 鷹， 逢 , 蕭(9)

종명部:*寶(1) 

土部: 告， 펼， 轉角 (3)

章部: 建鼓， 즙鼓， 應鼓， 中鼓， 期鼓， 節鼓， 敎功鼓， 座鼓， 龍鼓， 柱鼓， 路鼓， 路

鼓， 路靈(13)

木部: 拍， 根， 敢， 大平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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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기록 외에 다른 악기 보고에서는 竹部에 中答이나 短蕭가 나타나는데 비 

해 이 기록에서는 이를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이왕직아악부의 

악기 분류와 역사를 소개하는 초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으로 보아 『朝蘇樂

懶要dJ (1918)5의 “樂器治章(附圖面) 과 유사하고， 분류의 방식은 『朝蘇雅樂漸要』

(1921)6의 “朝蘇樂器/略歷”와 비슷하지만 기술 방식은 『朝蘇雅樂搬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18년 이후 1921년 이전의 기록이라고 추정된다. 

B. 朝훨擁樂樂器治력을(lOa-18b) 

이 부분은 이상의 1b-9b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록한 것이다. 

2) 德壽宮微誠辰進夏

이 부분은 1913년에 거행된 고종의 62세 탄신 기념 진연에 대한 기록이다. 이에 

대한 준비 절차와 탄신일， 당일 및 이후의 행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마 

치 懷軟의 기술과 비슷하지만 완성된 의궤에 필요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과 

정과 실제 내용을 혼합해 묶어놓았다. 

이 문서를 통해 탄신일 전인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연 예행연습이 진행되 

었고， 탄신인 전 날인 9월 8일부터 탄신 행사가 진행되어 9월 9일까지 거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흡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 德壽宮 條P誠辰時 奏樂 JiI명序表(19a-21a) 

기술 내용과 형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19a-20a) 1913년 9월 9일 고종 탄신 당일 순종의 1歡壽을 시 작으로 당일 의 

식의 절차와 이에 사용되는 주악의 종류를 적어놓았다. 당일 연주되었던 음악의 종 

류는 궁중 악무는 물론이고 二數大葉， 弄樂， 歌曲， 歌詞 太平歌， 細樂 鉉樂， 兩西雜

歌， 南中雜搖， 醒調 등과 같은 민간음악이 연주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진연과 달리 

양서잡가， 남중잡가， 산조가 공연된 것이 주목된다. 한편， 행사에 수반된 정재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적지 않았고 뭄才學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2(20a-21a) }\-1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지만， 중간에 脫字7를 보충해 놓았다. 

B. 훌用品 訴備 及 11졌홉表(21b-23a) 

관복， 모자， 신발， 꽃 등 진연에 필요한 물품 가운데 준비해 둘 것 그리고 기존에 

준비된 것 가운데 보수해야 할 것들의 수량과 보수해야할 것에 관한 사항을 표로 

5 국립국악원 소장(679-전927 7--2) 113-119쪽 

6 국립국악원 소장(679 ， 12 01486 7-) 

7 í朝蘇雅樂J 2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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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놓았다. 

c. 로才時 學行 A員表(23b-27a)

이 기록은 1913년 2년 8월 29일의 정재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것이다. 내용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C-1 (23b-24a) 廣橋妹生組合 15명의 이름과 각각의 服投 연수， 技術， 관련 공연 

내용을 표로 적어놓았다. 

C-2 (24b-25a) 茶洞技生組合 15명 의 이 름만 기 록했다. 

C-3 (25b) 雅樂隊 참가자 즉， 雅樂師長 成在題， 雅樂師 明完뿔， 金寧濟， 雅樂手

長 李源根， J或和鎭， 李壽m3 ， 雅樂手 30A이라고 기록해놓았다. 

C-4 (25b-26a) 正樂傳習所 참가자， 즉 取縮 河圭 白容鎭， 樂士 10인 , 女冷 30 

명， 女冷引率A 徐南淳， 邊世昌， 張뺨春， 安春民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C-5(26b) 李王職雅樂隊 구성원의 역할을 기록해놓았다. 즉， 함화진은 일반교무 

(→般敎務) , 병완벽과 이원근은 노래(歌)와 창사(唱詞) , 김영제와 함화진은 정재 

를 이수경은 집박(執拍)을 雅樂手 李鳳基 등 12A은 주악(奏樂)을 담당했음을 알 

수있다. 

D 여령의 이름과 공연종목 표 (27b-28b) 

이 기록은 1913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출연한 여령 이름과 공연종목을 정 

리한 표이다 여기에 출연한 여령은 광교조합(15명) , 다동조합(13명)에 소속되어 

있었다. 

E. 여 령 의 가창곡 목록 (29b-30a) 

진연에서 여령들은 정재뿐만 아니라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는 여령들의 가창곡 

목틀을 정리해 놓았다. 여령의 가창곡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平壞妹 八名學行: 기생 이름 및 공연 레퍼토리 

1 론령 2 ι거리， 3. 융거리 4 북궁가 5 남생， 6. 긴난봉가 7 자진난봉 

가， 8. 긴슈심가， 9 자진슈심가， 10. 영변가 11 양산도 12 방에타령 13 관 

산숙마 

南中妹 八名學行: 기생 이름 및 공연 레퍼토리 표 

1 늄자박기， 2. 자진자박기 3 흥타령， 4. 방에타령， 5. 자진방에타령(한강 

슈)， 6. 지구리타령， 7. 산염불， 8. 박연폭포， 9. 청윤가， 10. 자진방에타령 

이상에서와 같이 여령들은 출신지의 민요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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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여령의 가창곡 목록(30b-31a) 

이 기록은 E(29b-30a)와 같다. 

G. 德壽宮 條P誠辰 祝貴次序(31b-37a)

여기서는 탄신 전날인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즉， 전일， 당일， 익일， 제3일의 

절차를 기록하였고， 이 행사와 관련하여 禮式과 接待， 響훌， 餘興， 設備及馬車를 

담당했던 사무관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이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여홍으로 女冷물才가 3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 

안 공연된 정재는 項莊舞， tt띠越樂， 船遊樂， 舞鼓， 長生寶夏之舞， 響앓， 春觀轉， 했Ij 

器舞， 佳A평救升， J歡仙挑， 壽演長， 1曾舞 등이었다. 

H. 茶洞妹生組合 倒屆 (37b-38a) 

이상의 기록 가운데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을 정정한 것이다 1913년 8월 29일에 

참가한 茶洞妹生組合 기생 중 金英종을 삭제하고 대선에 醒瓚貝의 원적지와 연령 

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행사를 맡은 여령들의 궁중 출입에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펼요했음을 알 수 있다. 

1. 倒誠辰 準備件(38b-41a)

9월 8일 시에 사용되는 음식과 주악에 대해 기록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음악은 

洋樂과 여령정재이다. 정재의 이름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3)朝蘇樂器 樂曲 로才 / 略歷

이것은 악기명， 악곡명， 정재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설명 

이 있는 日文 문서이다. 내용에 따라 다음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A 朝蘇樂器 / 略歷(41b-45a)

여기에는 55종의 악기를 8음에 따라 분류하고 간략하게 악기의 역사를 표로 기 

록해놓았다. 괄호 안의 수는 필자가 정리한 악기 수이다. 

金部. 編鐘， 特鐘， 方響， 洋琴， 大金， 小金， 뼈”이If홉n충購， 錯， 購(10)

E部. 編첼， 特헐 (2) 

絲部. 琴， 쯤， 玄琴， 깨U椰琴， 曺좋흔똘， 챙6좋효똘， 牙筆， 大筆， 月琴， 쫓琴(10) 

竹部· 大혹， 中혹， 투를옮， 홈庸藥， ~뼈庸藥， 細屬薰， 洞蕭， 驚， 短蕭 簡， 逢， 蕭

(12) 

親部‘ 쪼寶(1) 

土部: 1t, 댈， 擺角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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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部· 建鼓， 쯤鼓， 應鼓， 湖鼓， 中鼓， 節鼓， 敎야鼓， 座鼓， 龍鼓， 柱鼓， 觸鼓， 路

鼓， 路옳 (13) 

木部. 拍， 祝， 散， 大平蕭(4)

이상을 “朝蘇雅樂樂器治章.. (1b-9b)비교하면， 둘 다 악기를 8음에 따라 분류하고 

간단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점은 같다. 그러나 이 기록을 “朝蘇雅樂樂器治章”와 비 

교하면 악기 열거의 순서와 기록 방식이 다르다. “朝蘇雅樂樂器治童.. (1b-9b)에서 

는 “朝蘇樂器/ 略歷”에 있는 短蕭， 中答， 細庸藥 없이 총 54종이 기록되어 있다 따 

라서 이 기록은 오히려 『朝蘇雅樂樞要~(1921)와 거의 유사하다. 실제로 『朝蘇雅樂

椰要』의 “朝蘇樂器/ 略歷” 항목의 경우 표로 그려져 있는데8 표의 구성은 악기명 

칭， 창작년대， 제작인씨명， 아악속악별， 용례， 비고로 되어있다，-朝훨擁樂」의 기 

록은 『朝蘇雅樂椰要』가 악기명칭， 창작년대， 제작인씨명까지의 기록이 완전히 같 

고 표에 기록된 악기명， 악기의 열거 순서도 완전히 같다. 다만~朝훨합훌樂權要』에 

는 竹部의 악기에 中혹이 없어서 악기 총 수는 54종이다. 양자의 체제가 완전히 같 

기 때문에 中答의 경우은 당시 단순한 필기상의 누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 록은 1921년 직후라고 할 수 있다. 

B 朝蘇樂曲 / 略歷(45b-49b)

이 기록에서는 조선악곡을 제례악과 연례악으로 나누고 악곡명과 간단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악곡을 이상의 분류법으로 나눈 예는 『朝蘇網群要~(1918)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朝蘇樂簡要』에서는 雅樂을 察樂과 莫樂으로 나누었고 세부 

적인 악곡명은 기록해 놓지 않았다. 한편， 조선악곡을 제례악과 연례악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악독병과 간단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문헌으로는 『朝蘇雅樂뺨要』 

가 았다~朝購雅網群要』의 “朝蘇樂曲/略歷”항목에는9 악곡명， 창작시， 년대， 용 

별(등가 · 헌가) , 악장과 가사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朝蘇雅樂」의 “朝뺑、후樂曲/略 

歷”에는 악곡명과 창작시， 년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두 문서의 기록에서 제례악 

의 경우 순서 및 기술 내용이 완전히 같고， 연례악은 조금 다르다. 

「朝행합&樂」에 기록된 제례악은 洛陽春， 黃鍾宮， 大呂宮， 太籍宮， 지X鐘宮， 始洗

宮， {I뿌呂宮， 籍實宮， 林鐘宮， 헛則宮， 南呂宮， 無射宮， 應鍾宮， 送神黃鍾宮， 送神짜 

鐘宮 送神林鐘宮， 保太平之樂， 豊安之樂， 定大業之樂， 羅安之樂， 興安之樂， 維皇

曲， 靖東方曲， 納Bi:歌 , 創守曲， 敬動曲， 圍묘樂， 熙運之樂， I逢탬、之樂， 함홉安之樂， 康

8 I조선아악개요」 국립국악원 소장(679.12 이 486 7-) 4a-7a. 

9 I조선아악개요」 국립국악원 소장(679 .12 이486 7- ) 8a-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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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之樂， 景安之樂으로 모두 32종이다. 

연례악은 鳳凰B今， 壽齊天之曲， 動動， 太平春之曲， 瑞日之曲， 景錢無禮之曲， 萬年

長歡之曲， 聚仙會， 萬波停息之曲， 武寧之曲， 壽確南極， 壽H짧南極之曲， 其壽永昌之

曲， 좋天짧日之曲， 輪林別曲， 動動， 水龍R今， 윷딸露洞， 昇平萬歲之曲， 五雲開瑞朝， 豊

慶之曲，感君恩，西京別曲，前引子.後引子，長春不老之曲，表正萬方之曲，重光之

曲. I或寧之曲， 瑞轉調， 壽延長之曲， 買聖朝， 雙花店， 北願， 활션. t훨쭈갖門， 致和平，

醒豊亨， 金願樂， 滿願春， 屬露曲， 折花， 王連環之曲， 日昇月|‘률之曲， 會八仙， 뭄파之 

曲， 千年萬歲， 解太平之曲， 柳初新之曲으로 모두 48종10이다. 

그런데 『朝蘇雅樂權要』의 연례악 항목에서는 聚仙會， 壽H짧南極， 五雲開瑞朝， 瑞

廳趙， 貨聖朝， 金願樂， 折花， 會八仙， 千年萬歲 등이 없고， 煩九如之曲이 추가되어 

모두 39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1921년의 『朝蘇雅網없要』을 저본으 

로 하여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朝蘇묵才/ 略歷(50b-53a)

총 52종의 정재의 이름과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정재의 

종류는 劍器舞， 春驚뼈훌， 舞山香， 處容舞， 壽延長， 빼첼樂， 長生寶훌之舞， 敵仙挑，

舞鼓， 五후仙， 無블:舞， 六花隊， 運花臺舞， 廣抽舞， 響敵舞， 牙拍， 轉舞， 文德舞， 夢

金R. 受寶錢， 觀天展， 受明命， 倚皇恩， 買聖明， 聖澤， 曲破， 鳳來構， 初舞， 失抽舞，

公莫舞， 佳A행救판， 寶相舞， 望仙門， 慶뽕圖， 萬壽舞， 敵天花， 春臺玉爛， 影池舞，

樓媒舞， 沈香春， 春光好， 高句麗舞， 響給舞， 四仙舞， 帝壽昌， 壘勝舞. f崔花舞， 運花

舞， 演百福之舞， 項莊舞， 船遊樂， 獅子舞이다. 이는 『朝蘇雅쩔장짧要』의 “朝蘇로才/ 

略歷”항목과11 순서 및 기술 방법이 완전히 같다. 다만 w朝蘇雅짧歸要』에는 舞名，

장작시， 년대 외에 舞員數， 樂曲， 비고 등이 더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l049b에는 “以上 4얘훨”이라고 해 놓고 이후 이를 수정하여 “4얘훨” 그리고 새로 한 번 더 수정 

하여 “48種”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실제로 이 기록에서는 형식적으로 한 칸에 한 곡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칸 중간에 새로 추가한 악곡들이 있다 그런데 부가된 악곡명과 정식 칸 속에 기록된 

악곡명이 중첩되는 수가 있다， “수요남극”과 “동동”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때 즉 “수요남극” 

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고 동동 역시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으면서 추가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악곡 수는 모두 48종이 된다 “49종” 이 라는 기 록은 “수요남극” 이 나 “동동” 중 하나를 두 번 계 산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통”은 “수제천지곡” 뒤에 추가 되었는데， “한림별곡” 이후에는 제 

대로 칸에 기록되었고， “수요남극” 역시 “무령지곡” 뒤에 추가되었는데 “무령지곡” 다음에 제대 

로 된 칸에 “수요남극지곡”이 기록되어 있다 

11 국립국악원 소장(679 .12 01486 7-) 13a-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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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世祖實錄技華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樂諸 序文 및 新옮Ij雅樂諸(57b-58a) 

B. 宗關察禮樂舞의 背反圖(58b-60a)

登歌之圖， 野架之圖， 保太平之舞圖， 定大業之舞圖의 배반도가 그려져 있다. 

C 二舞 舞考定 ( 60b-62b ) 12 

宗關의 迎神， 莫햄， 進鍵， 初敵， 亞敵. 終敵， 澈邊豆， 핏神 절차에서 樂舞作사용 

방법과 圍표의 迎神， 賣縣， 進購， 初歡， 亞敵， 終敵， 澈邊豆， 送神 절차와 樂舞作사 

용방법이 수록되어 있고， 二舞와 관련된 기타 제도 즉， 二舞셨關通用， 用文武舞節

次， 二舞進退無樂， 乘降飯福無樂， 樂舞{융數， 冠帶衣養之옮Ij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기록의 말미에 뽕뼈Ij略定樂諸라고 써 있지만 제목만 씌여 있을 뿐 이하 

악보는없었다 

5) 1934년 奏樂(63b)

이 기록에는 1934년 9월 19일에 연주된 악곡명과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약력과 

용도 등)과 악기 편성이 적혀있다. 이 날 연주된 곡목은 뭄神之曲(鉉樂) . 柳初新之

曲(獨奏) . 萬年長歡之曲(歌樂)으로 모두 세 곡이다. 이 연주가 마련되었던 1934년 

에는 이미 이습회의 정기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습회의 공연 기록을 

보면 1934년 9월 9일에는 공연이 없었다 13 따라서 이 주악은 이왕직아악부의 특별 

연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6) 노래 가사 (63a-69a) 

63a부터 69a에 수록된 노래 가사는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구분된다. 

A 우리말 가사(64a) 

三數大葉， 쩌樂， 乾坤歌(名 竹技詞)의 한글+한자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B 노랫말의 일본어 읽기 (64b-67a) 

여기에는 쩌調 三數大葉(“挑花李花 .. ) . 半葉(“春三月三日 .. ) . 言弄(“十載을經 

12 63all ￥뼈IJ略定樂讀라고만 제목만 씌여 있을 뿐 이하 악보는 없다.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李王職雅樂部鐘習會演奏錄”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서울- 민속 

원. 2000) , 541-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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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 言樂(“白關는" ) , 編樂(“나무도η ， 編數(“鎭國名山" ) 乾坤歌， 白願詞의 “한글 

+한문” 가사에 옆에 작은 글씨로 일본어 독음 달려있다. 

c. 我待聖主 擬欲重修(67b-68a)

여기에는 활樂 河圭-(“白願")， 編數大葉-河圭-(“鎭國名山" ) , 꺼경樂-妹生組合 

(“風如地動" ) 우리말 가사가 한시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었다. 이상과 같이 악곡명 

옆에는 가창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D 皇化萬年之曲 가사(68b) 

여기에 있는 “皇化萬年之曲”의 가사는 한시에 한글토가 달려 있는 것이다.14 <황 

화만년지곡〉은 1구 4자 2구 1행 총 20행의 길이로 되어 있다. 예컨대 “天織神武하 

시니 萬歲天皇이삿다 輔鍾傷嘉하니시 聖德難忘、이로다 東↑正伊始하시샤 招土開體이 

삿다(하략r 와 같이 4구 단위로 구분되어 었다. 

7) 연대 미 상 주악(69b-74a) 

이 주악 기록은 비록 연주 연대와 달 수를 알 수 없지만 8일과 9일 양일 간 연주 

되었음을 알 수 있다.8일에 연주된 악곡은 太平春之曲(吹樂)， 壽齊天之曲(吹樂) , 

昇平萬歲之曲(鉉樂) , 長春不老之曲(吹樂)， 쫓天舞日之曲(細樂)， 武寧之曲(吹樂) , 

萬年長歡之曲(歌曲 管鉉合樂)이었고 9일에 연주된 곡목은 太平春之曲(吹樂) , 鳳

凰R今(吹樂) , 重光之曲(鉉樂) , 醒太平之曲(吹樂) , 훌天짧舞日之曲(細樂)， 武寧之

曲， 萬年長歡之曲이었다. 연주된 콕목 옆에는 각 악곡에 대한 간략한 약력과 악기 

편성이 기록되어 었다. 

8) 가곡의 노랫말의 일어번역 (74b-77a) 

여기에는 編樂， 編數大葉， 言弄， 界樂， 言樂， 言編은 意譯 즉， 한자와 일어로 가 

사가 번역되어있고， 編樂과 編數大葉은 다시 한글 가사 옆에 일어로 번역해 놓았 

다. 

9) 樂器 / 讀方 (77b-78a) 

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악기의 한글 읽기를 카나로 표시해 놓았다. 괄호 안의 

수는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4 국럽국악원에서 간행된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에는 한문 가사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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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金部. 編鐘， 特鐘， 方響， 洋琴， 뼈時購， 陳”이， 大金， 小金， 표， 鍵 (10종) 

p 石部· 編警， 特警 (2종) 

/、 絲部: 琴， 쫓， 玄琴， 애O椰琴， 曺짧똘， 鄭뚫똘， 牙筆， 大筆， 月琴， 쫓琴(10종) 

二 竹部: 大혹， 뜯륨좁， 曺庸藥， 椰醫棄， 細庸棄， 洞蕭， 麗， 短蕭， 魔， 逢， 蕭(11

종) 

* 짧部: 쫓(1종) 
< 士部: 옮， :t율， 轉角 (3종) 

h 童部. 建鼓， 쯤鼓， 應鼓， 期鼓， 中鼓， 節鼓， 敎功鼓， 座鼓， 龍鼓， 柱鼓， 揚鼓，

路鼓， 路蟲(13종) 

千木部: 拍， 쩌， 散， 大平蕭(4종) 

이상에서 열거된 악기는 “朝蘇樂器/ 略層" (41b-45a)항에서 中쪽이 빠진 것이 

다. 이는 마치 『朝蘇雅網뿜要』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상의 문서는 1921년 무렴 

의 것으로볼수있다. 

10) 악기명 정정 (7%) 

어떤 기록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피리라 기록했던 것을 세분하여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로 정정하였다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樂器名

誤 표 

保太平之曲 홉용훌 E혼동훌훌g 

長春不老之曲 同 同

萬波停息、之曲 同 鄭흩홈흉훌 

表正萬方之曲 同 同

萬年長歡之曲(管) 同 同

同(歌) 同 細흩홈경훌 

11) 1940년 이후 연주회 (80b-81a) 

이 연주회의 연주 연월일은 알 수 없지만， 당일 연주된 곡목을 통해 1940년 이후 

임을 알 수 있다. 연주 곡목은 皇化萬年之曲(合樂) , 鳳凰哈(管樂) , 柳初新之曲(獨

奏) , 長春不老之曲(合樂)이었다. 이 중 皇化萬年之曲은 “皇紀 二天六百年 祝典 護

作”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는데， 황기 2600년이면 서기 1940년이다. 따라서 이 연주 

회는 1940년 이후의 연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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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빅타 레코드 녹음(81b-82a) 

이왕직아악부는 1928년에 빅타레코드에서 13장의 음반을 녹음하였고. 1942년에 

이 중 6장을 재발매하였다. 이 기록은 ‘L 그-1-" 專表組合表”라고 되어 있다. 그 표 

의 내용은다음과같다. 

고--，며 。
L 그-1-'짧號 

組合 備考
及吹入順序

保太平之曲 2052#2 表
組合表lE萬方之曲 2032#2 홍 

議安之曲 2028#1 表

IPX寧之曲 2058#2 훌훌 " 
萬年長歡之曲 2061#1 表

解太平之曲 2043#1 훌훌 " 
長春不老之曲 2025#2 表

좋天흉日之曲 2054#2 흥종 " 
萬波停息之曲 2036#2 表

萬年長歡之曲 2049#1 홍 " 
同 2052#2 表

2월九之曲 2033#2 훌훌 " 

즉， 이 표는 13장에 녹음된 레퍼토리를 6매로 재발매 할 때 선곡된 사항과 각 악 

곡을 유성기 음반의 앞， 뒷면에 배치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기 

록은 1942년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13)雅樂隊 掌樂表(82b-85b)

이왕직아악대라는 명칭은 1925년에 이왕직아악부라 개칭된다. 따라서 이 기록은 

1925년 이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에는 이왕직아악대가 담당했던 樂舞의 

종류가 인쇄되어 있다. 음악은 察祝樂과 夏樂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제사악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다. 먼저 4大察(宗關， 永寧願， 景孝願， 짧孝願)을 한꺼번 

에 다루고 있다. 즉 4대제를 몰아서 영신， 전폐，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철변두， 

송신의 절차에 따른 樂章文 이름. 奏樂位(등가 혹은 헌가) . 땀舞， 樂器편성을 기록 

해 놓았다. 다음으로 文關의 春秋 釋尊大察 시에 영신， 전폐， 진찬， 초헌， 공악， 아 

헌， 종헌， 철변두， 망료， 송신의 절차에 따른 樂章文 이름， 奏樂위치， 땀舞， 樂器편 

성을 적어 놓았다. 

연레악은 宮中樂과 普通樂으로 나누어 놓고， 궁중악에는 악곡명， 악장문명，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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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을 기록해 놓았고 보통악은 악콕명， 가사의 유무， 악기편성을 기록해 놓았다. 

궁중악으로 기록된 악곡들은 令， 步虛子， 慢， 洛陽春， 井물， 民樂 등이다. 이 중 민 

악이라는 것은 “龍飛淑天歌”를 가사로 사용하고 현금， 가야금， 비파， 양금， 단소， 

생황， 피리， 대금， 해금， 장고， 좌고， 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민락”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통악은 민간음악을 지징하는 것으로 靈山會像， 平調會

像， 吹打， 용활J5fZ樂， 쩌調初數大葉， 소二數大葉， 소中짧， 소平學， 소頭學， 소三數大 

葉， 소播쏠， 꺼경弄， 경경樂， 言樂， 쩌編， 界面初數大葉， 소二數大葉， 소中學， 소平學， 

소頭學， 소三數大葉， 소播쏠， 言弄， 平弄， 界樂， 編樂， 言編， 太平歌를 기록해 놓았 

다 취타와 거상악을 제외하면 이상의 악곡의 악기편성은 민악과 같다. 취타는 胡

館， 轉角， 뼈Ij g八 æ홉時購， 표， 羅， 庸藥， 大答， 쫓琴， 林鼓， 龍鼓， 座鼓의 악기편성이 

고， 거상악은 피리， 대금 해금， 장고， 좌고 인 것으로 보아 삼현육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악곡 명 뒤에는 “宮中 흉享 舞童물才表”라는 제목 하에 42종의 정재 이름 

을 열거해 놓았다. 정재는 五方處容舞， 初舞， 鳳來{義， 夢金R.， 牙拍舞， 響鎭舞， 慶

뽕圖， 廣抽舞， 敵仙挑， 敵天花， 萬壽舞， 沈香春， 帝壽昌， 五후仙， 壽延長， 運花舞，

舞鼓， 寶相舞， 佳A평收판， 演百福之舞， 四仙舞， fj냉첼樂， 長生寶흉之舞， 壘勝舞， 響

없舞， 春驚轉， 無블:舞， 春光好， f崔花舞， í쫓媒舞， 六花隊， 舞山香， 望仙門， 春臺玉爛，

影池舞， 高句麗舞， 運花臺舞， 失抽舞， 公莫舞， 船遊樂， 歸舞， 獅子舞 등이다. 이를 

50-53에는 있는 “朝蘇묻才/ 略歷”과 비교하면 劍器舞， 文德舞， 受寶錢， 觀天底， 受

明命， 햄皇恩. 貨聖明， 聖澤， 曲破， 項莊舞 107}지가 빠져 있다 

14) 雅樂部員 名揮(86b-90a)

아악부원 명부에는 아악사 2명 , 아악수장 7명 , 아악수 23명 , 촉탁 1명 , 아악생 18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金健善， 黃鍾淳과 같이 內吹출신 15 세악수 뿐만아 

니라 양성소 제 1기부터 제 4기까지의 졸업생 그리고 제 571 이후로 모집한 학생들 

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아악부원의 이름과 직급은 이 문 

서의 후반부에 있는 기록 중 1940년에 작성된 “李王a觀옮樂部 -寶” 제5항 現在職員

表(183b-204a)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명부는 1940년 전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15 掌樂院樂員屬歷書 (1915) 137-140쪽. 
16 김영운은 논평문에서 이 명부에 기록된 아악수 중 김진환이 1937년에 사망했다하고 하였으 

나. 183b-204a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1940년까지 아악부원으로 활통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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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敎授 時間 配當表(90b-96b)

양성소는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전체 5년 과정이었다. 다음 표는 양성소 학 

생들의 교육 내용을 알려준다. 

제5학년 제4학년 제3학년 제2학년 제1학년 과목명/학년 
1 

1 

3 

2 

1 

1 

5 

U 
2 

3 

3 

1 

1 

3 

2 

1 

1 

5 

H 
2 

3 

1 

1 

3 

2 

1 

1 

5 

B 
2 

?• 

14 

껴
3
 

3 

2 

1 

4 

2 

1 

1 
5 

u 

3 
2 

2 

2 

1 
3 

1 

A
•
4 

?‘ 

--

5 

13 

끼
j
 

7
ι
 
끼
/
‘
 
7
• 
1i 

qJ 

修身

公民

國語

漢文

英語

雅樂理論

聲樂

器樂

法舞
詩歌

훌樂 

歷史

地理

數學

體操

武勇

計

1 

3 3 

38 37 39 39 39 

이상의 표에서 법무는 묻才 혹은 껴舞이고 시가는 가곡 등의 가악으로 보이며， 

음악은 서양음악이며， 성악과 기악은 각각 전통음악이었다고 추측된다. 이 기록은 

雅樂部員名演의 경우와 기록 방법이 비슷하고 글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서 

가 기록된 것 역시 1940년 혹은 그 직후라고 할 수 있다 17 

16) 雅樂 採諸 據定表(92b-96a)

이 항목은 壽齊天， 皇神之曲， 좋天흉日之曲， 金願樂， 제목 미상 18 折花， 敵天壽，

慶豊年， 觀陽春， 水龍P수， 萬年長歡之曲， 定大業之樂， 熙運之樂. [逢恩、之樂， 需安之

樂 등 15곡에 대한 채보 계획표이다. 이 표에는 악곡명， 악기， 장수， 각수， 채보예 

정일， 적요， 완성일， 완성 면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적요와 완성 면수 항에는 

17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r국악연혁』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업시수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왕직 

아악부 양성소 제6기생의 시간표인 1941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8 마이크로 필름 제작 시 원 문서가 접혀서 촬영되어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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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다 이 표의 마지막에 의하면 채보 시작일 일 1933년 9월 1일이고 종료는 

1934년 12월 19일이라고 되어 있고， 채보의 총 장 수는 1784章， 각 수는 50 ， 024刻，

採諸據定日數 총 수는 386日로 되어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 남아 있는 오선보 채보 악보 가운데 쫓天짧日之曲， 敵天壽，

慶豊年， 萬年長歡之曲， 定大業之樂， 熙運之樂 등은 위의 채보 예정표에 있던 것이 

다. 그런데 이왕직아악부에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채보사업을 진행 

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국악원에 남아있는 이왕직아악부의 오선 채보 악보 가운 

데에는 위의 예정표에 없던 악곡 예컨대 “동동 “정동방곡” 등도 보이는 데 국악 

원장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곡들의 채보 완성일은 1939년인 것도 있고， 1929년 

인 것도 있다 19 따라서 이상의 채보예정표는 1933년에 작성된 것으로 2개년 간 즉 

1933~34년간에 채보해야 할 악곡들만을 선곡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7) 1922년 연 주 (96b-99a) 

이 기록은 1922년(대정 11년)11월 9일에 연주된 雅樂曲 이름과 이 곡들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해 놓은 팝플렛이다. 사서의 증언에 의하면， 원본에서는 낱장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데 마이크로 필름 상에서는 “아악채보예정표” 뒤에 이어져 있다. 

팡플렛의 다음 기록인 李桓久가 쓴 글(98b-99a)을 통해 이것은 경성 공회당에서의 

연주를 기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A 연주 곡목(96b) 

1922년 11월 9일의 연주 곡목은 1 太平春之曲 (暫架樂)， 2. 鳳凰哈 (吹樂)， 3. 

重光之曲(鉉樂)， 4. 解太平之曲(吹樂)， 5. 쫓天짧日之曲(細樂)， 6. 武寧之曲(吹

樂)， 7. 萬年長歡之曲(歌合樂)이었다. 

B 연주 곡목(97b) 

연주회 기록인데 내용은 A(96b)와 같다. 다만 연주 일자는 1922년 11월 8일이 

다. 

c 李펀久의 글(98b-99a) 

이 기록은 1922년 11월 6일에 당시 李王職禮式課長 李桓久가 쓴 글로 경성공회당 

에서 이왕직아악대의 연주회가 개최됨을 알리고 있다. 이환구가 말하는 연주는 위 

의 항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22년 11월 8일， 9일 양일간의 것으로 보인다. 

19 국립국악원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립국악원 1991 ， 1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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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安劇과 관련된 글 

안확(1886-1946)은 근대교육을 받은 국학자로서 특히 음악사 연구에 많은 업적 

을 남긴 인물이다 20 그는 특히 1926년부터 4년간21 이 왕직 아악부 촉탁으로 활동하 

면서 조선의 아악에 대한 편참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안확이 이왕직아 

악부에서 활동하면서 정리 발표한 글 및 그의 글에 대한 반론들을 묶어 놓은 것이 

다 이 문서는 글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음 8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 條田 博士 開下에게 쓴 글(99b-100b) 

1925년(대정 14년) 6월 10일 安摩이 條田 博士 開下에게 쓴 글이다 깅 

B. 雅樂整理之意見 초고(100b-107a) 

이 문서에는 “雅樂整理之意見 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2건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것은 초고이고 두 번째 것은 교정본이다. 이왕직아악부라는 로고가 인쇄된 종 

이가 아니라 안확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10행의 원고지에 작성한 7 

쪽짜리 문서이다. 

초고는 원고는 모두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확에 의해 번호가 매겨져 있다 

(1)단락은 이 원고의 쪽수로 1~2쪽에 해당하며 내용은 아악은 동양 최고의 음악 

으로 이왕직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치있는 음악이다. 그러므로 보존해야한다라는 

내용을. (2)단락은 이 원고의 쪽수로 2~3쪽에 해당하며 내용은 “조선악은 察典，

民樂， 흉禮， 雜部 등 4종류이고， 다양한 정취가 있다”고 하고서 갑자기 가창음악론 

이 전개된다. 즉， “가창 음악은 樂章， 歌， 詞， 調， 諸등 5종이다. 이 중에는 지나곡， 

아리비아곡， 인도곡이 었다”고 논하고는 이후로는 바로 무용에 대해 논증한다 즉 

“춘앵전은 團日朝 3방에 공통적으로 있다. 처용무는 일본의 납증리와 비슷하다”고 

하며 이 단락에 이어서 갑자기 악보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즉， “내가 악보로 해독 

한 것은 수 십 편에 달하는데 그 중 몇 장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고하며 詩調. 꺼꺼 

調， 靈山第八編 打給의 일부를 오선보로 채보하였다. 즉. (2)단락은 논리의 순서가 

매우 난삽하다 할 것이다. (3)단락은 이 원고의 쪽수로 5~6쪽에 해당하는데 그 내 

용은 “음악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론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대의 

악률이론이 아닌 물리적인 진동수를 알아야한다”고 하며 진동수 비를 제시하고 있 

20 권오성， “악확(자산)의 국악연구에 대한 고찰." w민족문화연구총서 48: 한국전통음악 논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255-281쪽‘ 
21 김수현， “자산 안확의 음악론에 관한 고찰" W온지논총』 제9집(서울: 온지학회. 2003). 225-

325쪽 

깅판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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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다음으로 바로 음악을 잘 기록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함을 기록하고 있 

다. (4)단락은 이 원고의 쪽수로 6~7쪽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조선음악사를 편 

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5) 단락은 이 원고 

의 쪽 수로 7쪽에 해당하는데 “아악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완 

수해야한다”고 서술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안확의 이 원고는 논리의 도약이 심하고 다수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다음 문서에서 내용과 문장이 교정되었다. 

c. 雅樂整理之意見 교정본(1 08b-11Ob ) 

이 문서는 이상의 초고를 바탕으로 3쪽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서문과 장별， 소제 

목을 분명히 하고 있고 논리를 가다듬어 놓았다. 

이 글은 “서론. 1. 아악의 정리 .2. 학생의 바른 교육을 위하여 3 음악사의 편 

찬”이라는 목차보 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보면 서문에서는 “조선아악은 매우 

귀중한 음악이므로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이를 

연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하여 연구와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 

樂曲之整理 항에서는 “음악의 종류는 察典， 民樂， 홍禮， 雜部 네 가지인데 악보가 

있는 경우라도 완전치 않다. 신음부(오선보)를 사용해야만 완전해지고 세계의 음 

악가들이 아악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된다. 고 하여 오선보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2 精敎學生 항에서는 “이왕직아악부에서 음악과 정재를 가르치는데 악기 사용과 

함께 음악이론을 가르쳐야한다. 음악이론은 고대 악률론이 아닌 음향학 물리학을 

기본으로 하여야만 학습 상의 와전을 막을 수 있다”고하여 동양의 고대 악률론이 

아닌 근대 음향 물리학의 이해를 촉구한다.3 樂史編暴 항에서는 “조선의 음악사 

는 산실되어 악서 몇 가지가 남아있을 정도이다. 조선의 음악사를 알고자 하는 사 

람은 먼저 역사의 기록을 정리하고 사료를 수집해야하는데 사료의 양이 방대하여 

개인의 일이 될 수 없다. 널리 자료를 수집하면서 음악사를 편집하는 한편 악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음악 이론서의 편찬을 강조하고 있다 

D. 잘못된 설 에 대 한 반박 1 (111b-113b) 

이 글은 안확이 1930년에 日文雜志 『朝蘇JJ 4월호(180호)기고한 “朝蘇雅樂曲解

題”라는제목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朝蘇.~ 180호에는 실린 안확 

의 “朝蘇雅樂曲解題”는 4월호가 아니고 5월호에 실려 있으며， 그 내용도 이 문서와 

다르다. 이 글은 조선음악에 대해 잘못 알려진 말들을 반박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셜은 日文으로 이에 대한 반박문은 한문과 한글로 되어 있다. 

이 글은 잘못된 음악론을 7 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각을 반박하고 있다. 1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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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작곡이 없고， 형식이 없으며 범위도 좁고 퇴보하는 음악이라는 말에 대한 반 

박이고 2는 조선의 음악은 중국의 음악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청나라 강희제 

때의 雅樂論을 소개하였고， 3은 조선의 음악이 宮調 하나만을 사용한다는 말에 대 

한 반박으로 『악학궤범』의 권 2의 예를 들었고， 4는 종묘제례악은 후대로 내려 오 

면서 선율의 성질이 불완전하다는 논의에 대한 반박으로 종묘악은 악기와 연주악 

인의 수가 줄었을 뿐 음악은 현재까지 그대로임을 강조하고 있다.5는 만과 령 등 

의 선율이 불규칙한 상태로 전승된다는 말에 대해 그 악곡들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원래 악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은 보허자는 大石調 혹은 越調

라 하고 악곡의 이름이 假名이라는 말에 대해 보허자는 조선에 오면서 중국식 조가 

없어졌으며， 악곡명은 순조때 찌子進簡懷動L 권2에서 細吹作 壽齊天之曲， 長春不老

之曲， 瑞日和之曲 등으로 나오고， 憲宗 때 J:X:申進購f義휩L 권 1에 萬波停息、之曲， 景

錢無禮之曲의 아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들어 아명들이 허명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7은 영산회상이 보허자의 일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당나라의 무악이라는 말에 

대해 영산회상은 세조실록악보나 대악후보에 전하는 조선의 창작 음악이며， 영산 

회상은 태주가 포함된 임종주음의 계변조이고 황종이 등장하는 데 비해 보허자는 

중려주음의 평조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구조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E. 잘못된 설에 대한 반박 2 (114a-115a) 

이 문서의 내용은 D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에 대한 반박문이다. 이 문서의 기 

록에는 안확이 朝文雜志、(朝購) 150호 1930년 4월호에 “朝蘇雅樂의 冊究”라는 제 

목으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朝蘇JJ 150호에는 안확의 “朝蘇雅樂의 冊究

(2)" 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 글의 맨 마지막 단락을 반박하고 있다. 즉， 안확 

은 “朝뺑합&樂의 冊究(2)" 의 맨 마지막 문단에서 주어 없이 “50년전에 작곡되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것어서 음계가 불안한 것이많고 악사들이 실제로 연주하는 곡은 

10여종에 지나지 않고， 古樂器라하는 것도 古륨의 표준이 될 수 없고 모형에 불과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서는 이에 대한 반박문이다. 

F. D의 일본어 번역문(115b-117b) 

이 글의 기록에는 “朝蘇 雅樂曲 解題 그리고 “日文雜志(朝蘇)180호”라는 기록 

이 있지만， 내용과 체제는 D와 같다. 

G. E의 일본어 번역문(118ab) 

이 글의 기록에는 “朝購雅樂/ 昭究 그리고 朝文雜志(朝蘇) 150호”라는 기록 

이 있지만， 내용과 체제는 E와 같다. 

H 朝蘇륨樂/ 隔究(2) J 一部(119a-1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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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30년 『朝蘇.JJ 150호에 는 “朝없합훌樂의 鼎究(2)" 의 마지 막 부분의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23 당시 이왕직아악부의 악기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악기 이름을 열거해놓았다. 여기에 열거된 악기는 관악기 18종， 현악기 11 

종， 타악기 27종으로 모두 56종이다. 

19) 樂讀(120b-136b)

이 악보는 “洋琴諸搬要”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악보에 붙어 있는 쪽수로 모두 17 

쪽이다 24 이 악보의 내용은 “영산회상” 전곡을 기록하고 있는데， 악보가 시작되기 

전에 양금의 산형도에 구음과 율명이 적혀있다. 정간보를 사용하며 쪽이 넘어갈 때 

즉， 반 쪽마다 장고형을 적고 있고 구음으로 기보되어 있다. 이 악보의 말미에는 

“36장 251장단” 이 라고 기록되어 았다. 각 악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각 수는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上靈山 20정간으로 초장(3각)， 2장 (4각)， 3장 (4각)， 4장 (3각) 

中靈山 20정간으로 초장(4각)， 2장(4각)， 3장 (3각)， 4장 (3각)， 5장 (4각) 

細靈山(잔연슨) 20정간으로 초장(4각)， 2장 (3각)， 3장 (3각)， 4장 (4각) 

加樂除只 20정 간로 초장(4각)， 2장 (3각)， 3장 (3각)， 

上鉉還入영 20정간으로 돌장 (1각)， 12정간으로 초장(9각)， 2장 (11각)， 3장 (6 

각)， 4장 (9각) 

下鉉還入 12정간으로 초장(7각)， 2장 (7각)， 3장 (3각)， 4장 (9각) 

念佛還入 12정간으로 초장(18각)， 2장(16각)， 3장 (10각)， 4장(7각) 

打令 20정간으로 초장(8각)， 2장(13각)， 3장 (6각)， 4장 (5각) 

軍樂 20정간으로 초장(10각)， 2장 (9각)， 3장(22각)， 4장 (7각) 

20) 威和鎭 日本 출장 보고 

함화진은 1936년 10월 21일에 궁내성 악부 주최 연주회 견학과 기타 용무를 보기 

위해 10월 11일에 東京 宇都宮 京都 등에 출장명령을 받아 金룡、奎(당시 雅樂手長)

와 함께 10월 15일 경성역을 출발하여 11월 4일 京城에 돌아왔다. 이 보고서는 일 

종의 출장 보고서로 국문 일문 두 가지로 작성되었다. 일문 보고서는 국문 보고서 

강 안확， “朝蘇雅樂의 鼎究(2)" w朝蘇~ 150호 (1930년 4월호) 영인본 『自山安園國學論著集 五』

(서울 여강출판사， 1994) , 218쪽 

잉 현대 쪽수로는 34면이다. 

앙 상현환업이라는 표제가 탈자가 되어 있고， 초장이라는 말도 탈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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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보충해 놓은 것이다. 이 문서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구분된다. 

A 宮內省 樂部見學及 調호懶要(138b-146b) 

이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1. 樂部의 現在A員(소화 11년 10월 현재) 

1. 據算

1 樂生의 養成

가 樂生의 幕集方法

나. 世흉흉家에 對한 手當支給 方法 及 其金賴

다.入學資格 

라 現在養成人員 及諸給與

마.養成期間 

바. 養成要領

사. 洋樂敎授後 雅樂 鼎究에 及하는 影響

아-후業後에 實力程度

자 후業後 採用資格 及 初任{奉給

차 在學中 又는 후業後 륨樂學校등에 ìfu貴하는가 又는 흡樂學校 其他 좁樂 

家等의 連給關係

1 雅樂에 對하야 

가. 雅樂曲目(以下에 示훔) 

나 樂諸(舊式漢字略諸)

다. 各曲덤과 奏樂A員及樂器名(以下에 示흠) 

라. 樂器의 種類 製作 補修及 保管方法

1. 宮中훌禮樂 

가. 場所宮中豊明願

나， 新年年會(1월 5일) , 紀元節(2월 11일) , 天長節(4월 29일) , 明治節(11월 3 
。1\
근/ 

1.舞樂

가. 舞名 (樂生이 學11$할 雅樂-般 參照)

나. 舞服의 種類 및 保管方法

다. 各舞 及 A數26

26 左舞 29가지의 이름， 右舞 29가지의 이름， 大和舞 3가지의 이름을 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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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察典樂

가 場所賢所皇靈願神願

나， 日時27

다 藥8

라 A員

마 奏樂에 使用하는樂器 

1 雅樂諸 編輯에 關한 件

1 雅樂書又는樂書데 關한件 

1 雅樂部셔는 洋樂을 여하한 方法으로 敎授하는가(雅樂敎授方法과 同)

1 樂師日常動務狀態

1 演奏會에 關한件 

가 開健의 動機

나 公開後에 →般批評

다 所要經費，

라. 公會堂(~ 日 貨賞料 -百며) 

마 招待狀 及 入場卷맴러r範圍 

바. 朝蘇雅樂을 東京에서 公開하게 되면 如何한 形式을 取할것이가 또는 贊

助出演을 할수 잇슬까 

이상의 목차에서와 같이 이 부분은 견학 내용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서라 할 

수있다. 

B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147b-148b)

항화진은 1936년 10월 21일 오후 7시부터 日此口29 公會堂에서 궁내성 아악부의 

연주를 듣고 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서문에 의하면 궁내성 악부는 비공개로 공 

연을 했지만 3, 4년 전부터 아악을 년 2회 일반에 공개하는데， 1회는 아악이고 2회 

는 양악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아악을 기조로하여 歐洲관현악으로 제1부에 7곡， 제 

2부에 3곡 도합 10곡으로 한 시간 20분 연주하였다”고하여 당시 함화진이 관람한 

것은 양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일본전통음악을 연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연주된 곡목은 다음과 같다. 

제 1부: 1 뿔願 急 2 郞0，*嘉辰(獨唱)， 3 鎭德 4 夜多羅， 5 長保樂에 依한 

27 궁중연례악의 경우와 달리 元묘察 二日察 르日察(元始察) 등등 여러 경우에 연주함 

갱 악곡명이 나열되어 있음 

영맨 뒤에 있는글자는보이지 않으나공회당이 있는지명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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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奏曲 .6. 舞.7. 日本續卷

제2부: 8. 地久， 9. f崔馬樂更衣， 10. 陸王

이상의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모두 20종이었는데 모두 서양악기였다 악기편성 

은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 베이스， 플룻， 오보에， 클라 

리넷， 바순， 프렌치 혼， 트럼렛 등이었고 30 연주복은 藏尾服이었다. 

c. 종합 보고 (148b-155a) 

궁내성 악부의 체제와 운영 그리고 공연을 보고 이왕직아악부의 개혁 방안을 제 

시하였다. 

D.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 日 文) (156a-159a) 

이 글은 “2.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이라 되어 있는데 이에 선행하는 1항은 보이 

지 않는다. 내용은 조선문으로 된 B 즉，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 (147b-148b)와 같 

다. 

E. 樂部見햄짧要( 日文) (159b-167a) 

이 부분은 “3. 樂部見뺨師要 라고 되어 있어서 “2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의 다 

음 항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A 즉， ‘宮內省 樂部見學及 調호構要" (138b-146b) 

와 거의 같다. 예컨대 “樂部 現在A員”항부터 “演奏會二關^ Iv件”까지 국문 보고 

서와 목차의 구성과 순서가 거의 같다. 다만， “宮中夏禮樂”의 악곡 설명이 국문 보 

고서보다체계적이다. 

F. 뿔見( 日文) (167a-171b) 

이 글은 1936년 11월에 쓴 글로 C의 내용이 요약되어 었고， 아악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술해놓았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發展/二方法 (知能方面， 情神方面)

(1) 知識的 方面 (2) 技能的 方法 (3) 歷史的 昭究 (4) 奉{士的 精神

펼요한 행정적 조치 31 

(1) 本部員 / 待遇法/ 改正f現在 / 待遇本官:昇格(下略)

(2) 本部員養없所후業者/、쭈業後直二雅樂手二採用 ν從來/ 雅樂手補/、廢止

(3) 本部員/洋樂敎授二關久 11.-件

(4) 倒前演奏二關久 11.-件

% 악기명이 기록된 쪽(148a)의 맨 마지막 행은 보이지 않는다 

31 제목은 달려 있지 않지만 필자가 붙여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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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에 해당하는 국문 보고(148b-155a) 에 비해 훨씬 간결하고 명료하게 의 

견을정리해 놓았다. 

21) 金훨、奎의 글(172b-178a) 

이 글은 함화진과 함께 일본에 출장을 갔다왔던 당시 雅樂手長 金意奎가 “雅樂

部員諸君에게 바라는 所感 라는 제목으로 써 놓은 글이다. 김덕규는 前 禮式課 主

任이자 現 李鋼公邱 事務官 飯高治衛가 아악수장들에게 제시한 충고를 받아들이 

고， 나아가 그것을 雅樂手長 뿐만 아니라 이왕직아악부 직원 전원에게 소개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이왕직아악부 부원들이 경제적 곤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매몰 

되지 말고 아악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빛내기 위해 힘써 기술 연마하는 자세를 가져 

야한다는것이다. 

22) 官更服務紀律(178b-180a)

여기에는 17개조의 관리들의 행동 방침이 기록되어 았다. 이왕직아악부 문서에 

이러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왕직아악부원 중 일부가 임시직급에서 승 

격되면 정식 官更의 대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격들을 인지시키기 위 

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서인 “이왕직 아악부일람”이라는 문서에 의해 이 기 

록은 1922년 무렵의 것으로 보인다. 

23) 李王a觀&樂部 →훌훌 

「朝뺑、합옮樂」에는 “이왕직아악부 일람 이라는 문서가 두 건이 었다. 하나는 1940 

년 것이고 하나는 1938년 것이다. 둘 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되어 있다 1 位置 2 

治章樹要 3 數地 建物 t平數 4 雅樂部員養成狀況， 5. 現在職員表， 6. 部員專攻樂器

表 7 現在樂器表， 8. 雅樂部平面圖이다. 이 중 제 1, 3, 8은 양자가 완전히 같다. 

즉， 1. 位置는 경성 운니정 98번지로 되어 있고 3 부지는 1 ，575평， 건평은 197.9평 

이라 되어 있고 8 평면도이므로 양자가 완전히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 2 

4 ， 7항의 내용은 서로 조금 다르며 , 제5 ， 6항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다음에서는 

서로 다른 기록만을 기록 년대에 따라 A , B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A.1940년 (180b-187b ) 

제2항의 “핍童뺨要”의 내용은 1938년 것과 전반적인 형식과 내용은 같다. 다만， 

약간의 탈자32 혹은 오자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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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元年

世宗 7년 

世祖 4년 

中宗 6년 

高宗太皇帝 32

光武元年

隆熙元年

隆熙 2년 

병치 43년 

明治 44년 

大正 4년 

大正 11년 5월 

雅樂뽑(雅樂) . 典樂뽑( fit樂과 法舞)를 두고 太常司(現奉常

所)에 부속시킴 

雅樂覆(아악서와 전악서 통합) 

掌樂뽑(아악서의 개칭) 

掌樂院(장악서의 개칭) 

掌樂院을 宮內府 부속시킴 

掌樂院을 敎功司로 개칭하고 제조 이하 772인을 둠 

官옮IJ 개정 에 의 하여 교방사를 장악과로 개칭 掌樂課33를 궁 

내부禮式課에 둠 

{협삶院에 속했던 內吹(軍樂分)本課에 부속시킴 

이왕직관제개정-이왕직은 궁내대신 관리 하에 두게 되었음 

장악과를雅樂隊라개칭 

雅樂師長이하 48언을 해제하여 총수 57인을 두었음 

관제 개정으로 아악사장을 奏任待遇로， 雅樂師， 雅樂手長을 

判任待遇， 아악수를 展로 승격하고， 雅樂手補를 f庸하였다. 

大正 14년 4월 아악대를 雅樂部로 바꾸었고 당주동(현봉상사 장소)에서 현 

주소로이전 

이상의 기록은 『朝蘇雅樂懶要~ (1921)를 저본으로 작성된 것이지만34 이 기록은 

『朝蘇雅網;많要』보다 소략하다. 이상의 기록에서 구한말 이전의 기록은 실록 기사 

와 맞지 않지만， 구한말 이후 아악과 관련된 기록은 1921년 문헌인 『朝뺑합&樂懶要』 

외에 달리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기록이 주목된다. 

제4항 “雅樂部員養成狀j兄 에는 6회까지의 졸업인원이 59명 , 현재인원이 33명으 

로기록되어 있다. 

제5항 “現在職員表”에는 관직명， 씨명， 봉급， 졸업， 회수， 전공， 취직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문헌의 “아악부원명부"(87b-90a)와 일치하는 것이다. 

제6항에는 “部員專J文樂器表”가 있는데 여기에는 1919년(대정 8) 이전부터 활동 

하던 아악부원，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졸업생의 전공악기 현금， 가야금， 당비 

파， 금， 양금， 아쟁， 해금， 대금， 당적， 향필률， 당펼률， 동소， 생， 장고， 태평소， 단 

소-에 대한 통계가 표로 적혀 있다. 

앙 典樂暑를 典樂이라고 한 점 등이다. 

영 院이라고 수정한 글씨가 옆에 있음‘ 
X “雅樂部 / 治章.. ~朝購雅樂椰要~ 28a-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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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現在樂器表”에는 총 64의 악기가 8음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그것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수는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金部: 編鐘， 特鐘， 方響， 洋琴， 小金， 大金， 표， 羅， 뼈tlq八， 階n충購， 雲羅 (11)

石部: 編警， 特활 (2) 

絲部: 琴， 뚫， 玄琴， 뼈D椰琴， 庸뚫똘. ~~~뚫똘， 牙筆， 大筆， 月琴， 쫓琴， 닮A졸篇， 

뿔뿔健， 手좋健 (13) 

竹部‘ 大혹， 中혹， 투혼옮， 투를團藥， 챙P醫경훌， 細훌훌藥， 洞蕭， 短蕭 훌훌， 鷹， 太2f蕭，

逢， 蕭(13)

趙部. 똘훌훌 (1) 

土部. 옮， 꿇， 轉角 (3)

章部. 建鼓， 즙鼓， 뼈鼓， 應鼓， 中鼓， 節鼓， 敎혜鼓， 座鼓， 龍鼓， 校鼓， 觸鼓，雷

鼓， 雷뚫， 靈鼓靈훌훌， 路鼓， 路醫， 옳(18) 

木部: 拍， 祝， 敢 (3)

이상의 악기명에서 금부의 雲羅， 사부의 歐뿔쫓據， 폼증쏠健， 手뿔篇， 혁부의 雷

鼓， 雷蟲， 靈鼓， 靈蟲 등은 1920년대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1937년에 

함화진이 중국의 古樂을 시찰하고 수공후(뿔쏠篇) . 대공후(大쫓蘇) . 소공후(小쫓 

篇) . 운라등을사왔는데영이것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B, 1938년 (188b-194b) 

제2항의 治章은 1940년 기록과 같으나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다. 단 이것을 1921 

년의 『朝解雅樂階要』과 비교해 보면， 융희 2년의 내용을 융희 3년으로 기록하고 있 

는 것이 보이며 , 명치 43년 12월의 사건을 보다 자세히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 

관제개정， 이왕직을 궁내대신 관리 하에 두었고 정원 27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雅樂部員養成狀況”의 현재 인원을 43명으로 적어 놓았다 이 점이 

1940년 것과 다를 뿐 나머지 기록은 1940년 상황과 모두 같다 

제5항 “現在職員表”에는 아악사장이 함화진이고 아악사가 박창균， 이병성 등이 

므로 1940년 기록과 완전히 다르다. 

제6항 “部員專攻樂器表”는 1940년 기록과 마찬가지로 대정 8년 이전에 부원이었 

던 사람， 그리고 제1회~제4회 졸업생에 대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1940년 

과 다르다. 그 이유는 제5항과 같이 1940년과 구성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영 장사훈， “함화진의 업적 .. r국악명인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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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의 “現在樂器表”는 1940년의 기록과 거의 같지 만 악기 총 수는 모두 60으로 

1940년의 기록보다 4개가 적다. 그 이유는 금부(金部)에서 운라， 사부(絲部)에서 

歐쏠健， 톰중뿔蘇， 手쫓候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36 

24) 편찬사업 

안확은 그의 “雅樂整理之意見"(100b-1l0b) 에 서 악서 의 수집과 편찬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朝蘇흡樂史" 37에 의하면. 그가 1925년에 이왕직 예식과에 음악 

사 편집에 대해 건의한 바 있고 이것이 수용되어 1926년에 이왕직아악부 촉탁으로 

임명되어 음악사 편집 작업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악서 

편찬 사업은 음악사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 음악이론서까지 확장되어 있었음을 이 

문서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악서의 편찬사업은 구체적으로 원고 집필과 자료 수집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문서의 세부내용은 기록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있다. 

A. 악서 원고 편집 순서 (194b) 

여기에는 원고의 제목은 안보이고 목차만 보이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總論 2 좁樂/原始的經路 3. 發音法 4 륨響法， 5. 좁/構成法 6. 作曲法起調

及轉調 7 樂器/歷史 8 舞/歷史及舞法 9. 歌/歷史及歌法

이상의 목차를 통해 보건데 이 원고는 음악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포괄하는 것 

이었음을알수았다. 

B 목차에 따른 개요(195b-197a) 

A와 같은 목차를 설정한 간략한 설명이 여기에 었다. 이에 의하면 1 總論은 현 

재 여기 저기 산재하는 『악학궤범』 및 각종 중국 악서들을 모아 필요한 부분을 한 

편으로 삼는 것이고， 2. 륨樂/原始的 經路에서는 문헌에 음악의 시원과 관련된 다 

양한 기록들을 모아 한 편으로 묶은 것이며 .3. 發품法은 각 악기가 소리나는 법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편을 꾸민 것이고 4 흡響法은 古書에는 음향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한 편을 만든 것이고.5. 룹/構成法은 『악 

36 1938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1937년 함화진이 중국 고악 시찰 시 수입해온 악기들의 목록 

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다 1940년 이왕직 아악부 일람 중 악기목록에는 함화진이 사들 

인 악기(공후류 외)가 포함되어 있다‘ 
처 안확， 朝蘇돕樂史" ~朝蘇.~ 170호， 京城 朝蘇總、督!퓨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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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궤범』과 『율려신서』에서 설명하는 음의 구성법에 대해서 한 편으로 묶은 것이며， 

6 作曲法 起調及轉調은 『악학궤범』은 상세한 설명이나 악보가 없으므로 음악의 실 

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널리 조사하여 보충하여 한 편을 만든 것이고， 7. 樂

器/ 歷史는 현재 악기 54종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한 편을 만든 것이고 8 

舞/歷史及舞法은 현재 무용의 역사와 무법에 대해 한 편을 만들고， 9. 歌/歷史及

歌法은 노래에 대한 역사는 있지만 가법은 산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 

아 한편으로 엮은 것이다. 

이를 통해 편찬사업은 교재의 편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륨響法”을 한 편으로 독립시킨 것은 안확이 그의 음악교육론에서 늘 주장하던 바 

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38 또한 민간에서 전 

승되던 가법 (歌法)을 제도권 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점 역시 주목된다. 

c 원고 집 필 과정 (197b-198b) 

편찬사업은 원고 집필 이전에 자료의 수집을 필수로 한다. “재료수집의 경과”에 

따르면 당시 材料收集 과정에서 “열람한 서적”과 “수집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그 수를 놓았다 당시 “關寶한 書籍 수”는 略 1 ，050책인데 舊書가 66 종 978冊， 新

書가 60종 72책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대략 8 ， 665板인데 이는 주 

제별로 樂理에 關한 것이 1 ，416板， 樂器에 關한 것이 1 ， 021板， 歌에 關한 것이 

1 ， 639板， 舞에 關한 것이 148板， 樂讀에 關것이 1 ， 340放， 雜考가 3.101校에 달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안확이 1931년 발표한 ‘朝蘇륨樂史”의 글과 일치한다 39 

그러나 이 문서가 작성되었던 당시까지는 총 9편의 원고 중 제5편까지 略 240收의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편별로 보면 완성된 원고는 總論은 52 

放， 륨樂의 原始的 經路는 35板， 發돕法은 55板， 즙響法은 36放， 륨의 構成法은 62 

板였다. 

D 舊書 세목(199b-209a) 

「朝蘇雅樂」 전체에서 “재료”와 “참고서”는 서로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이 기록은 원고 집필 이전에 수집한 자료라기 보다는 원고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문헌의 세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서는 조선서， 일본서， 중 

국서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기록한 방식에 따라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8 l09b 

39 안확， 朝蘇륨樂史 .. w朝蘇.~ 170호， 京城. 朝蘇總督府.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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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참고서 가운데 “舊書”를 정리한 것으로 朝蘇之部와 支那之部로 나누 

어져 았다. 구서는 모두 166종 2 ，973冊인데， 이 중 朝蘇之部 107종 1 ，172冊， 支那之

部 59種 1 ， 801冊이다. 각 부문에는 책 이름， 권 수 혹은 책 수， 저자， 소장처를 기록 

하였다. 소장처는 本部所藏， 學務課分室， 藏書聞所存， 安탤ß所存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편찬사업에 안확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 전체 참고서 세 목(211b-221a) 

이 항목은 참고서 전체를 정리한 것이다 즉 參考書 210종 共 3 ， 033冊가운데， 朝

蘇舊書는 107종 1 ， 172冊， 日本書는 44종 60冊， 支那舊書 59종 1 ， 801冊이다. 이 중 

일본서는구서 뿐만아니라현대일본어로된 책， 영문서적 등이 포함되어 었다 

각 부문에는 책 이름， 권 수 혹은 책 수， 저자를 기록하였다. 구서를 정리한 A의 

경우 소장처를 밝힌 것에 비해 이 항목에서는 소장처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서와 

중국서의 수에 대해서는 위의 항 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비해 책 이름을 열거하 

는 순서 및 글씨체는 A보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고서에 대한 최종 기 

록이라고할수있다. 

F 원고 편집 (209b) 

이왕직아악부의 편찬사업의 최종 과정은 조선어로 된 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 기록 즉， “編輯η進行’항목에서는 이상의 기록과 다른 편집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編輯η進.1T'’에서는 “樂書rJ)方따 九分η五창初鎬這Lτ 

居;ç고하였으니 C항에서의 설명과 비슷하다. 다만， 여기에는 “樂史η方뼈 高麗時

代這창初橋C-C居1.>"고하여 주목된다. 이 항목에서 초고란 “全部出來上 5 以後 訂

正L國語L觸譯캉1.>鎬本창謂￡η-e~ 1.>"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악서와 음악 

사의 초고는 일본어 원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 중 악서의 원고에 대해 

서는 C에서도 발견되지만 음악사 원고에 대한 기록은 이 기록 외에 어떤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음악사는 조선어 원고 목차에서 음악의 시 

원 악기， 무용， 악콕의 역사 등을 종합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기획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G. 材料의 收集 (21Oa)

자료수집 경과 가운데 열람한 것 말고 수집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은 자료수집 경과(197b-198b)와 같다. 

25) 보고서 (221-228a) 

이 문서는 1949년 6월 20일 김채봉이 작성하였고 ‘古典派 륨樂家中 自己가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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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륨樂家에 對하여 論하고 우리 國家와 좁樂에 대 하여 論함” 이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고전 음악가에 대한 논의 와 “우리 國家와 륨樂”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전 음악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Beethoven에 대해 기술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 國家와音樂”에서는국악와민족의 중요성만강조하고 있 

을 뿐 정작 음악에 대해서는 논술하지 않았으므로 제목에 합당한 기술을 하지 못했 

다 할 것이다. 이 글은 학생의 시험문제 같이 보이지만， 1949년 당시 이왕직아악부 

에는 학생이 없었으므로 학생의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당시 

구황궁 아악부 시절 관련자의 승진용 보고서로 추측할 수 있다. 

26)기밀 공문서 

이 부분은 공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 別紙에 ‘秘”이라는 라는 도장이 찍힘으로 

써 비밀공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아악부의 현실적인 운영과 지속을 위 

해 작성된 것이다. 이 글 중간에 다나베 히사오의 조선 아악 조사기생에 대해 언급 

하고 있고(249b-250a) , 대정 11년 이후 14년까지 점차적 인원보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21년 직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 공문서 표지 (228b) 

李王職禮式課長 李桓久가 李王職 次官 앞으로 만든 公文書 표지 로 “雅樂隊二關

久!l--件”으로 되어 있고， 아악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지를 첨부한다고 하였 

다. 

B. 別紙: 기밀 보고서 (229b) 

별지에서는 이왕직아악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朝蘇雅樂/現狀

當職雅樂隊/現狀

1. 雅樂員待遇/向上

2 雅樂員給與/增加

3. 雅樂員定員/改正

4. 雅樂員/補充 h ν T雅樂生/養成

(1) 定員改JE

(2) 給與口口
(3) 學科目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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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蘇雅樂/現狀”에서는 조선 아악이 점차로 쇠하고 있는 절박한 당시 상황을 

서술하고 있고， “當용離훌樂隊/現狀”에서는 察典을 치르기 위해서는 121명의 인원 

이 필요한데 아악대의 현 정원이 57명 뿐이고 수업 중인 아악생을 더하더라도 66인 

밖에 되지 않는데 아악 연주 시에는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므로 임시직으로 부족한 

인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919년부터 생도를 뽑아 양성하고 있지만 경 

비 때문에 9명 밖에 교육할 수 없음을 보고하며， 아악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사회 

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먼저 아악원의 부족을 보충해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악원 보충에 관해서는 세부항목을 두었다. 첫 번째는 “雅樂員待遇/ 向上”인데 

여기에서는 “명치 44년에 아악사장은 고등관의 관등에 속했는데 현재는 展員정도 

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 “雅樂員給與/增加”에서는 아악원들의 현 급여로 

는 생활고를 면치 못하므로 음악적 기술이 제대로 보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급여의 개정 정도에 대해서는 別表를 첨가하였다고 하였다. 

세 번째 “雅樂員定員/改正”에서는 아악원의 부족을 임시로 展入으로 해결하지 말 

고 정식으로 雅樂生의 양성을 통해 해결하자는 안을 내면서 이에 대해서는 別表와 

다음 항목을 참조하라 하였다. 네 번째 “雅樂員 /補充 h νf雅樂生/養成”은 인원 

의 부족을 해결하고 아악부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마련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1) 定員改正. (2) 給與增賴，40 (3)學科目補彈41로 나누어져 있다. 인원개정 항에서 

는 일 년마다 3에서 5명을 양성하면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급여 

증액 항에서는 장차 고상한 예술가가 될 학생이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비 보 

조금으로 월 15엔은 있어야함을 주장하였다. 학과목 보강 항에서는 사회적으로 아 

악생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형의 요구인 일반 교과목 즉 국 

어나 산술과 같은 과목을 증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 別表(236b)

별지에서는 아악대에서 요구하는 아악대원의 관등과 급여의 상승정도를 표로 정 

리한 것이다 표는 다음과 같다. 

40 글자는 보이지 않으나 내용상 “증액”이라고 할 수 있다. 

41 글자는 보이지 않으나 내용상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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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等級 給與 定員

現在 改正 現在 改正 現在 改lE

雅樂師長 흩 判任 百며以內 左同잉 1 1 

雅樂師 흩 判任 百뀌以內 上同43 2 9 

雅樂手長 t庸 展 三十{디以內 六十면以內 8 20 

雅樂手 %홈 t庸 二十며以內 四十五뀌以內 46 91 

듭f 57 121 

짧초」 lτ:며륙f錢7 굶펴jj돕 j 9 67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악대의 규모는 직원의 경우 2배에 가깝게 늘어 

야하고， 아악생의 경우 7배에 가깝게 늘어야하며， 이들의 봉급 역시 아악수장과 아 

악생은 두 배 정도 증액되어야 안정적으로 아악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 據算(237b)

다음 표는 아악대의 인원과 봉급을 이상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증 

가시킬 경우의 예산을 적어놓은 것이다. 

官等級
大正 11年 大正 12年 大正 13年 大正 14年

A員 給賴 A員 給願 A員 給賴 A員 給題 觸要

雅樂師長 判任 1 1100 1 1100 1 1.100 1 1100 
→A二付年據

1 .100며 

雅樂」師 ;l'IJ任 9 9900 9 9900 9 1100 9 1100 //1，100門

雅樂手長 展 20 12 αXJ 20 12αm 20 12αm 20 12αm ν600며 

雅樂手 f庸 z44 9ηo 27 9720 36 12.960 91 32760 μ360f괴 

計 57 32720 57 32720 66 35 9t에 121 55760 

觸 「 67 112 ， 06맘까교삐궁머i펴 3 1 5때 ] ν 180며 

이상의 표에서 1924 (대정 13)년에 아악수 인원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현 

재(1921년 직전) 생도 9명이 졸업 후 아악대에 참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13 

년과 1914년 사이에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매년 3~5년간의 인원보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 글이 번져서 잘 안 보이지만 내용상 左同같아 보임 

쟁세로쓰기라서 同右라고되어 있는것을上同이라고하였음 

g 잘 안보이지만 합이 57이므로 27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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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備考(238a)

이 부분은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아악생의 현실적인 

양성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현재 아악부 인원은 57명인데 121명의 인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64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64명은 필수적으로 양성해야 하 

지만 3년 후(대정 14년) 양성 기간 중 파면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녁넉히 

67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F. 參照 : 現在 據算賴(238b)

이 항목에서는 現在 즉 1921년 당시 아악부원의 지위와 급여를 기록해 놓았다. 

資格 定員 給與年賴 觸要

雅樂師長 展 1 240며 -Á二付年據
240뀌 

雅樂師 展 2 480면 //240며 

雅樂手長 備 8 1 ， 920며 // 240돼 

雅樂手 f庸 46 11 ， 040돼 // 240며 

計 57 13 ， 680며 

雅樂生 9 1 ， 080며 //120며 

4. r朝雄雅樂」의 근대 음악샤료적 가치 

4-1 ，-朝蘇雅樂」과 이 왕직 아악부 

「朝蘇雅樂」은 이왕직아악부의 내부자의 시각으로 기술된 1차 사료로서 1913년 

(고종 62주년 탄선 기념 진연에 대한 건)에서 1949년(김채봉의 보고서)까지 36년 

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왕직아악 

부 관련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왕직아악부와 관련 

하여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소항목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조직 체제의 변동 

1913년이후 1949년까지 이왕직아악부라는 조직체가 지속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 

제가 있었고 이 점들은 순차적으로 개선되었다. 먼저 기밀공문서 (228b-238b)를 통 

해 1920년대 초에 아악부원의 증원과 봉급 인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조직체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성소 학생들의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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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이왕직아악부의 장기 

적인 발전을 위해 편찬사업이 안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0년대 중반에는 함화진이 일본 출장보고(138b-178a)를 통해 일본의 궁내성 악 

부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의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하였 

고， 한편 김덕규의 글(172b-178a)을 통해 아악부 내부에서 구성원 간의 자긍심을 

높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그리고 아악채보예정표(92b-96a)를 통해 내부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정교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에는 

아악부원 명 부 (86b-90a) . 이 왕직 아악부 일 람 (180b-194b) . 교수시 간배 당표 (90b-

91a)를 통해 아악부 구성원의 상황， 전공분포， 아악생 양성 방법 등에서 조직이 매 

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문서를 통해 이왕직아악부는 1910년대에는 완전한 근대적인 음악 집단으 

로서 자립했다가 보다는 조선 장악원의 전통 위에 존속하였고 192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진취적으로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성장 ·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의 양상의 변동 

「朝蘇雅樂」에는 36년간의 이왕직아악부의 공연에 대해서 의궤식 기록， 연주회 

팡플렛， 공연 악곡 해설지， 노래 가사지， 악보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남아있다. 

1910년대에는 고종탄신 기념 진연 (19a-41a)의 경우에서처럼 이왕직아악대가 이미 

남성 전문음악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장악원처럼 여악과 함께 공연 

하였으며， 궁중의 의식에 민간음악이 대폭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런데 1920년대 초부터는(1922년 주악. 96b-99a) 근대식 공연 즉 의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달아 악곡을 연주하는 공연을 주로 하였고， 여악이 참여하지 

않는 이왕직아악부만의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63b) 이 

후로도 이어졌다. 

한편， 이왕직아악부의 공연 레퍼토리는 본질적으로 장악원의 음악을 계승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1910년대에는 연례에서(19a-41a) 궁중 

악무를 기본으로 가곡과 각 지방의 토속음악들을 연주했으며 1920년대에는 아악 

대장악표(82b-96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사악으로 종묘와 문묘를 주로 연주했고， 

연례악으로는 令， 步虛子， 慢， 落陽春， 井물， 여민락 등과 같은 전통적인 궁중음악 

과， 靈山會像， 平調會像， 吹打， 學'*樂， 가곡 같은 민간음악을 연주했음을 알 수 있 

다. 나아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 가사지가 모두 가독과 가사의 노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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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a-69a)임을 보건데， 이왕직아악부의 공연 레퍼토리에서 가곡이 중시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었다. 실제로 1927년 이후부터 이왕직아악부에는 하규일이 촉탁으로 있 

었던 것은 상기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 이후로도 이어졌다.1940 

년이후로는 이상의 악곡들을 바탕으로 하되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황화만년지 

곡”과 같은(80a-98b) 신곡도 창작 · 연주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왕직아악부는 1910년대 초까지 장악원의 관행대로 공연을 하 

다가 늦어도 1920년대 초부터는 근대적 공연을 하되 남악만이 참여하는 연주를 하 

게 되었다. 다만 레퍼토리에서 있어서는 이들은 궁중음악을 기초로 하되 1910년대 

부터 민간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192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음악의 

레퍼토리가 정착하였으며 1940년대 이후로는 창작 악곡도 연주하게 되었다. 

한편 I朝購雅樂」에서 당악정재과 향악정재의 구분 없이 다루어지고 있어 주목된 

다. (50b-53a) 이는 20세기 초 이왕직아악부에서 정재에 대한 구분이 완전히 사라짐 

을의미한다 할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고종 탄신 62주년 기념 진연은 1910년대 초까지 (19a-41a) 이왕직아악대가 일제 

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장악원 전통을 고수하며 공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20년에는 달라진다. 예컨대， 이왕직아악대의 악기 · 악곡 -정재에 대한 일본어 

해설 (41a-53a)은 1921년 직후 이왕직아악대가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외에도 악기 · 악곡 해설에 대한 각종 일문 해설들은 이왕직아악대의 

공연이 일본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 이 

후 1940년대까지 지속된다. 심지어 “황화만년지곡”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친일에 

가담한 경우까지 확인된다(80b-81a) .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이왕직아악대와 일본과의 관계가 항상 침략과 친일이라는 

단선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왕직아 

악부와 일본과의 관계 중에서 지나치게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일방적 관계가 강조되 

었다. 그러나 「朝蘇雅樂」은 1920년대 이후 이왕직아악부와 일본과의 관계가 다면 

적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왕직아악부는 ‘황화만년지곡 을 천황에게 바친 친일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일제의 기관을 상부기관으로 갖춘 하나의 하위 기관이라는 

중립적 - 상호적 관계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 1922년 무렵의 이항구의 공문서 (98b-

99a , 228b-238b)는 중립적인 관계에서 행사와 사업을 알리는 물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도 이왕직아악부와 일본과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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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1936년 함화진의 일본 궁내성 악부의 견학 기록을 통해 (138b-178b) 

이왕직아악부가 조선의 상징적 음악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문서에서는 일본의 궁내성 악부가 이왕직아악부의 상대편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 

록 방문 당시 함화진에 대한 궁내성 악부의 전례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함화진으 

로서는 조선의 이왕직아악부이 대표로서 일본의 궁내성 악부를 방문했다. 또한 

1921년 직후 이항구가 이왕직 차관 앞으로 보냈던 비밀공문서 (228b-238b)는 다나 

베 히사오의 방문이후 이왕직아악부에 대한 일부 일본인들의 호의적 태도를 기민 

하게 포착하여 당시 이왕직아악부의 현실적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재빠른 

행정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즉， 이 기록은 외형적으로는 상하위 기관의 관계가 드 

러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수있다. 

요컨대 「朝解雅樂」를 통해 이 왕직 아악부와 일본과의 관계는 1910년대 초까지 사 

실상 무관한 관계에 머물다가 1920년대 이후로는 다면적 관계 즉， 친일관계， 중립 

적 관계， 그리고 상호적 관계를 맺고 었다 할 것이다 

@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과 노력 

「朝蘇雅樂」을 통해 36년간 이왕직아악부의 활동은 공연과 아악보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왕직아악부의 다음 두 가지 사업이 주목된다. 

첫 번째는 편찬사업이다. 안확은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이왕직아악부의 촉탁으 

로 았으면서 학생의 교습에 필요한 음악사와 음악이론서 편찬에 대해 강조한 바 있 

고(100b-11la) 함화진 역시 일본 출장 이후로 악서 편찬과 수집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 하에 1930년대 후반 이후 실제로 악서 편찬 사업이 대대적으 

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1"朝蘇雅樂」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업은 매우 큰 규모 

였고 일의 순서가 합리적으로 잡혀 있었으며 과정 역시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이 기록에 의하면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악서편찬을 위해 한중일의 자료를 널 

리 수집하고 열람하였으며， 당시 이미 부분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b-221a) 비록 이 문서에는 이왕직아악부의 편찬사업이 비록 미완성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악기의 정리 및 복원이다1"朝蘇雅樂」에는 여러 건의 악기 관련 문서 

가 출현한다. 그 중 연대를 알 수 있는 것만 보면 첫 번째는 1918년 전후의 것이고 

(la-18b) , 두 번째는 1921년 직후의 것이며 (41b-45a) , 세 번째는 1938년(192b) 것， 

네 번째는 1940년(185b) 것이다. 이상의 기록들은 이왕직아악부의 악기를 8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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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류한 것은 공통되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악기는 약간씩 다르다. 이왕직아악부 

의 연주 기록과 악부원의 전공기록으로 보건데， 비록 이 악기들이 이왕직아악부의 

실제 연주에는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상의 기록에서 악기의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왕직아악부가 산실되거나 별도 

로 보관된 악기를 찾아낸 것이거나 아니면 복원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 

대 1938년 이후 雷鼓， 雷難， 靈鼓， 靈蟲가 보이는데 1920년대까지 路鼓， 路難 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이는 악기를 통해 고대의 이론인 천 · 지 · 인의 상징을 맞춘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함화진의 중국의 고악 시찰 이후(1937) 몇 년 후 1940년 

에는 닮A쏠複， 홈중쫓蘇， 手뿔健를 고악 복원차원에서 수용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20세기 초는 기존의 음악사회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도상 

의 비호를 받으며 유일하게 성장한 것이 이왕직아악부이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 

는 다른 음악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할 것이다 r朝蘇雅樂」은 이 

왕직아악부의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로서 20세기 초 이 집단 역시 존폐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다른 음악집단과 비교하여 이 집단은 역사적 변화보다 

는 특정 제도와 관련하여 변한 폭이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朝蘇雅樂」을 

통해 이왕직아악부는 20세기 초에 국가가 아닌 왕실의 부속기관으로서 명맥을 유 

지하였으며， 한편으로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음악유산의 보존이라는 문화적 상징 

을 수호하려하는 사회적 명분하에 부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r朝購雅樂」를 

통해 20세기 초 이왕직아악부는 왕실음악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음악기관으 

로서 그 성격이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r朝蘇雅樂」와 근대음악사 

「朝훨합뚫樂」는 이왕직아악부의 상황 및 20세기 초 여타 음악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아니라 근대 음악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한다. 다음 항에서는 「朝

뺑‘합옮樂」의 기록을 근대음악사적 입장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음악사료 

「朝蘇雅樂」 소개된 양금보(120b-137b )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고， 1913 

년 진연에 대한 기록， 함화진의 보고서. 한글토가 달린 황화만년지곡 가사， 안확의 

“아악정리의견 아악부원의 봉급， 아악채보예정표 역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기 

록들이다. 이것들은 이왕직아악부는 물론이고 당시 다른 음악계의 상황을 알 수 있 

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예컨대 1913년 기록에서 기녀의 산조 연주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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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함화진의 궁내성 악부의 견학기는 당시 이왕직아악부 

의 동향을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20세기 초 일본 근대음악사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 구술사 자료에 대한 문헌 사료의 보강 

이왕직아악부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20세기 초 음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구술사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구술사료는 20세기 초를 연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증의 엄밀성이 의심 

받기도 한다. 이에 「朝蘇雅樂」는 구술사료의 오류나 한계를 보강할만하다. 예컨대 

1913년 진연에 관한 기록을 통해 말로만 듣던 “여악분교실”의 실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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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朝蘇雅樂」의 내용 요약표 

1 朝蘇雅樂樂器H!ì1흉 1918~ 1921 A 1a-9b 朝蘇雅樂樂器治童

B 10a• 18b 위와같음 

2 德壽宮細誠辰進훌 1913년 A 19a-21a 奏樂順序表

B 21b-23a 夏用品訴備及修總表

C 23b-27a 로才時짧行A員表 

D 27b-28b 女冷의 이름과공연종목표 

E 29b-30a 女冷의 가창곡목록 

F 30b-31a E와같음 

G 31b-37a 德壽宮細誠辰祝貨次序

H 37b-38a 茶洞技生組合徒P屆

38b-41a 細혀표辰準備件 

3 朝蘇 1921년 직후 A 41b-45a 朝購樂器/略層

樂器樂曲 로才/ B 45b-50a 朝蘇樂曲器/略歷

略歷 C 50b-53a 朝蘇로才/略歷 

4 世宗實錄w:좋 A 53b-58a 樂諸 序文 및 新밟IJ雅樂諸 

B 57b-60a 宗關察禮樂舞의 背反圖

C 60b-63a 二舞舞考定

5 1934년 奏樂 1934년 63b 1934년 9월 9일 奏樂

6 노래가사 A 64a 우리말가사 

B 64b-67a 노래말일본어 읽기 

C 67b-68a 我↑풍聖王 擬欲重{I~

D 68b-69a 皇化萬年之曲가사 

7 연대미상주악 69b-74a 8일 9일에 연주된 악곡 

8 가곡노랫말의 일어번역 74b-77a 

9 악기명의 일본어 읽기 77b-78a 

10 악기명 정정 79b 악곡해설 중악기명 정정 

11 1940년 이후 연주회 1940년 이후 8Ob-81a 연주회 연주곡목및 해설 

12 빅타레코드녹음 1942년 이후 81b-82a L 그-j-" 홍表組合表 

13 雅樂隊掌樂表 1925년 이전 82b-86a 

14 雅樂部員名繹 1940년 86b-90a 

15 敎授時間配當表 1940년 9Ob-96b 各學科 每週 敎授 時間 配當表

16 雅樂採응홉據定表 1933년 92b-96a 

17 1922년 연주 1922년 A 96b 大正 11년 11월 9일 雅樂曲 팀 

B 97b A와같읍 

C 98b-99a 大正 11년 11월6일 李↑륨久의 글 

18 安周i 관련 문서 1925년 A 99b 條田博士에게 쓴편지 

1926~1932 B 1oob-108a 雅樂整理之意見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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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계 속) 

1926-1932 C 108b-11la 雅樂整理之意見
1930년 D 111b-113b 세간의 설에 대한반박 1 

1930년 E 114a-1l5a 세간의 설에 대한 반박 2 

1930년 F 115b-117b D의 일본어 번역문 

1930년 G 118ab E의 일본어 번역문 

1930년 H 119a-120a 朝蘇륨樂/ 昭究(2) / →部

19 樂듭뽑 미상 120b-137b 洋琴調椰要(朝훨F文) 

20 l或和鎭

일본출장보고 1936년 A 138b-146b 宮內省響E見學及調햄짧要(朝蘇文) 

B 147b-148b 樂部 演奏會 參觀 所感、(朝蘇文)
C 148b-155a 종합 보고(朝훨、합文) 

D 156a-159a B와 같읍(日文) 

E 159b-167a A와 거의 같음(日文) 

F 167a-171b 뿔見(日文) 

21 金惠奎의글 1936년 172b-178a 雅樂部員諸君에게 바라는 所感

22 官更服務紀律 1922년 178b-180a 

23 李王職雅樂部 1938년 A 180b-187b 1940(소화 15)년 3월 

-寶 1940년 B 188b-194b 1938 (소화 13)년 4월 1일 

24 편찬사업 1936년이후 A 194b 악서의 원고편집 순서 

B 195b-197a 목차에 따른개요 

C 197b-198b 사업 진행과정 

D 199b-209a 舊書세목 
E 211b-221a 전체세목 
F 209b 원고편집 

G 210b 材料의 收集 -c의 앞부분과 같음 

25 보고서 1949년 221-228a 김채봉의 보고서 

26 기밀공문서 1921년 A 228b 공문서 표지 

B 229b 別紙-기밀 보고서 

C 236b 別表

D 237b 據算

E 238a 備考

F 238b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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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bliographical Explanation of ChosOn Aak 
Ii~ f.i~~ and Its Values in Modem Music History 

Dohee K WOn(Hanyang University) 

1. 

A historical document called Chasm Aak l~ft~J can be found in the archives at 

Jangseo-gak Library iHfM. A detailed bibliographical explanation on this document, 

however, does not exist - only a record which verifies that it is a document of 

Yiwangjik Aakbu *3-Jlgx~~~ (the Royal Music Institute of Yi Household). Because it 

is relatively unknown among scholars, it has not been utilized in research of Korean 

music history. Hence, the present paper initially attempts a close examination of 

Chasm Aak's contents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s, and takes a further step to evaluate 

its values in the research of modem music history of Korea. 

Chosm Aak is a file consisting of several individual documents written for different 

purpose. It is, however, not known when and by whom these documents were put 

together in one single file. Regardless, Chasm Aak contains records all relating only to 

Yiwangjik Aakbu from 1913 to 1949. The original collection of documents is not open to 

public at this time and is available only in the form of microfilm.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icrofilm. 

2. 

Each of the individual documents that make up Chasm Aak is different from the rest 

in terms of paper size, printing condition, transcription condition, and the timing of 



publication. Even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hence there is no 

common theme throughout Clwsen Aak. Especially because the file is a collection of 

larger documents' parts, it was difficult even to count the total page number. In order 

to closely examine Chosen Aak as one single document, it was necessary to number 

each page appearing in the microfilm. Total page number comes to 238. The contents 

of Clwsen Aak can be divided into twenty-six categories based on what records each 

document contains, how and when it was recorded. 

2-1. ChasOn Aak Akgi Yeanhyeak ~Jl:(($!Jl~~a~B~-1t categorizes fifty-four 

instruments according to Paleum (eight materials for making musical instruments) and 

writes a brief background history of each instrument. Looking at its title, it is similar to 

Chasm Ak Gaeya w~Jl:(($~~dJ (1918)45 and its categorization method is similar to 

Chasm Aak Gaeya w~Jl:(($~~~dJ (1921).46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ocument is different from both in specific musical instruments, the record is 

produced most certainly after 1918 and before 1921. 

2-2. Deaksugung Eatansin Jinyean f,~~g ifEPM!I~ ~~ - A documentation on the 

62nd birthday party of the king Gajang J'E,j*. It uses similar techniques as those of 

Uigwe ~~ (official documentation of national events recording the details of 

process) but does not have the formality as the one of complete Uigwe. Its contents 

mainly consist of performance program, performers' names, performance items, and 

records on event's procedures and preparation. 

2-3. Chason Akgi, Akgok, Jeongjae Yangnyeok JjiJj:(($~*" . ~H-!J . l£::t IIIlt~ -
Considering its contents and form, it was drafted probably shortly after the 

publication of Chason Aak Gaeya w~Jl:(($!Jl~~~dJ (1921). Akgi ~*" (musical 

instruments) section describes total fifty-five instruments, and Akgak ~H-!J (repatoires) 

section records music titles and their brief history, separating them into Jetyeak ~fJl~ 

(ritual music) and Yeanryeak ~~I~ (ceremonial music). Finally, Jeangjae l£::t (court 

45 Archives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46 Archives of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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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 section documents the names and brief history of total fifty-two types. 

2-4. Extracts of Sejosillok i:ltfUiJf~ 1k"f - Extracts from Sejosillok, including Akbo 

Seomun ~m )'f)(, Jongmyojeryeakmu Baebando *~~ijll~. 1f'&i1, and Imu 

Mugojeong = •• 1f5E. 

2-5. Records on Concerts in 1934 *~ - The concert is on the performance from 

September 9, 1934. An outline of each title and instrument composition are recorded. 

2-6. Text of Lyric Songs - Lyrics in Korean language, Japanese pronunciation of 

Korean lyrics, Chinese translation, and Japanese translation. The lyric of 

Hwanghwamannyeonjigok ~ ft. ~if.ZHH is written in total twenty verses. 

2-7. Records on Concert - This record is on two-day performance (8th and 9th day 

of the unknown month and year. 

2-8. Tranlation of Traditional Lyric Songs-Japanese translation of Traditional Lyric 

Songs. 

2-9. Akgi Dokbang ~*- ~ljJ - The instruments of Yiwangjik Aakbu are divided 

according to Paleum, and the pronundations in Japanese alphabet are marked. 

2-10. Correction on Instrument Names - It supplements the pamphlet of a 

previous performance by subdividing Piri into Hyangpiri, Dang Piri, and Sepiri. 

2-11. Performance Pamphlet After 1940 - Listing Hwanghwamannyeonjigok ~ft.~if. 

ZHH Bonghwangeum J!\@.ilt, Yuchosinjigok 1~P1%¥,JfZHH, and JangchunbuUojigok **T
:l;ZHH. Considering Hwanghwamannyeonjigok was performed, one can assume that 

this pamphlet is from a date after 1940. 

2-12. Victor SP Recording - Yiwangjik Aakbu recorded its music in thirteen SPs with 

Japanese Victor record company in 1928. Of these, six SPs were newly released in 



1942. This document records the placements of music titles as appeared on the covers 

of these six SPs. 

2-13. Aakdae Jangakpyo ~~Il* ~~~ - Yiwangjik Aakdae was renamed to Yiwangjik 

Aakbu in 1925. Hence, this record comes from sometime before 1925. It contains the 

sorts of music and dances (Akmu ~~) that Yiwangjik Aakdae performed. It divides 

them into ritual music and ceremonial music. Jesa-ak ~jfiE~ (ritual music) refers to 4 

Daeje 4::k~ (Four Great Rituals, namely Jongmyo *JWj, Yeongnyeongjeon jk$~, 

Kyeonghyojeon ~4:~, and Uihyojeon ~4:~). Yeonak ~~ is divided into Gungjungak 

g9"~ (court music) and Botongak ~~~ (public music). In addition, it also lists 

forty-two types of Jeongjae ET (court music and dance) which were performed by 

Yiwangjik Aakbu. 

2-14. Aakbuwonmyeongbu ~~g~~~ft - This document records the members of 

Aakbu as of 1940, namely two Aaksa (master musicians), seven Aaksujang (senior 

musicians), twenty-three Aaksu (musicians), one Choktak (part-time staff), and eighteen 

Aaksaeng (students). 

2-15. Gyosu Sigan Baedangpyo ~~ aifFs' @c~~ - Oass List of Aakbuwonyangseongso 

around 1940. Aakbuwonyangseongso was a music education institution comparable to 

today's middle and high school, and taught during its five-year program classes 

including moral training {I~~, civil education 0~ Korean language ~Mf, Chinese 

characters i.lJt, English language ~Mf, traditional music theory ~~l'JI!.~, singing W 
~ instrumental music *~ court dance i*~, liric songs jj1jl:Jt western music if~ 

history !M£1:, geography .tt!!.l'1, mathematics .fic~, gymnastics Rr~, and dancing ~~m. 

2-16. Aakchaeboyejeongpyo ~~ j)f;~ Jt1E~ - This document is a transcription 

schedule for fifteen music pieces. The job assignments are for 386 days to work on 

total 1784 chapters and 50,024 columns. According to the record, the work is to begin 

on September 1, 1993 and to end on December 19, 1934. 

2-17. Performance in 1922 - It documents the public performance at Gye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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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hoedang }j(:!pjG ~£: on November 9, 1922 and its contents consist of the event 

pamphlet and official document on the performance written by Lee Hang Gu, the 

Manager of Yiwangjik Ceremony (:*±lFaXmIA~* *'I!!~). 

2-18. Writings of Anhwak 1i-m - Anhwak worked as a Choktak (part-time staff) at 

Yiwangjik Aakbu from 1926 to 1932 and recorded his activities such as organizing 

Chosen Aak, public introduction, and compilation projects. An especially interest 

piece of document is "Aakjeongrijiuigyeon" ~~~:f!l;:t~~, which has never been 

introduced to scholars. Both its draft and final copy still exist in the archives. 

2-19. Musical Score - This musical score is titled "Yanggeumbogaeyo" ~$~~m:~ 

and is seventeen page long. There is a figure of a dulcimer with pitch names. The 

contents of the score is Yeongsanhoesang mLlJ-t" Lon /eongganbo ffrfl9~. 

2-20. Report on Ham Hwa Jin JPXfO~l' s Trip to Japan - Ham Hwa Jin leaves 

Gyeongseong Train Station on October 15, 1936 with Kim Deok Gyu i:~~ 

(Aaksujang at that time) and returns on November 4. This report, written both in 

Korean and Japanese, is a kind of business trip report. Ham Hwa Jin reports his visit 

to Gungnaeseong Akbu as well as to performances, and writes his general opinion 

accordingly. 

2-21. Writing of Kim Deok Gyu i:~~ - Written by Kim Deok Gyu Aaksujang ~ 

~'f:* (senior musician), it addresses the members of Yiwangjik Aakbu. The writer 

encourages the members as not to be affected by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try 

his best for the sake of Aak's development. 

2-22. Regulations for Government Official Members - The status of Yiwangjik 

Aakbu was changed in 1921 and some members thereby became promoted to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For this reason, a document containing the codes of conduct for 

these members was provided at Yiwangjik Aakbu. 

2-23. Yiwangjik Aakbu Ilram *±~llX~~ff~ -I: - There are two documents in 



ChosOn Aak r~ff.tm~J that share the title Yiwangjik Aakbu Illam (prospectus). One is 

from 1938 and the other is from 1940. Both documents have the same table of contents: 

1. location 1.li:li 2. introduction of history ru~~~ 3. size of site and building 1tj:tF. M:t 
%J iff)( 4. state of educating the members ~~tiG~ Jinl<:j!f\1JL. 5. current staff listing m 
-tElM~ iZ, 6. list of members' major instruments tiG ~ "Jx**"iZ, 7. current list of 

instruments m-tE~*"iZ, 8. Aakbu's building plan ~~tiG1f1ID!;. 

2-24. Compilation Projects - Anhwak ~JW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mpilation 

projects. This document records the details of such compilation projects and includes 

the list of books to be compiled, brief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list, the progresses 

of projects, the proceedings of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list of collected materials. 

2-25. Report by a Member of Yiwangjik Aakbu - There apparently was a test to be 

passed by members in order to be promoted. This document reports on matters 

related to such promotion and was written on June 20, 1949 by a member named Kim 

Chae Bong under the title "Discuss about your favorite classical musician and also on 

our country as well as music." 

2-26. Confidential Official Document - This official document drafted in 1922 by Lee 

Hang Gu, the Manager of Yiwangjik Ceremony (~_=nllXmIA~* ~'m7J was sent to 

the vice-chief of Yiwangjik ~3:~llX ::~'§. Stamped "Confidential" M on a separate 

paper attached to the document, it explains in detail why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increase personnel, what this could cost financially and the implications that it would 

bring. 

3 

A close examination of Choson Aak r~ff.tf~~J provides u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and reinterpret several aspects of the past research on music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Foremost, it draws attention to new fact findings. This set of 

historical documents, for instance, reconfirms as well as revises some parts of past 

research based on oral statements. It also verifies the changes in performance typ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the Korea-Japan relations in the realm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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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logy. Furthermore, through ChasOn Aak l~ft~J one can learn more about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Yiwangjik Aakbu, which is relatively unfamiliar to current 

academics. Not only its operational methods of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procedures, but it also provides new facts on Gisaeng ~1=. (female entertainers) and 

vulgar music of that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