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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고악보에 수록된 악곡의 연주 현황에 대한 것이다. 고악보 소재 악곡을 초기(1940년

대)에는 연구 대상으로만 인식하였고, 1975년에 만대엽을 무대에서 재현한 이후에 고악보 악곡

을 연주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12종의 악보와 1종의 문헌을 토대로 51곡의 옛 

악곡이 무대에서 연주되었다. 최근의 경향은 고악보의 전부 또는 악곡의 전부가 무대에 오르고 

비슷한 시기의 다른 악보에 수록된 악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악보 악곡 연주에 대한 인식은 전통음악-역보-역․편곡-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지

만, 그 저변에 깔린 인식은 ‘복원’이었다. 고악보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를 현대의 악기와 연주법으

로 채운다는 점에서는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원은 단일한 모습이어야 하지

만, 재현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악보 악곡 연주가 재현이란 관점에서 접근

하더라도, 편곡을 표방하지 않는 이상 악보 편찬 당시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악보, 복원, 재현, 연주, 만대엽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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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필자가 대학 재학 시절 ‘서양음악사’를 수강할 때(1974~1975), M.M.이나 

HAM 시리즈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레고리안 성가’, ‘마드리갈’ 등 서양의 중세

음악을 감상하 다. 반면 ‘한국음악사’는 감상 자료가 전혀 없는 순수 강의만으

로 진행되었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도 고악보가 있으니 언젠가

는 소리로 듣는 한국음악사를 강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하 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악보는 100여종이 넘지만, 많은 고악보가 음고에1) 대한 

기록은 있으나, 시가와 빠르기․연주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악보가 많다. 고악

보의 역보는 정간 등의 시가기보법이 사용된 악곡이나 현재 전하는 악곡의 시가

를 비교하여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의 역보로는 악곡 변화의 

대략을 살필 수 있을 뿐, 당시의 음악이 현재와 같은 시가․빠르기․리듬으로 

연주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시가를 나타낸다고 생

각했던 정간과 대강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2) 제기되면서, 

고악보의 재현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최근에 여러 단체와 개인에 의해 고악보의 악곡을 연주하고 있으나, 그 성과

물을 한국음악사 강의에 접목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제는 화석으로 남아 

있는 고악보의 악곡을 다시 살려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 글은 고악보에 수록된 악곡을 연주해 온 현재까지의 활동에3) 대한 성과를 

조망하여, 향후 더 나은 연주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거문고 고악보의 경우 연주법을 통하여 음고를 파악할 수 있다.
 2) 조나단 컨디트(Jonathan Condit), 홍정수, 전인평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문숙희의 연구도 있다.
 3) 이러한 이유로 동양음악연구소는 2014년 9월 13일에 <동양음악의 기보법과 해석>이란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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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악보에 대한 관심

한국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장사훈과 이혜구의 고악보 연구로 시작되었

다. 1942년에 발표된 장사훈의 “보허자 논고”와 1943년에 발표된 이혜구의 “양

금신보 사조”가4) 모두 고악보의 해독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다. 두 학자의 후속 

연구 대부분도 고악보를 통한 것이었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수가 고악

보 관련 논문이었다. 

고악보의 연구 결과는 한국음악사를 서술하는데 공헌을 하 다. 장사훈이 3차

례에 걸쳐 저술한 한국음악사는 108쪽․353쪽․499쪽으로5) 분량이 급격하

게 늘어나고, 음악사의 내용이 논문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긴 점에서도6) 확인

된다.7) 특히 송방송이 1984년에 저술한 한국음악통사는8) 본문만 600쪽에 이

르는 분량으로 증가되었다. 고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인하여 한국음악사의 조

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풍부해졌다. 즉 조선 후기 음악사의 내용은 악곡의 

파생 관계, 악곡의 변천, 악조의 변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고악보를 통한 연구는 1970년대 초 무렵에 음악사 서술에는 기여하기 

시작하 으나, 그 음악의 실체를 들려주기 위한 것에는 사용되지 못하 다. 국립

국악원이 개원한 이래 1950년대에는 주로 전통음악과 김기수의 창작곡이 연주

되었고,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 설립이후 초기의 정기연주회에는 3부류의 

 4) 이러한 연구 이전에 함화진․송석하․안확․성경린 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논증과정이 소

략하여 이혜구와 장사훈의 연구와는 차별된다.
 5) 장사훈, 한국음악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0); 장사훈, 한국음악사(서울: 정음사, 1976); 장사훈, 

증보 한국음악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1976년 도서는 부록에 해당하는 ‘국악연표’․‘한국악

기연주도’․‘찾아보기’와 부록인 ‘악학궤범 인본’을 제외하고, 1986년 도서는 부록에 해당하는 ‘국
악연표’․‘찾아보기’와 부록인 ‘악학궤범 인본’을 제외한 실제 본문 내용만 제시한 분량이다.

 6) 이 사실은 ‘납씨가’와 ‘정동방곡’의 내용 중 각각 ‘청산별곡’과 ‘서경별곡’의 가사를 비교하고 비교악보를 

제시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장사훈, 한국음악사(서울: 한국국악학회, 1970), 56~60쪽.
 7) 고악보 연구성과는 아니지만, 1974년에 수업한 한국음악사(김남정 사용, 학번 71301) 중에 ‘거문고: 음정을 

지 않았다’와 ‘(해금에서 c․d 다음에) f음을 낼 때 2․3․4지를 차례로 집고 대신 앞으로 잡아다녀[당겨]음을 

높인다’는 메모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장사훈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에 있다. 이와 같이 당시 발표 

논문의 내용이 한국음악사를 서술하는데 기여하 다. 장사훈, ｢거문고의 역안법에 따른 연주 기법의 발전에 

대하여｣, 한국음악연구 제1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71), 29~30쪽 참조.
 8) 송방송, 한국음악통사(서울: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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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전통악곡․전통악곡을 편곡한 악곡9)․창작한 악곡10))이 연주되었고, 고악

보와 관련된 악곡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

다. 1975년에 이르러서야 고악보 소재 악곡을 처음 무대에 올렸고, 이는 창작․

편곡 등의 음악활동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3. 고악보 수록 악곡 연주

이 장에서는 최근까지 고악보 소재 악곡을 연주해 온 내용을 년대 순으로 구

분하여 설명한다. 

1) 1970년대

고악보 수록 악곡을 소리로 재현하여 무대에 올린 최초의 연주는11) 1975년 

12월 1일에 [제4회 국악학연구회 전통음악 발표회]12)에서 연주된 “가곡 ‘만대

 9) 전통악곡을 편곡하여 연주한 예는 ‘제1회 국악정기연주회’(1961)에서 ‘타령’(단소와 대금, 루. 해리슨 

편곡), ‘제6회 국악정기연주회’(1965)에서 ‘태평가’(합창, 한만  편곡 및 지휘), ‘제7회 국악정기연주

회’(1966)에서 ‘소용’(오브리카토: 이승렬, 한만  편곡 및 지휘)이 있다. 장사훈, ｢국악과 10년｣,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0) 창작곡을 연주한 예는 ‘제1회 국악정기연주회’에서 관현악 ‘새당악 무궁화’(루 해리슨 작곡, 정회갑 지

휘), ‘제2회 국악정기연주회’(1962)에서 신작합주 ‘합주곡 1번’(김용진 작곡), ‘제4회 국악정기연주

회’(1963)에서 신작 국악 ‘세악을 위한 합주곡’(이성천 작곡 및 지휘), 가야고 2중주 ‘두대의 가야고를 

위한 소품’(정회갑 작곡), ‘제5회 국악정기연주회’(1964)에서 신작 국악, ‘칩거’(서우석 작곡 및 지휘)가 

있다. 장사훈, ｢국악과 1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1) 1967년 11월 3일 제8회 국악정기연주회(음대 콘서트홀)와 제12회 국악정기연주회에서 김용진의 합창곡 

‘가시리’가 연주되었고, 1974년에 합창곡 ‘청산별곡’이 연주되었다. 이 두 곡은 당시 국악에는 합창곡이 

없어서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고악보와 무관하다. 장사훈, ｢국악과 10년｣,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9~20쪽; 이재숙, ｢국악과 2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54쪽; 2014.10.07. 김용진(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대담.
1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당(=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당시 음악대학은 을지로에 있었고, 1976년 1월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 다; ‘국악학연구회’는 1959년 2학기에 권오성(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주도로 결성

되었고, ‘창작음악연주회’, ‘전통음악연주회’, ‘고악보발간’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4.10.08.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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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운13)이 금합자보 소재 거문고 ‘만대엽’을 토대로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음악

으로 재현하고자 노력하 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반주 악기 편성은 거문고․가야금․대금․피리․해

금․장고․북․박의 8종이었다. 아래 <인용문 1>에 의하면 금합자보에 기록

되지 않은 악기의 선율과 한배를 어떻게 정하 는지 알 수 있다. 금합자보에 

기록된 거문고․대금․장고․북․박의 선율은 원 악보를 그대로 이용하 고, 

가야금․피리․해금의 선율은 현행 가곡 반주 선율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한배는 이수대엽보다 느리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가곡 

중 이수대엽의14) 한배가 금합자보 당시의 삭대엽과 비슷하 을 것이라 가정하

고, 1572년의 만대엽은 삭대엽의 한배(현 이수대엽의 한배)보다 느렸을 것으로 

추정하 다. 노래와 관악기 연주자들이 이수대엽보다 느린 한배로 매우 긴 악구

의 선율을 한 호흡에 노래(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래와 관악기 연주자는 

2명씩15) 편성하 다. 

<인용문 1> “총보가 전하는 금합자보의 만대엽을 역보하고, 가야금, 피리, 해금의 

가락은 현행 가곡에 기하여 첨가하 다. 가장 문제시되는 한배는 우선 현재의 이수대엽 

보다 조금 느리게 잡아 보았다. 연주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악기와 노래는 단편성을 

피하 다.”16)

이 악곡은 1981년 11월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Innsbruck)에서 열린 ‘고대음

악 라디오음악상’(Innsbruker Radiomusikpreis für die Interpretation Alter Musik 

1981)에서 ‘특별상’을 수상하 다.17) 

대담.
13) 현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14) 이수대엽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현행 가곡의 원형이 ‘이수대엽’이라는 장사훈의 연구에 근거하 다.
15) 노래는 하주화(서울예술대학 교수)와 김우진(서울대학교 교수) 2명이 담당하 다.
16) 이재숙, ｢국악과 2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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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76년에 ‘만대엽 해탄’(황병기)이 연주된 기록이 있으며,18) 이는 고악

보 관련 작업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19) 

2) 1980~90년대

1980년대의 고악보 악곡 연주에 관한 자료는 2건만 조사되었다. 실제 없었기 

때문인지, 자료 조사의 부족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1984년 5월 26일 [KBS 제1FM 재현방송]에서 시용향악보 ‘청산별곡’이 국

립국악원 연주단에 의해 무대에 올려졌다. 악기 편성은 ‘합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9년 11월 13일에는 현경채가 [중국음악연주회]를 열어, 중국의 옛 악곡인 

<陽關三疊(양관삼첩)>을 비롯한 명(明)․청(淸)대의 금곡(琴曲) 5곡을20) 연주하

다. 이 연주는 중국 연주자들이 고금(7현금) 악곡을 연주하는 예를 보여주었

17) 역보 및 제작(1981.5.19.)은 김 운(Producer)이 담당하 고, 노래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원(필자)(Solists 
of SEOUL CITY TRADITIONAL MUSIC ORCHETRA), 출품은 KBS가 하 다. KBS ENTRY FOR 
INSBRUKER RADIOPREIS FÜR ALTE MUSIK 1981-MANDAEYOP-, Submitted by Korean 
Broadcasting System, 1981.

<사진 1> 출품작 녹음 테이프(좌)와 상장(우)(김영운 제공) 

18) 자료실,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민족음악학 제13집(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89), 69쪽.
19) 그 밖에 ‘청산별곡’(최길락, 1978)이 있으나, 작품이 수록된 대악을 확인한 결과 고악보와 무관한 곡임을 

확인하 다. 자료실,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민족음악학 제13집(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89), 69쪽; 
국립국악고등학교 동창회, 죽헌 김기수선생 송수기념－대악－(서울: 은하출판사, 1978), 306~312쪽.
또 ‘청산별곡(전인평, 1979)이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인평 본인에게 문의한 결과 청산별곡은 

본인 작품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라 하 고, 고악보의 서경별곡을 주제로 1986년에 작곡한 가야고 독주

곡 ’외오곰‘이 있을 뿐이라 답해 주었다. 이재숙, ｢국악과 2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84쪽; 2014.10.09. 전인평(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대담.

20) 1989.11.13. 秋風詞(근대), 湘妃怨(明), 關山月(淸), 魚樵問答(明), 陽關三疊(明), 김정자,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49~150쪽.



고악보 소재 악곡 연주에 대한 고찰   31

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경채의 연주가 1990년대의 고악보의 악곡 연주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 국립국악

원 연주회에서 고악보의 악곡을 연주한 회수가 이전 시기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11월 22일과 1991년의 [창작음악발표회]에서21) 윤혜진이 시용향악

보의 ‘가시리’와 ‘풍입송’을 각각 무대에 올렸다. ‘가시리’는 노래, 대금, 거문고, 

장구로 편성하 다.22) 

1993년 11월 19일의 [제38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23) 권덕원이 시용향

악보의 ‘성황반’을, 박일훈이 ‘사모곡’을, 임진옥이 ‘서경별곡’을 ‘역보’하여24) 

무대에 올렸다. ‘역보’라는 단어를 사용하 지만, 이 연주의 성격이 ‘창작발표회’

이고,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 다는 점에서 단순 역보 이상의 창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11월 23일의 [KBS 특별연주회]에서 윤혜진이 대악후보의 ‘쌍화점’

을 무대에 올렸다. ‘쌍화점’은 대악후보의 선율 중 하나를 취하고, 가사와 장

구점을 그대로 사용하 으며, ‘종묘제례악’ 중 ‘정명’의 구조를 참고하여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하 다. 윤혜진은 고악보 악곡의 연주에 관심이 많은 작곡가이다. 

이 곡을 2004년 삼청각에서 다시 연주할 때에는 단잽이로 편성하 다.25)

1995년 6월 9일의 [제41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 대악후보의 ‘이상

21) 정확한 공연명은 확인되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주최한 국악학연구회의 행사로 보인다. 국악과 

학생들의 모임인 ‘국악학연구회’는 1970년대부터 ‘창작음악발표회’와 ‘전통음악발표회’를 개최하 고, 
1990년에 윤혜진이 국악과 3학년, 1991년에 국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국악학연구회는 

한국국악학회와 ‘고악보 인’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 다. 
2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4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9), 18쪽; 2014.10.07. 윤혜진(전남대

학교 국악과 교수) 대담. 
23) [한국음악창작발표회]는 1974년에 국립국악원이 처음 주최하 고, 그 중심에는 김용만, 박일훈 등이 있

었다. 김용만은 가야금 전공이었으나, 지휘를 담당하 고, 박일훈은 작곡 전공으로 후에 국립국악원장

을 역임하 다. [한국음악창작발표회] 창작음악을 주로 발표하 고, 고악보 악곡 연주는 1993년이 처음

인 것으로 확인된다.
2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4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9), 57쪽. 자료에 ‘역보’라 명시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 다.
25) 2014.10.07. 윤혜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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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만전춘’․‘창수곡’을 원한기․윤명원․박일훈 3인이 각각 ‘역․편곡’하여 

무대에 올렸다. 기존에 ‘역보’ 또는 ‘복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역․편곡’

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역보를 한 후 악기의 특성과 여러 음악

적인 요소를 창작(편곡도 창작의 범주에 듦) 하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연주회에서 전인평이 ‘고려가요에 의한 피리 협주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이 곡은 시용향악보의 별대왕과 대왕반을 소재로 하여 피리협주곡으로 만들

었다. 이 연주곡은 대강을 시가의 단위로 하 고, 본래 선율 중 몇 음을 수정하

고, 선법을 변화시켰으며, 장단은 오늘날의 장단을 이용하 다. 그 이유에 대하

여 전인평은 ‘현재의 음악 만들기’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라 설명하 다.26)

1995년 11월 23일의 [제42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 임진옥이 ‘감군은’과 

‘한림별곡’을 관현악으로 역․편곡하여 무대에 올렸다.

1997년 4월 22일의 [제44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 ‘고려가요와 창작가요

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있었는데, ‘사모곡’․‘한림별곡’․‘이상곡’이 연주

되었다.

3) 2000년대

2000년대 초의 고악보 악곡 연주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27)

2005년 12월 22일과 2006년 9월 20일 두 번의 서울악회 [고려가요 재현] 연

주회에서 시용향악보의 ‘납씨가’ 외 25곡을28) 무대에 올렸다. 서울악회의 연

26) “시용향악보는 고려의 가요가 수록되어 … 별대왕이나 대왕반 등은 무악(巫樂)으로 … 무당들이 굿판

에서 춤을 추었을 것이다. … 역보하면서 정간을 시가의 단위로 하지 않고, 대강을 시가의 단위로 하

다. … 몇음을 수정하 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법을 변화시킨 부분도 있다. 특히 대왕반은 6박의 음

악을 8박으로 고쳤다. 왜냐하면 작곡자의 의도는 …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전통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오늘날의 음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율은 옛 선율을 이용하

지만, 장단은 오늘날의 장단을 이용하 다.” 제41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프로그램 해설 중.
27) 1979년 무렵에 김용만, 황병훈 등이 국악원을 사임하면서 한동안 ‘한국음악창작발표회’가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4.10.08. 양명석 대담.
28) 이 연주는 2장의 CD로 출반되었다. 음반에 의해 공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DI: 1.납씨가-노래:

하주화(1:53) / 2.유림가-노래: 하주화(5:13) / 3.황살문-노래: 하주화(4:08) / 4.사모곡-노래: 황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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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26곡을 모두 연주하 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주와 차

별되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연주에는 한 두 악곡만을 무대에 올렸기 때문이다. 

또 ‘재현’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이전의 연주와 차별성을 갖는다. ‘복원’ 또

는 ‘역․편곡’의 개념에서 ‘재현’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이듯이 편곡의 개념을 최소화하고 원곡에 가까운 곡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궁

의 음고․빠르기․곡태 등을 음악의 장르에 따라 6종으로 설정하여 연주하 다. 

즉 ‘납씨가’․‘유림가’․‘횡살문’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악장 풍으로, ‘사모곡’․

‘서경별곡’․‘정석가’․‘청산별곡’․‘귀호곡’은 가사의 구조에 따라 가곡 풍으로, 

‘유구곡’․‘상저가’는 사설내용에 따라 민요 풍으로, ‘나례가’․‘성황반’․‘내

당’․‘대왕반’․‘잡처용’․‘삼성대왕’․‘군마대왕’․‘대국1~3’․‘구천’․‘별대왕’

은 내용에 따라 무가 풍으로, ‘쌍화곡’․‘생가요량’은 기존연구에 따라 고취악 풍

으로, ‘풍입송’․‘야심사’는 가사와 선율에 따라 사악(詞樂) 풍으로 각각 해석하

다.

이와 같은 체계적 연주는 서울악회의 구성원에 황준연과 같은 학자도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29) 

<인용문 2> “기본적으로 시용향악보의 1정간 시가를 1박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현하 다. 다만 그 1박의 길이는 곡의 성격에 따라서 느리거나 빠르게 해석

하 다. 또한 시용향악보는 오음약보의 선율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히 평조 또는 

(4:06) / 5.서경별곡-노래: 황숙경(1:56) / 6.쌍화곡-노래: 김나리(4:54) / 7.나례가-노래: 하주화(2:24)
/ 8.정석가-노래: 황숙경(2:06) / 9.청산별곡-노래: 황숙경(2:18) / 10.유구곡-노래: 김나리(1:22) / 11.
귀호곡-노래: 김나리(1:59) / 12.생가요랑-노래: 김나리(3:07) / 13.상저가-노래: 김나리(1:42) / 14.풍
입송-노래: 하주화(7:51) 총 44:59 // CDII: 1.야심사-노래: 하주화(2:26) / 2.성황반-노래: 송은주(5:57)
/ 3.내당-노래: 이주은(5:48) / 4.대왕반-노래: 송은주(2:47) / 5.잡처용-노래: 송은주(5:25) / 6.삼성대왕-
노래: 송은주(2:47) / 7.군마대왕-노래: 송은주(2:17) / 8~10.대국 1․2․3-노래: 황숙경(2:19; 2:54; 2:01)
/ 11.구천-노래: 이주은(3:16) / 12.별대왕-노래: 송은주(1:58) 총 39:55 <서울악회 제15집－고려가요 복원 

음반>－시용향악보 소재 고려가요의 복원－음반번호: AKCD-0042.
29) 학술 작업에는 이병원과 황준연이 담당하 고, 연주에는 김정수(正秀,장구), 김정수(晶洙,대금), 박인기

(피리), 양연섭(가야금․아쟁), 이기설(해금), 홍종진(대금), 정대석(거문고), 곽태규(피리), 안승훈(가야

금), 이준호(소금), 이태백(아쟁), 박소현(사무국)<이상 회원>, 하주화(노래), 황숙경(노래), 송은주(노
래), 이주은(노래), 김나리(노래), 손범주(생황), 김기철(타악), 김혜진(타악) <이상 객원>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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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조로 지시된 음계에 맞추어서 그 선율을 해석하 고, 그 궁(宮)의 음고는 악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B♭, C, E♭ 또는 F 등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설정하 다. 궁의 자유로

운 설정은 본래 시용향악보의 편찬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각 악곡들은 그 사설의 내용과 곡태에 비추어서 악장풍, 가곡풍, 민요풍, 무악풍 

등으로 해석했다. … 본래 악곡의 리듬을 최대한 살려 재현하고자 하 다.”30)

연주에 사용한 각 악곡의 빠르기는 다음 표와 같다.

2008년 5월 14일에 양금연구회가 주최한 [제12회 양금연주회]에서 구라철

사금자보의 ‘상령산’․‘중령산’․‘세령산’이 연주되었다. 고악보 중 상당히 많은 

양이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기(19세기)에31) 양금 연주가 활성화 되어 있음을 

30) 서울악회 [고려가요 재현] 연주회의 프로그램 해설 참조.
31) 이 연주의 부제가 ‘19세기 풍류 복원 연주’ 다.

악곡 박 빠르기 악곡 박 빠르기

납씨가 1정1박 보통속도 풍입송 1정1박 보통속도로

유림가 1정1박 보통속도 야심사 1정1박 보통속도로

횡살문 1정1신축박 보통속도 성황반 1행6혼박 조금빠르게

사모곡 1정1박 아주느리게 내당 1행6혼박 조금빠르게

서경별곡 1정1박 느리게 대왕반 1정1박 조금느리게

쌍화곡 1행2박 조금느리게 잡처용 1행6혼박 조금빠르게

나례가 1정1박 조금느리게 삼성대왕 1정1박 보통속도로

정석가 1정1박 아주느리게 군마대왕 1행2박 조금빠르게

청산별곡 1정1박 느리게 대국1 1정1박 조금느리게

유구곡 1행4혼박 보통속도로 대국2 1정1박 보통속도로

귀호곡 1정1박 느리게 대국3 1행2박 조금빠르게

생가요량 1행2박 보통속도로 구천 1행2박 아주빠르게

상저가 1행2박 조금빠르게
별대왕

1행2박 빠르게

1정1박 조금빠르게

<표 1> 시용향악보 악곡의 박과 빠르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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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인데, 그동안 양금 고악보의 악곡 연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주는 양금 고악보의 악곡을 무대로 올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08년 11월 12일의 [제2회 고악기연주회] “삼현삼죽-15세기 풍악으로의 회

귀-”에서 윤혜진이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로부터 위촉받은 시용향악보 소재 

‘서경별곡’을 무대에 올렸다. 편성은 여창, 대금,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장고

다. 이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악기연구소에서 악학궤범을 근거로 복원한 15세

기의 악기 다. 복원한 대금이 악학궤범의 안공법으로 소리 낼 수 있고, ‘서경

별곡’이 정대업 중 ‘ 관’(세종 당시 화태)의 원곡이기에 ‘서경별곡’의 궁(宮)을 

청황종궁(악학궤범의 팔조)으로 해석하 다. 삼현(三絃)인 거문고, 가야금, 향비

파의 조현은 악학궤범의 조현법을 따랐다. 시용향악보에는 ‘서경별곡’ 전체

의 제1연 1절만 수록되어 있으나, 이 연주에서는 제1연의 4절을 모두 노래하 다.

2009년 4월 16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 정기공연’에서 속악원보 권7의 종

묘제례악(보태평, 정대업)을 악학궤범 조현법을32) 참고하여 무대에 올렸다.33) 

국립국악원은 이 연주를 위해 2008년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악곡의 리듬․빠

르기 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원형의 음악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 

2009년 9월 9일에 양금연구회가 주최한 [제13회 양금연주회]에서 구라철사금

자보와 동국대학교소장금보에 수록된 ‘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를34) 연주하 다. 구라철사금자보의 양금선율과 동대금보의 거

문고 선율을 함께 연주하 다.35) 두 악보에 수록된 악곡을 함께 연주하 다는 

32) “(2009년에 ‘국립국악원 정악단 정기공연’에서) … 거문고의 조현을 보태평은 문현은 중려, 청현은 황종

에 맞추어 연주하 고, 정대업은 문현을 협종, 청현은 황종에 맞추어 연주하 다. 그리고 그 악보는 편

종․편경․방향의 선율에 거문고의 개방현을 활용한 싸랭, 살갱, 청 등의 장식음을 첨가하여 연주하

다.” ‘제5회 고보석 거문고 독주회’ 프로그램 해설 중 5쪽.
33) 이 연주의 계기는 이전에 있었던 ‘종묘제례악의 왜곡 시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종숙과 남상숙이 

일제에 의해 종묘제례악이 왜곡되었고, 그 상태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고 제기한 사건이다. 대부분

의 학자들은 ‘보태평’과 ‘정대업’의 ‘일음일박’화의 현상은 일제의 왜곡이 아니라 악장요람 등에 보이

듯이 19세기 이전의 연주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34) 구라철사금자보의 ‘ 산회상 소1편’~‘하현환입 4편’과 동대금보의 ‘삭령산 2장’~‘하현회산’이 현재

의 세령산~하현도드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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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4) 2010년대

2010년 9월 12일에 종묘제례악 보존회에서 사직대제의 제례악과 일무를 사

직단에서 연주하 다. 국권을 상실하며 잃었던 제례악의 복원을 시도하 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상세한 고증작업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0년 9월 29일에 양금연구회가 주최한 [제14회 양금연주회]에서 역양아

운에 수록된 ‘세환입’․‘하현환입’․‘염불’․‘타령’․‘군악’․‘권마성’을 연주하

다.

2010년 12월 7일의 [서울악회 스무돌 기념 琴合字譜의 향악 복원 연주회]에

서 금합자보 소재 악곡을 연주36)하 다. 연주 악곡은 ‘평조만대엽’․‘정석

가’․‘한림별곡’․‘감군은’․‘비파만대엽’․‘평조북전’․‘우조북전’․‘사모곡’․

‘보허자’의 9곡이다. ‘여민락’은 제외 되었다.

2011년 3월 8일에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2011 신춘음악회 신광대놀

음]에서 시용향악보 소재 ‘청산별곡’․‘가시리’․‘사모곡’을 관현악으로 편곡

하여 연주하 다.37)

2011년 11월 10일에 여성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이 [600년의 소리향 <고려 

및 조선 노래 복원 연주회>]에서 시용향악보의 ‘사모곡’, ‘서경별곡’, ‘청산별

곡’, ‘가시리’, ‘이상곡’, ‘상저가’, ‘납씨가’, ‘대국(1․2․3)’, ‘구천’, ‘별대왕’, 속

악원보(禮)의 ‘낙양춘’, 대악후보의 ‘보허자’를 새롭게 해석하고 편곡하여 연

주하 다. 정간 시가의 새로운 해석은 문숙희가, 편곡은 김보희가 담당하 다. 

문숙희는 각 정간의 시간 단위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았다.38) 

35) 2014.10.10. 조유회 대담; 이주은 대담; 허익수 대담.
36) 이 연주회는 서울악회가 창단 스무돌을 기념하여 금합자보(琴合字譜)의 향악을 ‘복원’한 것이다. 연주에

는 서울악회 회원이 담당하 고, 이오규․황숙경․김석근․김기철․박주희 등이 게스트로 참여하 다.
37) ‘청산별곡’은 2013년 4월 23일에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신춘음악회 ‘춘색만당’]에서 다시 연주

되었다. 이 세곡이 2011년 이전에 연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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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한일고대음악연주회]에서 고

악보에 수록된 한국 고대음악의 무대화를 시도하 다. 일본의 무악요록(舞樂要

錄) 등에 전하는 고려악 중 1부 納蘇利 破(나소리 파), 納蘇利 急(나소리 급), 

歸德 急(기토쿠), 胡德樂(고토쿠라쿠), 2부 皇仁庭(오닌테이), 新鳥蘇(신토리소), 

新靺鞨(신마카), 綾切(아야기리), 3부 雙龍舞(소류노마이)의 9곡을 악보로 만들

고, 1부는 일본연주자가 일본악기로, 2부는 한국연주자가 한국악기로, 3부는 한

국과 일본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 다. 일본의 고악보에 빠르기를 지시하는 정

보가 없어 각각의 악곡을 느린 2소박 리듬과 느린 3소박 리듬으로 2회씩 연주하

으며, 악보에 기록되지 않은 요소는 재창작하는 수준이었다. 선율선은 현재의 

일본 음악과 유사한 느낌이었다고 한다.39) 외국에 전하는 고악을 연주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2년 9월 27일에 경북대금연구회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시용향악보 소

재 ‘사모곡’․‘서경별곡’․‘청산별곡’․‘풍입송’․‘야심사’ 5곡을 연주하 다. 편

성은 박․노래․대금․장고 으며, 노래는 남창과 여창이 교대로 불렀으며,40) 

남창에는 여성연주자가 반주를 하고, 여창에는 남성연주자가 반주를 하 다. 노

래를 위한 이조(移調)와 편곡을 하지 않고, 악보 그대로 역보․연주함으로써 원

곡 선율 ‘복원’을41) 시도하 다. 시용향악보의 궁(宮)은 ‘황(黃)’으로 정하 다.

2013년 9월 3일의 [제5회 고보석의 거문고 독주회]에서 세조혜장대왕실록
에 소재한 ‘종묘제례악’을 거문고로42) ‘재연’하 다. 속악원보의 종묘제례악

에 거문고․가야금․비파가 편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조혜장대왕실록
에 수록된 ‘종묘제례악’의 ‘ 신’부터 ‘송신’에 이르는 모든 곡을 연주하 다.43) 

38) 연주는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가 주관하 고, 이것은 문숙희가 발표한 논문이나 악보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문숙희, 시용향악보 복원 악보집(서울: 학고방, 2012). 
39) 한국의 연주자는 진윤경(피리) 김준 (거문고) 이지혜(가야금) 이필기(대금․단소) 조종훈(장구)이었다. 

2014.10.07. 진윤경 대담.
40) 편성은 집박, 장구, 대금, 가야금, 노래 고, ‘풍입송’․‘야심사’는 현토가 있는 한시 그대로 노래하 다. 
41) 윤병천은 ‘시용향악보의 악곡을 <복원>하는데 의의를 둔 작업’이라 설명하 다. 2014.10.10. 윤병천 대담.
42) ‘재연’(restored geomungo music)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 다. ‘제5회 고보석 거문고 독주회’ 프로그램 

해설 중 6쪽.
43) 편성 거문고 외에 악장, 피리, 편경, 해금, 축, 어, 장구, 박, 징(정대업)이며, 악곡에 따라 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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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악보는 현악기(또는 종경)과 관악기의 기본 선율만 있으므로 거문고로 

연주하기 위하여 조현과 탄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 다.44) 이 연주는 거문고로 

종묘제례악의 전곡 연주를 시도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3년 9월 13일의 경북대금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시용향악보 고려가요 

복원연주-]에서 시용향악보 소재 고려가요인 ‘사모곡’․‘서경별곡’․‘청산별

곡’․‘납씨가’․‘횡살문’을 연주하 다. ‘사모곡’․‘서경별곡’․‘청산별곡’은 2012

년에 연주하 던 곡이며, 새롭게 시도한 곡은 ‘납씨가’․‘횡살문’ 2곡이다. 편성은 

박․노래․가야금․대금․장구 다. 노래는 남녀 교대로 불렀으며, 횡살문은 여

창만 노래하 다.

2013년 12월 17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희망국악을 듣다-]에

서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고려가요 ‘정석가’․‘청산별곡’․‘대왕반’․‘잡처용’

을 연주하 다. 관현악단의 예술감독인 황준연의 기획이란 점에서 2005년 서울

악회의 연주를 관현악으로 재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9월 30일의 [제4회 경북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세종실록악보 복원

연주’]에서 세종장헌대왕실록 소재 향악곡인 ‘치화평’․‘봉황음’․‘만전춘’을 

연주하 다. 세종실록악보의 악곡은 장편이어서, ‘치화평1’의 18행, ‘봉황음’ 

16행, ‘만전춘’ 28행만을 연주하 다. 박․노래․가야금․대금․장구로 편성하

고, 노래는 여창만 불렀다. 세종실록악보의 율자(예: 南)는 현재의 정악대금

의 율자(예: 南)로 연주하 고, 여창의 음역에 맞지 않아서 여창 연주자가 노래

하기 힘들었다. 연주자들이 3박과 2박을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종(또는 

무종)을 사용하 다.45) 

2~4분야(타악기 제외)로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하 다. 2014.10.08. 고보석 대담.
44) 거문고 조현은 문현을 황종(黃)으로, 유현을 임종(林)으로, 대현을 황종(黃)으로, 괘상청을 임종(林)으로, 

괘하청을 황종(黃)으로, 무현을 황종(黃)으로 하 고, 연주법은 속악원보 권6과 악장요람의 현금(玄
琴) 각현(各絃) 격도지법(擊挑之法)에 근거하여 연주하 다. ｢연주 프로그램｣ ‘해설’ 5~6쪽; 격도지법 

중 격(擊)은 치고, 도(挑)는 뜯는 법으로 해석하 다. 그 밖에 리듬은 현행 음악의 리듬에 준하 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함께 연주한 피리 등의 악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4.10.08. 고보석 대담.
45) 연주 후에 남창의 음역으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있었다. 소종은 손바닥 위에 놓고 치는 종이

다. 2014.10.07.~10. 윤병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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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323회 정기연주회－한양 그리고 

서울, 서울에서 꿈꾸다－]에서 시용향악보의 ‘횡살문’과 세종실록악보의 ‘만

전춘’이 연주되었다.

2014년 12월 12일의 국립국악원․일무보존회․사직대제보존회가 주관한 [사

직대제]에서 사직서의궤에 의하여 ‘사직제례’를 복원하 다. 무대 사정과 공연 

시간을 고려하여 ‘국사(國社)’에 대한 의식 일부를 무대에 올렸고, ‘국직(國稷)’

의 의식은 생략하 다. 의식 절차 및 규모는 사직서의궤에 근거하고, ‘제례악’

은 악학궤범의 선율과 기록을 근거로 하여 신에 임종궁․유빈궁․응종궁․

유빈궁을 각2회 연주하고, 등가는 응종궁, 헌가는 태주궁을 연주하 다.46) 사회

를 맡은 김 운은 1907년 사직제를 지낸 이후 107년 만에 비로소 ‘종묘’와 ‘사

직’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 다.

2014년 12월 23일의 [허윤정 거문고독주회 ‘시공(時空)’]에서 신작금보 소

재 ‘중대엽’이 연주되었다. 신작금보는 거문고의 다양한 농현 주법이 기록되어 

있어, 농현을 소리로 재생하 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 연주 대상 악보는 12종이고, 문헌은 1종이다. 세종실록악보․세조

실록악보․시용향악보․대악후보․속악원보(이상 현․관악기보 5종), 

금합자보․양금신보․신작금보․한금신보(이상 거문고보 4종), 구라

철사금자보․역양아운․동대금보(이상 양금보 3종), 사직서의궤(악학

궤범 포함)이다. 악기별 악보로 구분하면 현관악기보가 5종이며, 금합자보와 

악학궤범의 아악보를 포함하면 7종으로 가장 많다. 그 밖에 거문고보가 5종, 

양금보가 2종이다. 현관악기보가 많은 것은 연주단체가 ‘복원’의 주체이고, 여

러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악곡을 선택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세조실록악보
1회는 거문고로 연주하 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든 동대금보와 구라철

사금자보 악곡을 함께 연주한 것도 주목을 끈다. 

46) 사직대제 행사 프로그램 해설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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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된 악곡은 51곡이며, 이 수치는 종묘제례악을 1곡으로 간주한 것이다. 보

태평 11곡, 정대업 11곡, 신과 전폐, 철변두 등을 세분하면 74곡이다. 여러 번 

연주된 악곡은 사모곡 4회, 서경별곡 4회, 청산별곡 4회, 풍입송 3회로 시용향

악보 소재 악곡이 단연코 많다. 

사직제례악의 경우는 사직대제의 복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해졌으

며, 여타의 경우는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독주, 중주, 관현악 등의 연주

형태는 통계를 내지 않았다. 

악보

악곡

현+관악기보 거문고보 양금보 기타

세종 세조 시용 대악 속악 금합 양신 신작 한금 동대 구라 역양 사직 미상

가락더리 1 1

가시리 2 1

감군은 1 1

구천 1

군마대왕 1

군악․권마성 1

귀호곡 1

나례가 1

낙양춘

납씨가 2

내당 1

대국1.2.3 1

대왕반 2⑴

만전춘 2 1

별대왕 2

보허자 1

봉황음 1

비파만대엽 1

사모곡 4 1

사직악 1 1

<표 2> 연주된 고악보의 악곡 (1975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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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왕 1

상령산 1

상저가 1

상현도드리 1 1

생가요량 1

서경별곡 4

성황반 2

세령산 1 2

세환입 1

쌍화곡 1

쌍화점 1

야심사 2

염불도드리 1

우조북전 1

유구곡 1

유림가 1

이상곡 2

잡처용 1⑴

정석가 1⑴ 1

종묘제례악 1 1

중대엽 1

중령산 1

창수곡 1

청산별곡 4⑴ 2

치화평 1

타령 1

평조만대엽 2 1

평조북전 1

풍입송 3

하현도드리 1 1 1

한림별곡 2 1

횡살문 2⑴

괄호 속 숫자는 같은 곡을 다시 연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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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준연47)교수가 주도하여 고악보를 해독하여 ‘복원연주’하려는 모임이 

결성된 적이 있지만 실제 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관심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2005~2010년에 시행된 ‘서울악회’의 고악보 악곡 연주 시리즈 다. 

4. 고악보 악곡 연주에 대한 인식(복원과 재현)

1) 인식의 변화

고악보 악곡을 처음 연주한 것은 ‘전통음악연주회’ 다. 이것은 고악보 악곡 

연주를 복원의 개념으로 인식하 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후 ‘창작음악발표회’

와 ‘한국음악창작발표회’에서 연주되었다는 것은 고악보 악곡 연주를 창작의 한 

분야인 편곡으로 인식하 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제38회 발표회에서 ‘역보’

라는 용어를, 1995년 제41회 발표회에서 ‘역․편곡’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복

원과 편곡의 중간 개념으로 인식하 다고 보인다.

2005년과 2006년에 행한 서울악회의 시용향악보 악곡 연주에는 ‘복원’과 ‘재

현’을 혼용하 다. 음반 설명 중 제목에는 ‘시용향악보 소재 고려가요의 복원

에 대하여…’라 하 고, 내용 중에 “… 서울악회는 시용향악보에 기록된 고려

가요의 재현을 시도하는 연주회를 2005년과 2006년 2회에 거쳐 선보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음반을 마련하 다.”고 하 다. 고악보 악곡 연주를 복원 또는 

재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의 연주는 대부분 ‘복원 연주회’를 사

용하고48) 있어, ‘복원’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고악보 악곡 연주는 전통음악(복원)－창작－역․편곡－복원 또는 재현이

란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고, 현재는 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4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동양음악연구소장.
48) 고보석은 동일한 의미로 재연(再演, restored geomungo music)을 사용하기도 하 다. ‘제5회 고보석 

거문고 독주회’ 프로그램 해설 중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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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

오늘날 고악보 악곡 연주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복원(復元,復原)’의 사전적

인 의미는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나 상태 또는 모습대로 복구하는 일’49) 또는 

‘부서지거나 없어진 사물(事物)을 원래(原來)의 모습이나 상태(狀態)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무형의 ‘사(事)’와 유형의 ‘물(物)’을 원래의 모습이나 상태로 되돌

리기 위하여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현재 전하는 고악보에 음고와 리듬, 연주법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정보 

만으로 과거 음악의 본래 소리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악보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 즉 음악의 빠르기, 정확한 리듬 분할법, 악기 조현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당시 악기의 구조와 치수 그리고 연주법 등에 대

한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악보에 기록된 정보도 악보 편찬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예로는 

기준 음의 높이에 대한 것이다. 오음약보의 궁(宮)을 황종 또는 임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50) 황종의 음고를 E♭ 또는 C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오음약보의 궁

(宮)은 4가지 음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황(黃)은 2가지 음고로 볼 수 있다.51) 

둘째 예로는 정간과 대강의 시가에 대한 것이다. 매 정간의 시간 단위가 동일하

다는 견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견해가52) 있으며, 큰 대강(3정간)과 작은 대강(2

정간)의 시간 단위에 대한 해석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소리의 회복을 

위하여 어느 학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학설을 

따르던 ‘복원’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모든 학설 중 하나가 원형을 회복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느 학설도 원형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음악은 100년 200년 이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악보에는 가장 기

49) 두산백과사전 ‘복원’ 항.
50) 황(黃)과 임(林) 외에 다른 음으로 볼 수도 있다.
51) 오음약보의 궁은 b♭, g, e♭, c 4가지 음고로, 황은 e♭, c 2가지 음고로 볼 수 있다.
52) 각주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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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인 정보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엄 한 의미의 고악보 악곡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인지도 모른다.

3) 재현

재현(再現)은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복원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자주 사용하

지 않았던 용어다. 고려시대 청자의 제조법이 단절되었을 때, 비취색을 보일 수 

있는 제조법을 고안하여 청자를 만들게 되면 ‘청자를 재현하 다.’ 또는 ‘청자의 

비취색을 재현하 다.’라고 한다. 재현은 본래 상태로 회복이라기보다는 재창조

(재창작)의 의미가 있다.

고악보에서 비어 있는 정보를 연주자 또는 작곡자에 의해 채워져야 소리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연주자 또는 작곡자의 행위는 부분적인 재창조(재

창작)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예가 1995년 제41회 창작음악발

표회에서 ‘만전춘’을 연주할 때, ‘역․편곡’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고악보의 

악곡이 합주곡임에도 악보에 기록된 선율은 하나뿐이다. 각 악기 마다 독특한 

연주법이 있을 수 있고, 조금씩 다른 리듬이나 선율을 연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악보를 해독하는 것은 ‘역(譯)’이며, 여러 악기의 악곡으로 만드는 것은 ‘편곡

(編曲)’인 것이다. ‘역’은 복원에 해당하겠지만, ‘편곡’은 창작에 해당한다. 고악보

의 빈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여 연주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해석하는 것이 작곡자 

또는 연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오늘날 고악보를 바탕으로 소리

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재현’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5. 맺는 글

이상 한국음악학계의 고악보에 대한 관심과 악곡 연주의 현황 그리고 악곡 

연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고악보 소재 악곡을 초기(1940년대)에는 연구 대상으로만 인식하 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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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한국음악사’를 집필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었다. 

고악보 악곡을 연주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1975년이었다.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 국악과의 ‘국악학연구회’에서 김 운에 의해 금합자보 ‘평조만대엽’이 연

주되었고, 현재까지 12종의 악보와 1종의 문헌을 토대로 악곡이 무대에 올려졌

다. 현관악기보가 5종, 거문고보가 5종, 양금보가 2종이다. 악곡수는 51곡이 조

사되었고, ‘사모곡’이 4회, ‘서경별곡’이 4회, ‘청산별곡’이 4회, ‘풍입송’이 3회로 

시용향악보 소재 악곡이 단연코 많다. 

초기에는 단체가 주관하 고, 최근에는 개인이 독주회에서 연주하기도 하 다. 

초기의 단일곡을 연주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고악보의 전곡 또는 ‘종묘제례악’․

‘사직제례악’의 전부를 연주하게 되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든 동대금보와 

구라철사금자보 악곡을 함께 연주한 것도 주목을 끈다. 사직제례악은 사직대제

의 복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기도 했다.

고악보 악곡 연주에 대한 인식은 전통음악-역보-역․편곡-재현-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지만, 그 저변에 깔린 인식은 ‘복원’이었다. 그러나 고악보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를 현대의 악기와 연주법, 음고, 빠르기 등으로 채운다는 점

에서는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원은 단일한 모습이어야 

하지만, 재현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현이라 하더라도 철

저한 고증(考證)이 필요하며, 반면에 개인의 창작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종잇장에서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행해진 ‘고악보의 악곡 연주 현황’을 정리하여53) 부록으

로 첨부한다.

53) 이 자료의 정리를 도와준 김하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투고일자 : 2014.10.25.  ❙ 심사기간 : 2014.11.03.~2014.11.24.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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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4) 자료실,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민족음악학제13호(서울: 동양음악연구소, 1991), 69쪽.
55) 연주한 악곡은 秋風詞(근대), 湘妃怨(明), 關山月(淸), 魚樵問答(明), 陽關三疊(明)이었다. 김정자, ｢국악

과 3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49~150쪽.
56) 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임.
5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40년사(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9), 57쪽.

공연명 연주 악곡 일시/장소 연주 단체/개인 역․편곡 비고

제4회 국악학연구회 
전통음악발표회

금합자보
‘만대엽’

1975.12.01./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서울대 국악과 김 운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고악보해독 연주>

만대엽 
해탄54)

1976.06.25./ 서울시민회관 
별관

서울시립국악관
현악단

황병기
관현악, 

고악보관련
곡미확인 

<자료 없음>

KBS 제1FM 
재현방송

시용향악보
‘청산별곡’

1984.05.26./ KBS제1FM
(재현방송)

국립국악원
연주단

합악반주 

현경채 

‘중국음악연주회’
중국 고(古) 
금곡 5곡55)

1989.11.13./ 중앙국립극장 
소극장56)

현경채
명․청대 
재현악곡 

창작음악발표회
시용향악보

‘가시리’
1990.11.22./ 

서울대 음대시청각실
서울대 국악과 윤혜진 관현악

창작음악발표회
시용향악보

‘풍입송’
1991.05.29./ 

서울대문화관소극장
서울대 국악과 윤혜진

제38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시용향악보
‘성황반’57)

1993.11.19./ 
국립국악원 소극장

국립국악원 
연주단

권덕원

(역보)

실내악 
편성

시용향악보
‘사모곡’

박일훈

(역보)

시용향악보
‘서경별곡’

임진옥

(역보)

KBS 특별연주회
대악후보

‘쌍화점’
1994.11.23./ KBS 홀

KBS 
국악관현악단

윤혜진
관현악 
편성

[고악보 악곡 연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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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피리협주곡으로 만든 곡이다.
59) 2005년과 2006년의 연주는 2008년에 2장의 CD로 출반되었고, 음반에서 연주 악곡을 확인할 수 있다. 

1. 납씨가 2. 유림가 3. 황살문 4. 사모곡 5. 서경별곡 6. 쌍화곡 7. 나례가 8. 정석가 9. 청산별곡 10. 
유구곡 11. 귀호곡 12. 생가요랑 13. 상저가 14. 풍입송 15. 야심사 16. 성황반 17. 내당 18. 대왕반 

19. 잡처용 20. 삼성대왕 21. 군마대왕 22~24.대국(1․2․3) 25. 구천 26. 별대왕 <서울악회 제15집 

－고려가요 복원 음반>－시용향악보 소재 고려가요의 복원－음반번호: AKCD-0042.
60) ‘상령산’․‘중령산’․‘세령산’이 연주되었다.
61) 행사의 주제는 －악학궤범의 악기와 시용향악보의 ‘서경별곡’－이었다.
62) ‘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가 연주되었으며, 구라철사금자보의 양금선율과 동

대금보의 거문고 선율을 함께 연주하 다.

제41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대악후보 ‘이상곡’

1995.06.09./ 
국립국악원 소극장

국립국악원 
연주단

원한기

(역․편곡)

재현 
성악곡

대악후보 ‘만전춘’
윤명원

(역․편곡)

대악후보 ‘창수곡’
박일훈

(역․편곡)

시용향악보 ‘별대왕’, 
‘대왕반’58)

전인평
피리 

협주곡

제42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대악후보
‘감군은’․‘한림별곡’

1995.11.23./ 
국립국악원 소극장

국립국악원 
연주단

임진옥

(역․편곡)
성악곡

제44회 
한국음악창작발표회 

“고려가요와 
창작가요의 만남”

대악
후보

‘한림별곡’
1997.04.22./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연주단

임진옥

(역․편곡)
성악곡

‘이상곡’
원한기

(역․편곡)

<자료 없음>

서울악회 고려가요 
재현

시용향악보 일부59) 2005.12.22./ 
국립국악원 우면당

서울악회
홍종진,
황준연

서울악회 고려가요 
재현Ⅱ

시용향악보 일부
2006.09.20./ 

국립국악원 우면당
서울악회

홍종진,
황준연

제12회 양금연주회 

‘구라철사금자보’
구라철사금자보

악곡60)
2008.05.14./ 

국립국악원 우면당
양금연구회 이주은

제2회 고악기연주회 

“삼현삼죽” -15세기 
풍악으로의 회귀-61)

시용향악보
‘서경별곡’

2008.11.12./ 
국립국악원 우면당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윤혜진
악학궤범

의 복원 

악기

2009 국립국악원 
정악단 정기공연

종묘제례악
2009.04.16./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 

정악단
악학궤범

의거

제13회 양금연주회 

‘19세기 풍류 복원 
연주’

구라철사금자보․동
국대학교소장금보

악곡62)

2009.09.09./ 
국립국악원 우면당

양금연구회
양금:이주은

거문고: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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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환입’․‘하현환입’․‘염불’․‘타령’․‘군악’․‘권마성’이 연주되었다.
64) 연주된 악곡은 ‘평조만대엽’, ‘정석가’, ‘한림별곡’, ‘감군은’, ‘비파만대엽’, ‘평조북전’, ‘우조북전’, ‘사모

곡’, ‘보허자’ 9곡이다. 
65) 연주된 악곡은 ‘사모곡’, ‘서경별곡’, ‘청산별곡’, ‘가시리’, ‘이상곡’, ‘상저가’, ‘납씨가’, ‘대국(1․2․3)’, 

‘구천’, ‘별대왕’이다.
66) 프로그램은 1부 納蘇利 破(나소리 파), 納蘇利 急(나소리 급), 歸德 急(기토쿠), 胡德樂(고토쿠라쿠), 2부 

皇仁庭(오닌테이), 新鳥蘇(신토리소), 新靺鞨(신마카), 綾切(아야기리) 3부 雙龍舞(소류노마이) 다. 
67) ‘사모곡’․‘서경별곡’․‘청산별곡’․‘풍입송’․‘야심사’가 연주되었다.
68) ‘사모곡’․‘서경별곡’․‘청산별곡’․‘납씨가’․‘횡살문’이 연주되었다.
69) ‘정석가’․‘청산별곡’․‘대왕반’․‘잡처용’이 연주되었다. 서울악회의 곡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70) ‘치화평1’․‘봉황음’․‘만전춘’이 연주되었다.

국태민안 풍년기원 

2010 사직대제
사직제례악 및 일무

2010.09.12./ 
사직단(종로구 사직동)

종묘제례악 
보존회

제14회 양금연주회 

‘19세기 풍류 복원 
연주’

역양아운 악곡63) 2010.09.29./ 
국립국악원 우면당

양금연구회 이주은

서울악회 스무 돌 기념 

琴合字譜의 향악 복원 
연주회

금합자보 악곡64) 2010.12.07./ 
국립국악원 우면당

서울악회
홍종진,
황준연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2011 

신춘음악회 신광대놀음’

시용향악보
‘청산별곡’․‘가시리’

․‘사모곡’

2011.03.08./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전라북도립
국악원 

관현악단
유장 노래+관현악

600년의 소리향 

‘고려 및 조선 노래 
복원 연주회’

시용향악보
일부,65) 

속악원보(禮)
‘낙양춘’, 

대악후보 ‘보허자’

2011.11.10./ 
국립국악원 우면당

여성국악실
내악단

<다스름>

복원:문숙희, 
편곡:김보희
․문신원

문숙희의 
새로운 

시가 해석

한일고대음악연주회-한
국 고대음악의 복원 및 

재현-

일본 고악보의 
고대악곡66)

2011.11.30./ 
국립국악원 우면당

동북아음악
연구소/

진윤경 외

역․편곡:조
대웅,이지선,

이수정

일본 소재 
고악

경북대금연구회 제2회 
정기연주회

시용향악보
악곡67)

2012.09.27./ 
경북대예술대콘서트홀

경북대금
연구회

윤병천

제5회 고보석의 거문고 
독주회 ‘종묘제례악’

세조실록
보태평․정대업

( 신~송신) 

2013.09.03./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고보석 고보석 거문고선율

경북대금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시용향악보
고려가요68)

2013.09.13./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경북대금
연구회

윤병천

송년음악회 희망국악을 
듣다

시용향악보
고려가요69)

2013.12.17./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서울시국악
관현악단

제4회 경북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

세종실록악보
향악70)

2014.09.30./ 
경북대예술대콘서트홀

경북대금
연구회

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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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정기연주회 

‘한양 그리고 서울, 
서울에서 꿈꾸다’

시용향악보
‘횡살문’ 

세종실록악보
‘만전춘’

2014.10.24./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서울시국악관
현악단

역보:황준연, 
편곡:김보현

횡살문:관현악
만전춘:여창

사직대제
사직서의궤

‘사직제례’
2014.12.12./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국악원,일
무보존회,사직
대제보존회

허윤정 거문고독주회 

‘시공’
신작금보

‘중대엽’
2014.12.23./ 

국립국악원 우면당
허윤정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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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Performances of Pieces 
from Pre-Modern Manuscripts 

Kim, Woo-Jin*

71)

This article explores the revival of pieces found in pre-modern manuscripts 

dating prior to the 19th century. Initially, during the 1940s, these pieces were 

regarded solely as artifacts for research. The first modern performance of these 

pieces took place in 1975 wher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usic performed Mandaeyop(慢大葉) from 

the Keumhapjabo(琴合字譜, 1572).

Thereafter, 51 of these pieces have been played by several performance groups and 

individuals. For the 13th Yanggeum Yeonguhoe(洋琴硏究會) concert held in 2009, several 

selections from the Guracheolsa Geumbo(歐邏鐵絲琴譜, 1817) and Dongdae Geumbo(東

大琴譜, 1813) were performed together by 3 musicians on dulcimers(洋琴): the six 

stringed zither geomungo(玄琴) and the twelve stringed gayageum(伽倻琴).

When a performer plays such older pieces, we call the performance a ‘restoration 

(復元)’. However, to restore the piece would mean to perform it as originally 

intended. Therefore, I provide that these revivals should rather be called a 

‘reproduction(再現)’ as performances are often attempted by several musicians and 

scholars under different interpretations.

Key Words: Pre-Modern Manuscript, restoration, reproduction, Korean music, Mandaeyop

 *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