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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금악의 악곡명을 상으로, 이들 악곡명이 

수록된 원전을 추적하여보고, 이를 토 로 이들 악곡이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금동문류기에 수록하게 배경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 글이다. 검토 결과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중국 금악의 악곡명은 채옹의 저술 《금조》와 한유의 문집에 수록된 중국 금악의 악곡명

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채옹의 《금조》는 《태음 전집》이라는 중국 명

(明代)의 금서(琴書) 중 ‘군서요어’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한유의 금조는 

한유문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금조십수>의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채옹과 한유에 의해서 계승된 <금조>라는 금악의 형식이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배경

은 금조라는 형식이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 다. 금조는 

‘사 부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을 연주하며 자신의 뜻을 지키고자 

한 금의 심신 수양의 기능과 소통의 기능을 극 화시킨 장르’로서 악부시와 같이 궁중 의례에 

사용되기 보다는 유가 문인들이 심신수양을 위해 홀로 연주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 던 

것으로 보인다. 채옹과 한유가 금조를 편술하 던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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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의연하게 금을 연주하며 

지조를 지키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 던 열망을 표현하는 장르로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문인금 전통이 현금을 통하여 구체화 되던 시기의 사 부 던 이득윤은 채옹과 한유의 

뒤를 이어 금조라는 금악의 갈래를 조선 전기 문인금 전통의 악곡 형식으로 계승하고자 하 던 

열망을 현금동문류기의 금조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 음을 보여준다. 

【주제어】현금동문류기(玄琴東文類記), 문인금(文人琴), 금악(琴樂), 금조(琴操), 태고유음(太古遺

音), 태음 전집(太音大全集), 십이조(十二操), 금조십수(琴操十首), 채옹(蔡邕), 한유(韓

愈)하간아가이십일장(河間雅歌二十一章), 오곡(五曲), 구인(九引)

1. 서론

금(琴)은 중국의 사 부들에게 자신을 수양하고 하늘과 소통하며 천하를 화합

하는 치리(治理)의 도구이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심신 수양의 수단으로 특별히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전제는 중국 유가(儒家) 문인금(文人琴)1) 전통의 형성, 

발전과 함께 핵심적인 논리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문인금 전통은 유교를 수용하 던 한반도 문인들에게도 당면한 과제

로 수용되었는데 문인 탄금(彈琴)의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로 중국의 금

론(琴論) 관련 문헌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 에 편찬된 현금보에도 

악보의 서두 부분에 중국의 금론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2) 그러나 중국의 금론을 수용하면서 그

와 관련된 당위성이나 추상적 이론을 수용한 결과들에 하여서는 유가의 악론

(樂論)과 함께 금론(琴論)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금악(琴樂)의 악곡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

점에서 수용하 는지에 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여러 문장류의 

기록들 중 중국 금악의 악곡명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들 악곡명이 

 1)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금악 중 문인들이 주로 향유계층으로 활동하 던 음악을 문인금 전통으로 구분하

고 있다[현경채, ｢중국 고금 음악문화의 근현 적 전승양상｣(한양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 최선아, ｢조선후기 금론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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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琴操)라는 금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목된다.3) 이에 본고에서는 

현금동문류기의 문장류 기록들 사이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금악의 악곡명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금조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관점에

서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되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금조(琴操)

조선시  금보의 일반적인 형식은 전반부에 금론과 같이 문인 탄금의 당위성

과 가치를 논의하는 부분, 악보를 위한 해제와 같은 부분들이 수록되고 거문고 

연주의 편의를 고려한 합자를 병기한 악보가 수록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

나 현금동문류기는 [현금동문류기]라는4) 제명하여 중국과 한반도 문인들의 

금 관련 문헌들을 모아놓은 부분을 수록하고 있어 여타의 악보와 차별되는 구성

을 가지고 있다. 현금동문류기에서 중국의 금악 악곡명을 수록한 부분도 [현

금동문류기]라는 문장류 기록을 수집하여 기록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

에 수록된 금악의 악곡명들은 ‘금조(琴操)’라는 중국 문인금의 악곡 형식과 관련

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금동문류기 17면부터 22면까지 수록된 

중국의 악곡명의 내용은 중국의 문인금 전통에서 문인 금악의 형식 중 금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던 한 의 문인 채옹(蔡邕, 133~192)과 당 의 문인 

한유(韓愈, 768~824)의 금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금조와 관련된 내용의 원문이다. 

 3)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현금동문류기의 ‘12조’와 ‘금조십수’의 내용이 채옹과 한유의 ‘금조(琴操)’와 관

련이 있음을 논의한바 있는데[윤 해, ｢조선전기 사 부 금악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본고에서는 이들 내용의 원전을 찾아보고 ‘금조’의 악곡들이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배경을 논의하고

자 한다.  
 4) 악보 현금동문류기는 문장류 기록을 모아서 수록하고 있는 [현금동문류기]와 악보 부분 [고금금보문

견록], [고금금선수지법문견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현금동문류기라는 제명은 문장류 기록 부

분의 제목 [현금동문류기]를 차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장류 기록을 모아서 편집한 부분은 [현금동문

류기]를 다루고 있으나 이하 현금동문류기로 통일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그림 1> 현금동문류기 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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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금동문류기에 금조와 관련하여 수록된 내용은 <고금명(古琴名)>, 

<범금곡(凡琴曲)>, <하간아가이십일장(河間雅歌二十一章)>, <금조십수(琴操十

首)>의 네 항목으로 크게 구분된다.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이들 중 <고금명(古

琴名)>, <범금곡(凡琴曲)>, <하간아가이십일장(河間雅歌二十一章)>까지의 내용

이 채옹의 금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금조십수(琴操十首)>의 부분이 한유의 금조

와 관련된 부분이다.5) 이하의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이 각각 채옹과 한유의 금조

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채옹(蔡邕) 《금조(琴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명(古琴名)>, <범금곡(凡琴曲)>, <하간아가이십일

장(河間雅歌二十一章)>의 내용이 모두 채옹의 금조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서는 채옹이 편찬한 《금조(琴操)》라는 저술의 원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고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채옹 《금조》의 판본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채옹이 편술한 《금조》는 그 편찬 시기가 오래된 만큼 단독 저술본으로 남아

 5) 선행연구에서 <범금곡>의 항목에 수록된 <금조12수>의 악곡명과 <금조십수>에 수록된 악곡명은 각각 

채옹과 한유의 금조와 관련된 내용임은 이미 논의 된 바 있다. 윤 해,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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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가 드물며 여러 책에 인용된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도 판본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랫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금조》

가 채옹의 저술물이라는 사실 관계가 모호하 으나, 중국 청나라의 고전 학자

던 손성연(孙星衍, 1753~1818)의 교열을 거쳐서 《금조이권보유(琴操二卷補

遺)》6)가 새롭게 교집된 이후 《금조》가 채옹의 저술임이 인정되었으며 이후 

학계에서도 채옹《금조》의 선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7) 반면 고악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현금동문류기를 비롯한 조선 시  금보에 수록

된 금론의 내용들 중 일부가 《태고유음(太古遺音)》8)과 《태음 전집(太音大全

集)》9)이라는 명 (明代)의 금보에서 인용되고 있음이 논의된 바가 있고10) 이 

두 악보에도 ‘出琴操’라는 원전을 표기하며 채옹의 《금조》를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채옹 《금조》의 원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판본의 《금조》는 모두 채옹의 《금조》를 수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록 내용

에는 차이가 있어서 현금동문류기에서는 어떠한 판본의 《금조》를 차용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 판본에 수록된 《금조》의 내용

과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내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고금명(古琴名)>에는 중국 전설 속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춘추전국시  인

물들의 금명(琴名)이 수록되어 있다. 황제금명(黃帝琴名)11) 청각(淸角), 제위공

명(齊威公名) 체종(遞鍾), 초장왕명(楚莊王名)12) 요량(繞梁), 사마상여명(司馬相

 6) 《금조이권보유》는《금조(琴操)》라고도 표기하며《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1092권에 인된 

판본을 참고하 다. 
 7) 중문학계에서는《금조이권보유》를 채옹 《금조》의 선본으로 인정하고 있다[유혜 (2014), 54쪽]. 비

록 손성연 교주본의 《금조이권보유》가 현금동문류기보다 편찬시기가 후 이기는 하지만 중문학계

에서 선본으로 인정되는 있고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8) 《태고유음(太古遺音)》은 송나라 사람 전지옹(田芝翁)이 찬술하 으나 명나라때 원균철(袁均哲)이 여

러 주석을 달아 새롭게 편찬하 다. 전지옹이 편술한 《태고유음》은 《태음 전집》의 전신이며 양륜

(楊掄)이 지은 《태고유음》과는 내용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당건원(唐健垣) 편찬의 《금부(琴府)》(台
北,　联贯出版社　民国六十年(1971))에 수록된 《태고유음》을 참고하 다.  

 9) 《태음 전집》은 명 에 주건(朱權)이 교집한 판본으로 《속수사고전서》1092권에 수록되어 있는 판

본을 참고하 다. 
10) 최선아, 앞의 글.
11) 황제(黃帝, BC 2697~BC 2599) 중국 신화에 나오는 제왕.
12) 초장왕(楚莊王, 미상~BC 591) 초나라의 22  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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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名)13) 녹기(綠綺), 채옹명(蔡邕名)14) 초미(焦尾), 조비연명(趙飛燕名)15) 봉황

(鳳凰)이 수록되어 있다. 신화 속에서 중국의 건국의 시조로 추앙되는 제왕인 

황제(黃帝)의 금명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국시 와 양한시 에 활동하 던 인물

들의 금명이 수록하고 있다. 중국 문명의 시조로 추앙받는 황제의 금명을 수록함

으로서 문인금의 전통이 황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황제나 문인에 국한되지 않고 조비연과 같은 황후 역시 금의 명인에 포함

하고 있다. 이 고금명의 기록들은 중국의 금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국측 사료뿐

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여러 금보에도 인용되어 있다. <고금명>에 수록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세 판본 중에서 《태고유음(太古遺音)》과《태음 전집(太音大全

集)》에 수록되어 있다. 두 금서(琴書)의 <군서요어(群書要語)>라는 부분에는 

<고금명>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태고유음》에는 <고금명>에 해당하는 부

분이 《금조》가 아닌 양원제(梁元帝) 《찬요(纂要)》출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

며 제위공명(齊威公名)이 체종이 아니라 호종(號鐘)으로16) 수록하고 있어 두 문

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음 전집》에서는 <군서요어>의 내용 

중에서 <고금명>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금조》출전으로 기록하고 있어 현금동

문류기의 내용과 더욱 일치한다. 즉 <고금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태고유음》

과 《태음 전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태음 전집》의 내

용과 더욱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악곡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악곡

명들과 함께 수록된 경위는 이득윤이 《태음 전집》에 수록된 ‘出琴操’라는 출

전을 그 로 수용하여 채옹 《금조》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태고유음》의 군서요어 중 고금명 수록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3)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BC 117)는 중국 전한의 문인으로 금(琴)연주가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채옹(蔡邕, 133~192)은 중국 후한의 문인이다. 
15) 조비연(趙飛燕, BC 45~BC 1)은 중국 한나라 성제(漢成帝)의 황후이다. 
16) 고금명과 관련된 기록은 양원제(梁元帝) 《찬요(纂要)》의 출전으로 수록된 문헌들도 있다. 《찬요(纂

要)》를 원전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들에서는 제위공명(齊威公名)을 체종(號鍾)이 아니라 호종(號鐘)
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2> 《태고유음》의 ‘군서요어’ 중 고금명 수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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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곡(凡琴曲)>에는 본격적으로 중국 금악의 악곡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은 <오곡(五曲)>, <십이조(十二操)>, <구인(九引)>으로 구분되는데 ‘~곡(曲)’. ‘~

조(操)’, ‘~인(引)’의 명칭은 금곡의 형식 또는 갈래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악곡

이 중국 금악의 어떤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금악은 문인들이 주된 향유계층 이었던 만큼 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 시와 음악의 관계에 하여 논의한 당나라 문인 원진(元稹, 779~831)의 글

은 금조라는 장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시는 주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이소는 초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시가 발전하여 

스물네 가지 이름을 얻었다. 부, 송, 명, 찬, 문, 뢰, 잠, 시, 행, , 음, 제, 원, 탄, 

장, 편, 조(操), 인(引), 요(搖), 구(謳), 가(歌), 곡(曲), 사(詞), 조(調)는 모두 시인 육의의 

계승이다. 작자의 취지에 해 말하자면, 조이하의 여덟 가지 이름은 모두 제사⋅군빈

(연회)⋅길흉⋅고락의 때에 비롯된 것이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가락에 따라 가사를 

정하고, 곡조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박자나 높낮이는 모두 악기에 따른다. 또한 

금슬로 연주한 조와 인은 민간에서 채집한 구나요와 구분된다. (그리고)악곡을 구비한 

것이면 모두 가, 곡, 사, 조라 부르는데, 이는 모두 음악에 맞춰 가사를 정하는 것으로 

가사를 선택하여 음악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 17)(元稹 《樂府古題序》)

원진의 설명에 따르면 곡(曲), 조(操), 인(引)의 형식은 시의 갈래를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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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며 이들 중 조(操)와 인(引)은 특히 금(琴)이나 슬(瑟)과 같은 악기로 연주

하는 시의 형식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음악에 

맞춰 가사를 정하는 것으로 가사를 선택하여 음악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해진 악곡에 가사를 붙이는 형태로 이해된다. 즉 

<범금곡>에 수록되어 있는 <오곡(五曲)>, <십이조(十二操)>, <구인(九引)>은 1

차적으로 시의 형식과 관련이 있는 구분이며, 시를 금으로 연주하는 악곡들 중 

선별된 일부의 악곡을 각각의 형식으로 모아 놓은 구분으로 볼 수 있다. 

금곡의 형식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헌 《금론(琴論)》에서는 금곡의 형식명 

창(暢), 조(操), 인(引), 농(弄)의 형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금으

로 연주하는 악곡을 위한 시의 형식들이며 주로 작자의 창작 의도나 시가 표방

하고 있는 정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금론》에 이르기를 “화평하고 즐거워서 지으면 창(暢)이라고 하는데, 뜻을 이루면 

천하를 널리 이롭게 하여 그 도를 아름답게 펼친다는 말이다. 슬프고 괴로워서 지으면 

조(操)라고 이름 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홀로 그 몸을 이롭게 하나 그 절조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引)은 덕을 쌓고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크게 펼친다는 뜻이

다. 농(弄)은 성정이 온화하고 맑은 것으로 평안하다는 뜻이다” 18)

 

즉 금곡의 종류로는 ‘창(暢)’,‘조((操)’,‘인(引)’,‘농(弄)’이 있으며 이러한 악곡

들은 작자의 정서상태가 ‘화악(和樂)’인가 ‘우수(憂愁)’인가에 따라 ‘창(暢)’과‘조

(操)’로 구분되며, 창작 취지가 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성정을 노래한 

17) 《樂府古題序》: “詩訖於周，離騷訖於楚。是後詩之流位二十/四名：賦，頌，銘，贊，文，誄，箴，

詩，行，詠，吟，題，怨，歎，章，篇，操，引，謠，謳，歌，曲，詞，調皆詩人六義之餘。而作者之

旨，由操而下八名，皆起於郊祭、軍賓、吉凶、苦樂之際。在音聲者，因聲以度詞，審調以節唱，句度短

長之數，聲韻平上之差，莫不由之准度。而又別其在琴瑟者爲操、引，採民甿者爲謳、謠，備曲度者總得

謂之歌、曲、詞、調，斯皆由樂定詞，非選詞以配樂也。由詩而下九名，皆屬事而作，雖題號不同，而悉

謂之爲詩可也｡” 유혜 (2014), 69쪽에서 재인용.
18) 《琴論》曰: “和樂而作，命之曰暢，言達則兼濟 天下而美暢其道也。憂愁而作，命之曰操，言窮則獨善其

身而不失其操也。引者，進德修業, 申達之名也。弄者，情性和暢, 寬泰之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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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따라 ‘인(引)’과‘농(弄)’으로 구분된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금

곡>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악곡들은 시를 노래하는 금곡이며 각각 ‘곡’, ‘조’, 

‘인’의 형태로 구분되는 형식의 악곡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범금곡>의 분

류에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금곡>의 오곡, 12조, 구인의 악곡명 등은 

《태고유음》, 《태음 전집》과 《금조이권보유》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상 차이가 없어 채옹 《금조》내용 중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핵심적인 내용으

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옹은 ‘곡’, ‘조’, ‘인’으로 구분되는 형식들을 

모두 《금조》에 수록함으로서 《금조》의 의미를 문인들이 시를 노래하며 금

을 연주하는 악곡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곡

의 형식들은 채옹의 관점에서 유가의 의를 표현하는 문인금 전통에 적절한 악

곡 형식이라고 선택되었으며, 선별된 악곡의 내용들은 춘추전국시 에 불우함 

속에서도 개인적 지조와 절조를 지킨 인물들의 시를 주로 담고 있어19) 채옹의 

금조가 표방하는 바가 문인금 전통의 적절한 음악 형식과 그 형식에 맞는 내용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간아가이십일장(河間雅歌二十一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간(河間)”은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지명인데 

채옹이 활동하 던 양한시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하

간(河間) 의 헌왕(獻王)에 봉해진 유덕은 전국시 와 진(秦)을 거치면서 무너진 

유가문화를 복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며, 실제로 유가문화 부흥의 핵심이 예

악에 있음을 주장하여 약 오백편의 예악고사(禮樂古事)를 수집하여 무제(武帝)

에게 올리며 아악(雅樂)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 으나 실제로 그가 올린 악곡들

이 아악에 편입되지는 못하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즉 <하간아가이십일장

(河間雅歌二十一章)>은 하간의 헌왕이 무제에게 올렸던 악곡 중 ‘아가(雅歌)’로 

구분된 악곡들이며 금으로 연주하는 금곡을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하간

아가이십일장>으로 구분되는 악곡들은 하간 헌왕으로 봉해진 유덕의 관점에서 

19) 유혜 (2014), 72쪽.
20) 유혜 (2013),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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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예악사상을 표방하는 시악(詩樂) 작품들을 모아놓은 구성임을 알 수 있

으며 <하간아가이십일장>에 수록된 21곡의 악곡명 중 일부가 고려시 의 문헌

에서 개별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으나21) 모든 악곡명이 통합적으로 수록된 것은 

현금동문류기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간아가이십일장>의 내용은 채옹의 《금조》를 수록하고 있는 판본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태고유음》과 《태음 전집》에서는 모두 ‘아

가(雅歌)’ 21곡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금조이권보유》에는 <하간잡가이

십일장(河間雜歌二十一章)>이라는 제명하에 24곡의 악곡명과 시가 수록되어 있

다. 손성연 교집본의 《금조이권보유》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권에는 <오곡>, <십이조>, <구인>의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하간잡

가이십일장(河間雜歌二十一章)>이 수록되어 있어 <고금명>이 없고 하간의 ‘아

가’ 신에 ‘잡가’가 수록되어 있는 점이 명 의 금서에 수록된 채옹 《금조》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22) 

‘아가(雅歌)’와 ‘잡가(雜歌)’는 한자도 비슷하고 표현만 다르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각 제명 하에 수록된 악곡의 구체적인 곡명의 내용도 달라서 <하간아

가이십일장>에는 ‘채씨오롱’으로 시작되는 21곡의 악곡명이 수록되어 있고 <하간

잡가이십일장>에는 기산조(箕山操)로 시작되는 24곡의 악곡명이 수록되어 있어 

채옹 《금조》를 수록하고 있는 판본에서 하간의 음악은 채옹의 《금조》를 수록

하고 있는 편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가’ 또는 ‘잡가’로 분류되는 악곡을 선별하여 

21) 이규보의 문집에서 <하간아가이십일장>에 수록된 악곡 중 ‘장측’, ‘단측’, ‘ 유’, ‘소유’와 같은 악곡을 

연주해 보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논의는 고를 달리하여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22) 손성연 교집본 《琴操》의 구성과 내용

상권
오곡

십이조
구인

五曲: 鹿鳴，伐檀，騶虞，鵲巢，白駒

十二操: 將歸操，猗蘭操，龜山操，越裳操，拘幽操，岐山操，履霜操，雉朝飛操，

別鶴操，殘形操，水仙操，襄陵操.

九引: 烈女引，伯妃引，貞女引，思歸引，霹靂引，走馬引，箜篌引，琴引，楚引.

하권

하간잡가
이십일장

(河間雜歌

二十一章)

箕山操, 周太伯, 文王受命, 文王思士, 思親操, 周金縢, 儀鳳歌, 龍蛇歌, 芑梁妻歎, 崔
子渡河操, 楚明光, 信立退怨歌, 曾子歸耕, 梁山操, 諫不違歌, 周獨處吟, 孔子厄, 三
士窮, 聶正刺韓王, 霍將軍歌, 怨曠思惟歌, 處女吟, 流澌咽, 雙燕離.



<하간잡가이십일장(河間雜歌二十一章)> <하간아가이십일장(河間雅歌二十一章)>

箕山操, 周太伯, 文王受命, 文王思士, 思親操, 周金縢, 
儀鳳歌, 龍蛇歌, 芑梁妻歎, 崔子渡河操, 楚明光, 信立

退怨歌, 曾子歸耕, 梁山操, 諫不違歌, 周獨處吟, 孔子

厄, 三士窮, 聶正刺韓王, 霍將軍歌, 怨曠思惟歌, 處女

吟,  流澌咽, 雙燕離.

蔡氏五弄, 雙鳳, 離彎, 歸鳳, 送遠, 幽蘭, 白雪, 長淸, 
短淸, 長側, 短側, 淸調, 大遊, 小遊, 明君, 胡笳, 廣
陵散, 白魚歎, 楚妓歎, 風入松, 鳥夜啼.

<표 1> 하간잡가이십일장과 하간아가이십일장의 곡명

<그림 3>《태음대전집》의 ‘군서요어’ 중 <금조> 수록부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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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조》와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하간아가이

십일장>과 <하간잡가이십일장>의 곡명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태음 전집》의 권4의 1면부터 3면에는 ‘군서요어(群書要語)’라는 항목이 수

록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중국측의 여러 문헌에 수록된 내용들이 출전을 밝히며 

재인용되어 있다. 군서요어의 항목에는 첫 줄의 두 줄만 《풍속통》과 《백호통》

을 인용한 것이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出琴操’라고 밝히며 채옹의 《금조》라는 

저술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3) 《태음 전집》의 군서요어에는 이와 

같이 채옹 《금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24)

23) <고금명>부분 이전에도 군서요어의 ‘琴長三尺六寸六分~’으로 시작되는 부분도 ‘出琴操’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금동문류기에서 이 부분은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고금명>을 수록한 부분부터 발췌 수록하

고 있다. 
24) 《태음 전집(太音大全集)》,《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1092권, 권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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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태음 접집》에는 현금동문류기에 수록하고 있는 금조의 악곡명 이외

의 내용 중 <고금명>의 부분도 수록되어 있고 <하간아가이십일장>의 내용도 수

록하고 있어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여 현금동문류기의 금조

는 《태음 전집》에 수록된 금조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보면, 현금동문류기에는 명 (明代)에 편찬된 금서

(琴書) 중《태음 전집》의 4권 ‘군서요어’에 수록된 채옹《금조》의 내용 중 

<고금명>의 부분부터 <범금곡>, <하간아가이십일장>의 내용까지를 발췌하여 수

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조’는 원래 시의 형식 명칭을 의미하던 

용어 으나, 금을 연주하며 시를 노래하는 것이 문인금 전통의 일반적인 형태

으므로 문인금에서 연주하는 악곡의 형식명칭으로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조는 특히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던 시기에 유학의 재정립을 주장하던 문인들

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굳건한 기개와 

절조를 지키는 마음을 표현하 던 시의 형식으로25) 또한 금곡의 형식으로 채옹

에 의해서 장르화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채옹은 금조의 범위에 <오

곡>, <십이조>, <구인>, <하간아가> 등의 여러 시의 형식을 포함시켜  ‘금조’라

는 용어를 문인금 전통에서 시와 함께 금을 연주하는 금곡이라는 의미로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득윤이 채옹26)《금조》의 전문을 수록하게 된 것은, 금조를 시와 음악

을 결합하여 음악적 관점에서 장르화 하 던 채옹의《금조》에 한 관점을 전

면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선전기 사 부들의 탄금 전통에서 연주하는 악곡의 전

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현금동문류기에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25) 악곡들의 주제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유혜 (2014)를 참고하 다. 
26) 채옹은 27세때 이미 고금(古琴) 연주 실력이 출중하여 황제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

이며 고금 연주뿐 아니라 선진의 육경 등 여러 분야의 학문에도 학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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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유 <금조>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금조십수(琴操十首)>는 금조라는 소제목을 표방하

고 있지만 채옹의 금조가 아니라 한유(韓愈, 768~824)의 작품이다. 현금동문류

기에는 한유의 작품이라는 언급이 누락되어 있지만 <금조십수>는 한유가 채옹

의 <금조십이수>를 추종하여 의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유는 호고(好古) 성향이 높고 유교의 부흥을 강력히 주장하 던 당 (唐代)

의 문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한유 <금조십수>는 그의 <논불골표(論佛骨表)〉라

는 글이 화근이 되어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당했을 때 지은 작품들로 채옹

의 <십이조>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한유 자신이 새롭게 해석하여 의작한 작품

들이다.27) 채옹의 <십이조> 에 수록된 작품과 비교하면 ‘양릉조(襄陵操)’와 ‘수

선조(水仙操)’의 두 곡을 제외한 10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한유의 <금조십

수>는 한유가 유교의 부흥 운동을 펼치며 옛 음악을 추구하고자 하 던 관점에

서 채옹의 <금조십이수>의 12개의 시 중 시의 내용이 유교의 핵심 사상과의 관

련성이 상 적으로 떨어지는 ‘양릉조’와 ‘수선조’의 작품을 제외하고 시의 내용

을 한유의 관점에서 개작한 가사이다. 

한유의 <금조십수>는 이득윤이 채옹《금조》의 내용을 수록하면서 참고하

던 명 (明代)의 금서(琴書)인《태음 전집》에도 함께 수록되어 있지 않아 별

도의 문헌을 참고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유의 <금조십수(琴操十首)>는 

《한유문집(韓愈文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판본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른 부분

이 없이 동소이하여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조선에 유입된 판본을 참고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득윤은 채옹의《금조》를 현금동문류기에 수록하

면서 참고하 던 중국의 금서(琴書)가 아니라, 한유의 문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

서 금조의 형식으로 창작된 <금조십수>라는 작품들을 발췌하여 채옹의 금조를 

계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문헌을 참고하여 현금동문류기에 수록하고 

27) 한유 <금조십수>의 작품의 내용과 관련한 논의는 유혜 (2013)의 논문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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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유의 <금조십수>는 채옹의 《금조》와 달리 ‘~곡’, ‘~

조’, ‘~인’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조(操)’의 형식으로 지어진 시만 차용

하여 ‘금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한유가 ‘금조’의 범위를 채옹

이 <십이조>로 구분한 시의 작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채옹 이후에 침체되어 있던 문인 금악 중 <금조>라는 장르를 재해석하여 문인금 

전통에서 연주하여야 하는 금악의 전형으로 재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이득윤은 현금동문류기에서 중국 금악의 악곡명을 수록하면서 채옹의 금조

에 수록된 내용에 이어서 한유의 금조를 수록하고 있다. 채옹과 한유의 금조는 

별개의 저술에 별도로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윤이 현금동문류기
에서 함께 연이어 수록한 것은 금조라는 금악의 형식을 중국 문인금 전통의 핵

심 장르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금조라는 장르에 한 중국 문인들의 인식 변화 

역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금조(琴操)의 현금동문류기 수록 배경과 이득윤의 문인 

금악(琴樂)에 대한 관점

앞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이득윤은 금조라는 중국 문인금 전통의 한 형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채옹과 한유의 금조를 함께 수록함으로서 금조라는 

장르의 역사적 변천 과정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 의 

문헌에서 금조라는 장르 또는 금조에 수록된 악곡명들은 중세 문인들의 시나 문

집의 내용에서 단편적으로는 찾아볼 수 있지만28) 금조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

으로 또 전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은 현금동문류기가 유일하다. 이와 같

이, 현금동문류기에 금조가 전면적으로 수록된 배경은 금조라는 시, 금곡의 

형식이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조선전기 문인 금론의 형성과 관

28) 주로 문인들의 시에서 악곡명이 고사와 함께 인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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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이득윤의 문인 금악에 한 관점과 관련지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금조라는 용어를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생명력을 불

어넣은 인물은 채옹(蔡邕, 132?-192)과 한유(韓愈, 768~824)이다. 채옹과 한유

는 각각 당 의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며 유학의 부흥 운동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들이다. 채옹은 제(靈帝)가 유학자들에게 5경

의 문자를 바로잡도록 지시하 던 사업에서 정리된 글자를 다시 쓰는 일을 담당

하 던 인물이고 한유는 호고(好古)성향이 강하고 불교로 어지러운 정세에 유학

의 부흥을 주장하 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채옹과 한유 모두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중앙 정치에서 배제되어 유배와 

다름 없는 생활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채옹의 저술 《금조》는 채옹이 강남에서 은거하던 무렵에 편술한 내용으로 

채옹의 사상을 집약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편술한 작품집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채옹 금조는 악부와 같이 궁

중 의식에 사용된 악곡이 아니라 중국 문인금 전통에서 홀로 연주하며 자신을 

수양하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을 모아서 수록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 부가 개인적 차원에서 금을 연주하며 유가의 의

를 표방하는 곡들을 수집하여 수록한 것이《금조》라고 판단된다. 채옹은《금

조》에 ‘곡’, ‘조’, ‘인’의 형식으로 구성된 금곡의 악곡명들과, 유교의 부흥을 주

장하 던 하간 헌왕의 유가의 의를 표방하는 작품 모음 <하간아가이십일장>

을 수집, 정리하여 ‘~조(操)’로 구분되는 형식뿐 아니라 ‘유가의 의를 표방하

며 어려운 상황에서 문인의 지조를 표현하는 금곡’이라는 넓은 의미로 금조를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옹의 금조를 약 6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재조명한 인물이 한유이다. 한유의 

<금조십수> 역시도 그가 ‘논불골표’를 썼다는 이유로 52세의 나이에 조주로 유

배되었을 당시 지은 작품들로 유배지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지만 지조를 

굽히지 않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9) 한유의 

금조는 좀 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한유의 <금조십수>는 채옹이 구분

하 던 12조의 악곡 중에서 시의 내용이 유교의 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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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곡을 제외하고 10곡으로 한유가 의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한유의 <금조

십수>는 금으로 연주하는 악곡이며 작자의 ‘우수(憂愁)’의 정서를 변하며 ‘사

부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을 연주하며 자신의 뜻

을 지키고자 한 금의 심신 수양의 기능과 소통의 기능을 극 화시킨 장르’30)를 

표하는 형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의 관점에서 금조는 ‘~조(操)’로 규정되

는 형식으로 한정짓고 있다. 채옹과 한유가 생각하고 있는 ‘금조’의 정의는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을 연주하며 자신의 뜻을 지키고자 했

던 마음’을 표현하며 ‘유교의 의를 표현하는 금악의 적절한 음악 형식’으로 여

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옹과 한유의 금조는 궁중의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이 아니며 문인이 홀로 금을 연주하는 형식으로 유교의 의를 표방하는 시와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문인금 전통의 여러 악곡의 형식 중에서 금조로 표방되는 내용을 현금

동문류기에 전문 수록한 점은 현금동문류기의 편자 이득윤이 추구하고자 하

던 문인금 전통의 이상적인 금악의 형식으로 금조를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던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31) 이득윤 역시 말년에 탄금에 입문하기는 하 으나 

현금동문류기라는 금서(琴書)를 지을 정도로 수신양성을 위한 문인금 전통의 

실천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 던 문인이다. 그 또한 채옹처럼 천문, 역학을 

비롯한 다방면의 선  문물에도 조예가 깊었던 학자 음을 고려하면, 이득윤은 

채옹과 한유가 문인금 전통의 중요한 음악 형식으로 금조를 추구하 던 것을 한

반도 문인금 전통의 금악(琴樂)으로 추종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금동문류기의 

악보 부분에 수록된 악곡들 또한 엽․중엽․소엽을 비롯한 엽류 악곡과 북

전의 악곡들만 수록하고 있는 점도 여러 금악의 형식 중 금조를 특히 선호하

던 채옹이나 한유의 음악관과도 관련지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당 의 다

29) 유혜 (2013).
30) 유혜 (2013), 216쪽. 
31) 실제로 현금동문류기의 악보부분에 수록된 악곡들은 동시 의 악보인 금합자보나 양금신보에 수

록된 금곡들과 달리 엽, 중엽, 소엽과 같은 악곡을 주로 수록하고 있는 점도 이득윤이 추구하 던 

문인 금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 



구분명 악곡명 세부내용 출전

凡琴曲

五曲: 鹿鳴，伐檀，騶虞，鵲巢，白駒

채옹
금조 

악곡명
태음 전집

十二操: 將歸操，猗蘭操，龜山操，越裳操，拘幽操，岐山操，履霜

操，雉朝飛操，別鶴操，殘形操，水仙操，襄陵操.

九引: 烈女引，伯妃引，貞女引，思歸引，霹靂引，走馬引，箜篌

引，琴引，楚引.

河間雅歌二十一章

蔡氏五弄, 雙鳳, 離彎, 歸鳳, 送遠, 幽蘭, 白雪, 長淸, 短淸, 長側, 
短側, 淸調, 大遊, 小遊, 明君, 胡笳, 廣陵散, 白魚歎, 楚妓歎, 風入

松, 鳥夜啼.

하간헌왕
아가

악곡명

琴操十首
將歸操, 猗蘭操, 龜山操, 越裳操, 拘幽操, 岐山操, 履霜操, 雉朝飛

操, 別鵠操, 殘形操 

한유금조
악곡명

한유문집

<표 2>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중국의 악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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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악보들과 달리 현금동문류기에 금조라는 중국 금악의 형식이 전문 수록된 

것은 이득윤이 추구하고자 하 던 문인금 전통의 이상적인 음악을 표하는 형

식으로 금조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된 중국의 악곡명은 유교의 부흥을 주장하고 유교의 

핵심논리를 표방하고 있는 악곡들을 수집하고 분류한 인물들이 구분한 악곡명이

다. 이들 중 채옹과 한유는 금조라는 형식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헌왕은 아가(雅

歌)라는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채옹과 한유의 악곡은 금조라는 형식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옹의 금조, 헌왕의 

아가, 한유의 금조는 국가의 의례에서 예악사상을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연주되는 

악곡이 아니라 문인 개인의 차원에서 유가의 의를 표현하는 금곡의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득윤은 조선전기 사 부가 추구하여야 하는 금악으로 채옹, 

한유가 추구하 던 금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득윤

은 《태음 전집》과 한유문집에 수록된 금조의 악곡명들을 현금동문류기
에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이득윤이 한반도 문인 

금악의 음악으로 금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현금동문류기
에 수록된 중국의 악곡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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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현금동문류기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금악의 악곡명은 채옹과 한유가 중국 

문인금 전통의 중요한 악곡 형식으로 제기한 금조라는 금악의 갈래와 관련이 있

는 내용이다. 현금동문류기에서는 채옹의《금조》를 수록하고 있는 여러 판

본들 중에서 중국 명 에 편간된 《태음 전집》이라는 금서(琴書)의 ‘군서요

어’에 수록된 채옹의《금조》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채옹의 금조를 계

승하여 새롭게 의작한 한유의 금조 작품들도 한유 문집에서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어 금조라는 금악의 형식을 현금동문류기의 저자 이득윤이 중요하게 다루

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금동문류기의 이러한 기록의 내용은 그간 중국의 금론 수용이라는 관점

에서 금론의 추상적인 논의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조선시 의 악보들에서 

악보의 실제적인 논의를 수용한 것과 더불어 조선시  사 부 금악의 음악 형식

에 관하여도 금조라는 형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금조는 

‘사 부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을 연주하며 자신의 

뜻을 지키고자 한 금의 심신 수양의 기능과 소통의 기능을 극 화시킨 장르’로 

채옹에 이어서 한유에 계승되었으며 조선전기의 사 부 던 이득윤은 이들의 

뒤를 이어 금조라는 금악의 갈래를 계승하고자 하 던 열망을 현금동문류기
의 금조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 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금조라는 

형식이 조선전기 사 부 금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북전, 엽류 악곡들이 조선

전기의 악보들에 주로 수록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관

련하여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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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Geumjo(琴操) from 
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Youn, Young-Hae

(Senior Researcher,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about chinese Geumak(琴樂) from Hyungeumdongmunryugi(玄琴

東文類記). Different from other Hyungeumbo(玄琴普) from 16-17th century, it 

contains some names of chinese geumak(琴樂).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s 

that the music names are related to the musical genre of chinese Geumak(琴樂) 

Geumjo(琴操) are revealed. In specific, the chinese music from 

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are categorized in two different parts. The 

first part is related to the book named 《Geumjo(琴操)》which is written by 

Chaeong(蔡邕). Chaeong(蔡邕)’s book Geumjo(琴操) has many different versions. 

In 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the contents from Geumjo(琴操) are 

mainly based on the book《Geumjo(琴操)》 from 《Taeeumdaejeonjip(太音大全

集)》. The second part is related to the chinese literati Hanyu(韓愈)’s Geumjo(琴

操). In 《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the contents from Hanyu(韓

愈)’s Geumjo(琴操) are mainly not extracted from the Geumseo(琴書) but from 

the 《Hanyumunjip(韓愈文集)》. 

In chinese muningeum(文人琴) tradition, the music genre Geumjo(琴操) took 

important part. Geumjo(琴操) became the special genre among the literati by 

Chaeong(蔡邕) and Hanyu(韓愈). And Geumjo(琴操) mainly meant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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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琴) solo music piece with poem. 

In summary, the writer of 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wanted to 

suggest chinese Geumjo(琴操) as a Joseon(朝鮮) muningeum(文人琴) tradition’s 

music model by extracting the contents of Geumjo(琴操) tradition from various 

books. 

【Keywords】Hyungeumdongmunryugi(玄琴東文類記), Geumak(琴樂), Geumjo(琴操), Taegoyooeum

(太古遺音), Taeeumdaejeonjip(太音大全集), Haganakayisipyiljang(河間雅歌二十一章), 

Ohgok(五曲), Gooin(九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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