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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악이란 의례와 악무를 통제하여 치세임을 과시하는 이념이자 실천  제도로 

략 기원  11세기 무렵에 나타나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되었다. 기에는 종

교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기원  5세기부터는 지배층의 술 철학이자 정치 

담론으로 발 하기 시작했고, 차로 악무와 의례의 실천  차도 정교하게 가

다듬어졌다. 이때 활용된 음악은 별도로 아악(雅 )이라고 구분되었다. 재 아

*  본 논문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

국학 학술 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조선시  

학문기 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 ’의 의미: 집  6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 회

(2020.11.27.~28.)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호서 학교 일반 학원 문화 술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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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란 용어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그 용례도 비슷하지만 서로 차

이가 있다. 를 들면 일본의 가가쿠[雅 ]나 베트남의 나냑[雅 ]은 모두 국

의 야 에[雅 ]의 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2) 궁 의 례음악으로 사용되

는 것도 같지만, 한국의 아악․ 국의 야 에[雅 ]와 다르다. 한국과 국은 

악론을 제로 아악을 이해했지만 일본과 베트남은 악과는 무 했다.

한국이 악론을 바탕으로 아악을 다뤘던 것은 고려 종 11년에 송나라의 휘

종이 보낸 大晟 (1116)을 태묘에서3) 연주한 이후 다.4) 그러나 고려 시 에는 

악의 실천에 요구되는 악무나 의주를 이론 ㆍ제도 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

문에 아악은 악정( 政)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고려 말에 성리학  소양을 갖

춘 새로운 지식인들이 지배층으로 부상하면서 학문 역으로서 악학( 學, 

1389)이 시되기 시작했고5) 조선 에 태종이 당ㆍ송 의 음악이나 송  악론

에 해 심을 보 거나6) 권근이 �禮記淺見 �(1405)을 술했다 하므로, 여말 

선 에는 악에 해 지배층의 이해와 심이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악은 이념이자 제도 기 때문에 장(典章) 제도로서 안착하지 못하면 아

악은 례 악무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세종은 재  부터 악의 논리와 제도를 정비했다. 즉, 악기와 악곡을 갖췄

고 이를 도 있게 실천하기 해 의주를 갖추고 오례의 체제 하에 제도화했다. 

이 과정 에 세종은 악보집을 간행했고,  새로운 기보 체제도 만들었다. 악보

의 간행과 창제는 악의 실천에서 요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차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악보의 간행을 시했다. 악보는 악

2) 赵维平, 2012 �中国与东亚音乐的历史研究�, 上海音乐学院出版社.

3) �고려사� 권70, 志(登歌軒架 迭奏節度); 권60, 禮志(太廟).

4) 이혜구는 신라 진흥왕 시기에 이미 악의 미  지향에 한 심이 확인된다고 서술했다. 

(이혜구, 1968 ｢ 국 악사상이 한국음악에 미친 향｣ �동서문화�2, 101면) 그러나 당

시에는 아악이 장 제도 하에 수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5) �고려사� 권77, 百官志(諸司都監 各色).

6) �태종실록� 태종 11년 12월 15일 辛丑 “前朝光王遣使請唐 器及工 其子孫世守其業. 至忠

烈王朝 金呂英掌之 忠肅王朝其孫得雨掌之. 又按宋 書 元豊年間 高麗求 工而敎之. 然則

吾東方之  實出中國也 流傳世久 恐或有訛 乞 慣習都監詳加審察 其 譜 追唐宋之

遺音 定盛朝之正 .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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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논리를 기록한 결과일 뿐이지만, 기보(紀譜)라는 행 는 별도의 논리와 실

천이 요구되는 행 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 이 있지 않았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

을 만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이 악을 실 하는 과정에서 악보를 

편찬하고, 특히 정간보라는 독창  기보체계를 만들었던 목 을 알아보려한다.  

세종실록 악보 서문에 의하면 세종은 성인(聖人)의 도를 실천하기 해 악

에 천착했고 그 결과로서 악보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도란 유가  

이상 국가를 만들기 해 요구되는 통치자의 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악보 제작에 어떻게 철되었는지는 살펴보는 일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세종실록 악보에 실린 악곡의 정체나 그 활용에 심을 가졌

고7) 세종이 국의 음악론과 악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주목하기도 했다.8) 그

러나 국의 역  왕조의 악의 실천과 악보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세종의 

악 과 악보와의 계를 논의한 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종실록 악보를 

심으로 세종의 기보 행 가 세종의 악 과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검토하

게 될 것이다. 

세종실록 악보의 반부에는 세종 12년에 완성된 아악보가, 후반부에는 세종 

27년에 새롭게 발명된 정간보가 실려 있다.9) 이  후자는 에 없던 기보 방식

으로서 세종의 악보 간행 의도와 직 으로 련되어 있었다. 비록 자는 정

간보와는 다른 기보 논리를 사용하지만 악보의 제작 목 과 과정에서는 서로 연

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종이 악을 제도 으로 정비하는 과정 

7) 이혜구 역주, 1981 �세종장헌 왕실록� 22, 세종 왕 기념사업회; 장사훈, 1982 �세종조 

음악연구: 세종 왕의 음악정신�, 서울 학교 출 부; Provine, Robert C., 1988 Essays 

on Sino-Korean Musicology, Iljisa; 송혜진, 2000 �한국아악사 연구�, 민속원; 정화순, 

2006 �조선 세종  조회아악 연구�, 민속원.

8) 송혜진, 2012 ｢세종의 음악정치 목 과 방법 고찰｣ �동양 술� 20; 2015 ｢조선 궁 음악

의 유교  특징｣ �유교문화연구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6 ｢세종실록악보: 세종, 우

리 음악을 기록하게 하다｣ �세종의 서재�, 서해문집.

9) 신악과 속악을 기록한 악보는 세종 27년에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이름은 없었다. 1948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악보는 우물 정자 모양의 칸이 있는 악보라는 뜻에서 “井間譜”라 구

분되기 시작했다. 이혜구, 1948 ｢한국의 구기보법｣ �학풍�(1948.11)(1957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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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왜 굳이 악보집을 간행했고, 특히 정간보라는 새로운 기보법을 창안하게 되

었는지 거론하게 될 것이다. 세종이 편찬한 악보와 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정간보의 특징과 편찬 목 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종이 당시 동아시아의 도 속

에서 조선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아악보 정리의 기술  차와 그 의미

아악보의 편찬은 세종 3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세종 12년까지 진행되었던 아악 

이정(釐正)의 결과물이었다.10) 세종은 제사악과 조회악을 제정하기 해 국의 

악보를 참고․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악보로 편찬했다. 이하에서는 왜 그것이 필

요했는지 서술해 보기로 할 것이다. 

1) 국 악보의 재해석과 정리

세종은 조선의 아악곡을 정하기 해 宋의 朱熹의 � 禮經典通解�의 “詩 ”과 

元의 �至正條格�에 실린 악보나 林宇의 �大成 譜�의 “釋奠 譜”에 기록된 음악 

등을 참고했다.11) 그 결과로 세종은 조회악과 제사악을 제정하고 악보로 남겼는

데, 이 때 참고한 악보  주희의 악보와 임우의 악보는 조회악과 제사악과 함

께 베껴놓았다. 이러한 음악의 양식  원천은 국이었고 조선보다 먼  악보로 

기록했지만 세종은 이를 재해석하고 국과 달리 기록했다. 먼  세종이 정리한 

악보의 기록 방식을 보면 다음 <악보 1>과 <악보 2>와 같다. <악보 1>은 세종이 

직  정리한 조회악 악보이고 <악보 2>는 세종이 참고했다고 밝히고 사한 �

禮經典通解�이다. 이상의 기록 방식은 실제 국에서 사용된 � 禮經典通解�(악

보 3)의 기보 방식과 다르다.12)    

10) 송혜진, 2000 �한국아악사 연구�, 128-158면.

11)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國朝雅 未備 世宗因中朝所賜鐘磬 

增造編鐘編磬 據 禮詩 及 林宇釋奠 譜制爲朝  祭祀 譜 今 附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된 임우의 �大成 譜� 주에는 �至正條格�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본문의 

<악보 5> 참조).



세종의 악보 제작과 그 의미·67

<악보 1> 세종실록  조회악 황종궁 “鹿鳴”  <악보 2> 세종실록 � 禮經典通解� “鹿鳴”

이상의 세 악보는 모두 �詩經� ｢ 雅｣의 “鹿鳴”를 기록하고 있다. 삼자는 같

은 음악이기 때문에 선율 개 방식도 서로 같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청성 

(“潢”)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다르게 기보되어 있을 뿐이다(<악

보 1>과 <악보 2>에서 붉은색 네모 참조). 그러나 같음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삼

자는 기보 체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결과도 차이가 있다. 를 들면, 

세종이 조선의 조회악(악보 1)을 기록할 때 궁상자보(궁ㆍ상ㆍ각ㆍ변치ㆍ치ㆍ우

ㆍ변궁) 주로 음고(音高)를 표기하되 율자보도 부차 으로 기록해 놓았고, 노

랫말도 작은 씨로 기록했으며, 악구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세종의 

조회악보는 음구조와 주를 악하기 쉽다. 다만, 세종은 조회악(시악)에서 악

곡의 리듬까지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시악(詩 )의 리듬을 1자 1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실록에 사된 � 禮經典通解�의 악보(악보 2)는 

노랫말을 심으로 기록했고 노랫말 아래 작은 씨로 율자보로 음고를 표시했

으며, 악구가 아니라 악 을 “◯”로 표시하고 있다. 

12) 端憲, ｢風雅十二詩譜和瑟譜｣(https://www.zhihu.com/question/53520374/answer/247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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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風雅十二譜�를 재기록한 朱熹의 � 禮經典通解�

이에 비해 실제 국에서 사용된 � 禮經典通解�의 악보(악보 3)는 세종실록

에 사된 해당 악보와 기록 체제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를 들면 노랫말

을 심에 놓고 작은 씨로 율자보로 음고를 표기하고  악구가 아니라 악

만 구분한 은 같다. 그러나 국에서는 악곡의 해제와 음악을 구분하기 해 

네모(方) 칸을 만들고 음악을 었다는 이 다르다.  세종이 사한 � 禮經

典通解�(악보 2)와 실제 국에서 사용된 악보(악보 3)에서는 청성(潢)을 기보

하는데 비해 세종이 정리한 “鹿鳴”(악보 1)에는 청성(淸聲)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선택의 결과 다. 조선은 

古 으로서 詩 을 선택할 때 순수한 음만으로 선율을 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청성을 쓰지 않았다.13)

한편, 제사악의 경우도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제정한 제사악(악보 4)과 임우의  

� 성악보�를 사한 악보가(악보 5) 실려 있다. 

13)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然詩 十二篇 皆以黃鐘爲宮 而或以

淸聲起調 且以淸聲間用 則非所 黃鐘一均 純粹中之純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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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세종실록 제사악 

“황종궁 1”( 신) 

<악보 5> 세종실록 �大成 譜�

신악 황종궁

의 <악보 4>와 <악보 5>는 제사악 “迎神”이라는 악곡을 보여주는데 양자는 

선율 진행 방식이 같다. 그런데 세종이 정리한 “ 신” 악곡에는(악보 4) 노랫말

이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악보 편찬 에 악장이 이미 �朝鮮國 章�에14) 실

려 있었기 때문이었다.15) <악보 4>는 조회악(악보 1)과 마찬가지로 궁상자보를 

심으로 율자보를 부기하여 음고를 표시했다. 이에 비해 세종이 사한 �大成

譜�에는 노랫말을 우선시하여 기록하고 율자보와 공척보(工尺譜)를 병기하여 

14) 1414(太宗 14)년 이 에 제례 음악은 상시 악공들이 抄寫해 놓았고, 악장은 태종 말기

부터 세종 에 �朝鮮國 章�으로 정리ㆍ인쇄되었다. �세종실록� 세종 8년 4월 25일 戊

子 “奉常判官 朴堧 上書曰 ( 략) 我朝祭享之  皆用雅歌 則正也 至於用 之法 則全無

著論 但 章三十八首及十二律聲通例. 以鑄字印爲十本, 藏之本寺, 號曰 朝鮮國 章. 跋之

曰 本朝祀神之  其聲音高下 歌詩次序 皆由工人抄寫之訛 愈久而愈失 非所以交神明之誠 

仕于本寺 , 不得辭其責矣. 則當時雅  未就釐正 未有著書 斷可知也. 自今新 訓習 工人取

才 皆按此本 其功不細 至於行祭 兼用受前規 而不全據此. 今 此本 之本朝雅 所用之法 

似皆未甚精當也 ( 략) 如有著述 書 則往日奉常 何拳拳掇拾於工人抄寫之餘 以就未完之

書乎.”

15) 송혜진, 앞의 책, 13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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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를 표시했다(<악보 5>와 <악보 6>의 붉은 색 부분 참조). 세종이 참고한  

�大成 譜�는 재 국에서 실 된 악보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종이 국의 

제사악보를 사할 때 국의 악보를 그 로 베 는지 조회악의 사례처럼 비교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에는 원 에 사용된 제사악을 기록한 다른 악보들이 있

고, 한 국과 일본에는 원 의 석 악을 기록한 다른 사례가 보이므로 이하

에서는 그것들을 심으로 세종이 사한 �大成 譜�가 실제 국에서 사용된 

악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악보 6> 熊朋来의 �瑟譜�(왼쪽)와  �聖朝通制�(오른쪽)  釋  악보

<악보 6>은 송말원 의 熊朋来16)의 �瑟譜�(왼쪽)와 원나라의 �聖朝通制�

(1309)에 기록된 석 악 “ 신” 악곡(오른쪽)을 보여 다. 웅붕래의 악보를 보

면 세종이 사한 �大成 譜�와 마찬가지로 율자보와 공척보를 병기했다. 웅붕

래는 아악을 기록하는 율자보와 민간의 악보인 공척보를 병기하는 것을 雅律通

16) 南宋 咸淳 甲戌(1274)年에 進仕가 되었다고 한다. <악보 6>은 사고 서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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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譜라고 했다. 공척보는 국에서 민간음악을 기록하는 기보법으로 일 부터 

사용되었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은 진양의 � 書�가 처음이다.17) 진양의 � 書�

는 세종도 참고한 문헌이지만 여기에는 “석 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

서는 국 시 에 원나라의 �聖朝通制�(1309) 에 기록된 석 악을 재간행했는

데(1599, 慶長 4)18) 여기에는 세종이 사한 �大成 譜�  제사악 황종궁(

신)의 선율을 은 “ 신 황종궁”의 악보가 보인다(<악보 6> 오른쪽). 여기에는 

세종이 사한 �大成 譜�19)처럼 노랫말 하나당 음고를 표시해 놓았지만 율자

보로만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에서 석 악을 기록한 악보들, 를 들면 

明의 朱載 (1536~1611)의 � 律全書�(악보 7)20)나 淸의 孔繼汾의 �闕里文獻

�(1762) 등에는 元 의 석 악을21) 기록한 악보가22) 있는데(악보 8)23) 여기

에는 모두 율자로보 음고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세종실록에 

사된 �大成 譜�는 �지정조격� 등 여러 기록 체제를 참고하여 조선식으로 재기

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종은 국의 雅律通俗譜를 사용하되 노랫말 하

나 당 음고를 표기하고 악구를 분명히 나 는 법 식 기보법을 사용했다. 따라

서 세종실록의 아악보는 국의 기보법을 재해석한 결과를 보여 다 할 것이다. 

17) 臧艺兵, 2000 ｢探索与思 -记谱法的变更对中国音乐传承传播的影响｣ �中國音乐� 2000-3, 26면. 

18) �孔子家語� 간행 시 �符 新刊素王事紀 聖朝通制� ｢孔子 廟祀｣항.

19) 세종이 사한 � 성악보�는 재 하는 석존악 악보  가장 오래된 악보라고 할 수 

있다.  

20) 명 에 기록한 元 의 석 악은(<악보 7>의 하단)의 악장은 세종이 사한 �大成 譜�

와 거의 같지만 선율은  다르다(송혜진, 앞의 책, 102-118면).

21) 원 의 석 악을 실은 �祖庭廣記�(宋, 1124 공자의 47 손)를 公元祖가 �公氏祖庭廣記�

(金, 1227, 공자의 49 손)로 보완했다. �祖庭廣記�는 孔繼汾이 �闕里文獻 �(淸, 1762, 

공자의 69 손)를 편집할 때 참고했다(송혜진, 앞의 책, 108면).

22) Provine, Robert C., op.cit., p.130․231에서 재인용. 

23) 古 은 아니지만 청 에는 雅 을 궁상자보로 기록하기도 했다. �闕里文獻備 � 권24, 

六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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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朱載 의 � 律全書�

大成 章新 譜同異  

 

<악보 8> 孔繼汾의 �闕里文獻 �

석 악

   

       

2) 문명국의 보편 음악으로서의 古 과 아악보

세종은 악 이념을 실 하기 해 아악, 즉 당ㆍ송 에 이미 古 으로 이념

화된 음악24)부터 주목했다.25) 앞 장에서는 세종이 고악를 기록한 방식이 국

과 달랐음을 정리했으므로 이하에서는 세종이 왜 그러한 악보를 편찬하려 했는

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24) �세종실록� 세종 15년 6월 28일 己酉 “大抵禮 之事 當以唐虞三代爲法 據古事 先之

以六經 有所不通 旁及百家史傳 今尙書 禮經文字明白 何取宋徽宗之制乎 且陳氏撰集 書 

窮搜細推 討論無遺 以詔萬世 ( 략) 如周之維淸大武之詩 俱美文武而以管吹之 周公之制

也. 豈以周公之達孝 而不足於斯乎 乞依古制施行.”

25)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정리된 고악도 “신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세종실록�

세종 8년 4월 25일 戊子 “自今 新  訓習工人 取才皆按此本 其功不細 至於行祭兼用受前

規 而不全據此. 今 此本 之本朝雅 所用之法 似皆未甚精當也 ( 략) 如有著述 書 

則往日奉常 何拳拳掇拾於工人抄寫之餘 以就未完之 書乎.”).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제외하고 양식  차이를 구분하는 한에서 국의 선율을 재해석한 음악을 고악으로 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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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宋ㆍ元의 악론과 古

고악이란 고 의 음악, 특히 주 의 음악과 하게 련되어 있다. 西周 周

公은 기원  1058년에 “制禮作 ”했고26) 이후로는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周禮� ｢春官｣에는 악을 장하는 료들이 보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의 악은 원시 제사의식과도 하게 련되어 있었

고, 춘추 시 에야 비로소 인문  논리나 제도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공자 이후

로 유가의 악론은 악의 본질을 논하는 철학으로,  지배층의 배타  권력을 

정당화하는 통치론으로서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순자는 악의 속성

을 “和”로 지목하는 등27) 차로 “禮 ”은 통치자에게 “刑政”에 우선하는 덕목

이 되어가고 있었다. 악과 형정은 통치를 해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28) “

악”은 “형정”처럼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자발  행 를 유도하여 치세에 도달하

게끔 하는 것이었다.29) 따라서 덕치를 내세운 권력자라면 악은 꼭 필요한 것

이었다.30) 唐  이후로는 율령제도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 역시 

법제 으로 통제되었다. 를 들면 악은 �唐六典�(開元 26, 738년)과 같은 법

의 이념과 제로도서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악은 이념과 제도 같은 추상  산물로만 실 되는 것은 아니었다.31) 

공자나 순자는 일 부터 악의 제도  문물을 “文”으로, 그 사상과 이념을 

“質”로 구분하며32) 문ㆍ질의 이상 인 결합을 주장했다.33) 물론 주공 이후부터 

26) �禮記� ｢明 ｣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下之位 以治天下 昔殷紂亂天下 脯鬼侯以饗諸

侯 是以周公相武王以伐紂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 以治天下 六年 朝諸侯於明  

制禮作樂 度量 而天下大服 七年 致政於成王成王”

27) �荀子� ｢儒效｣ “詩 是其志也 書 是其事也 禮 是其行也 是其和也 春秋 是其微也.”

28) �禮記� ｢ 記｣ “故禮以道其志 樂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姦 禮樂刑政 其極一也.”

29) �禮記� ｢ 記｣ “禮節民心 樂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禮 刑政 四達而不悖 則王道備矣. 

( 략) 大樂 天地同和 大禮 天地同節 和故百物不失 節故祀天祭地.”

30) �禮記� ｢ 記｣ “明則有禮樂 幽則有鬼神 如此 則四海之內合敬同愛矣. 禮  殊事合敬 也 

樂  異文合愛 也. 禮 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故事 時並 名 功偕.”

31) �禮記� ｢ 記｣ “樂  非 黃鐘大呂弦歌干揚也 樂之末節也 故童 舞之 鋪筵席 陳 俎 列

籩豆 以升降爲禮  禮之末節也.”

32) 杨荫浏, 1981a �中国古代音乐史稿�(上冊), 人民音乐出版社,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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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이 갖춰지지 않았던 은 없었지만34) 문질을 체계 으로 통제한 것은 춘추

시  이후 다 할 수 있다. 다양하고 거 한 악기들을 八音에 맞게 갖춰야했고, 

정연한 악무가 논리 으로 펼쳐져야 했으며, 웅 한 악 ( 懸)과 장 한 춤을 

질서 있게 실연해야만 했다. 이처럼 악의 실천은 권력자의 압도  힘을 화려

하고 무게감 있는 실질, 문물로 보여주어야 했다. 이 에서 악 실 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35) 이 때문에 춘추 시 의 아

악이란 권력자의 음악으로 한정되었다.36)

악의 실 에 동원되는 자원들이 와 같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해서는 정교한 논리도 요구되었다. 를 들면 악기를 만들고 합주를 통제하기 

해 음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음향물리론으로부터 악음의 조성과 주를 다루는  

음악 이론, 그리고 이 게 해서 만들어진 악무를 이념 으로 통제하는 유가 철

학에 이르기까지 악을 실천하기 해서는 다방면의 이론  뒷받침이 필요했

다. 춘추 시 의 여러 들은 각 분야 별로 개된 각론으로서의 악론의 이

론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 악 실 에 합당한 음악은 아악으로 한정되기 

시작하고 그 사례는 육악(六 ) 혹은 육 지악(六代之 )으로 지목되었다.37) 당

시의 고문자나 언어 습에 의하면 “夏”는 “雅”와 같았기 때문에 춘추 시 의 

아악이란 고 의 육악을 의미했다.38) 그러나 국 시 에 이미 육악은 유가  

이상향을 표상하는 음악이 되어가고 있었고,39) 당 의 음악과는 일정한 거리를 

33) �論語� ｢雍也｣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34) 춘추 말기~ 국 기의 유물 에는 거 하고 정교하며 화려한 악기들이 매우 많이 발

견된다[劉東升(김성혜ㆍ김홍련 옮김), 2010 �그림으로 보는 국음악사�, 민속원, 15-17

면]. 이러한 유물은 악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5) �禮記� ｢ 記｣ “使耳目鼻口心知百體 皆由 正以行其義 然後發以聲音 而文以琴瑟 動以干

戚 飾以羽旄 從以簫管 奮至德之光 動四氣之和 以著萬物之理 是故淸明象天 廣大象地 終

始象四時 周還象風雨 五色成文而不亂 八風從律而不姦 百度得數而有常.”

36) �左傳� 昭公 20년 “天子之 曰雅.”

37) 黃帝의 <雲門>, 唐堯의 <大咸>, 虞舜의 <大韶>, 夏禹의 <大夏> 商湯의 <大濩(鞮)> 周武王

의 <大武>. 

38) 王秀臣, 2007 ｢夏,商文化与“雅乐”制度的滥觞｣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7-22

(总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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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음악이 되어 있었다.

秦 는 그나마 육악 에서 “韶”와 “武”만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에 漢의 高

祖는 叔孫通을 시켜 아악을 정비하게 했고,40)  한 무제도 실 된 아악의 곡조

를 찾게 했지만41) “韶”의 개작에 그치고 말았다. 나아가 唐 에는 아악에 고악

(육악) 외에도 俗 , 胡  그리고 佛敎 등의 음악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42) 

사실상 이 때부터 고악은 악의 이념이자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던 것이 이념  제도 그리고 문물로 재소환된 것은 宋 다. 송 의 

지배층은 고악을 복원의 상으로 삼고, 이를 해 그간 된 악의 문물과 

논리를 면 으로 재정비하여 정교한 복고주의  악론을 만들었다. 이 과정

에서 古 은 아악의 심부로 들어갔다. 이를 해 황제는 물론이고 周敦頤, 長

知白, 房庶, 陳暘, 王灼, 鄭樵, 朱熹, 陳暘, 蔡元定 등과 같은 료  사 부도 

동참했다.43) 특히 �시경�을 노래하는 詩 은 고악 복원이라는 목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되었다. 를 들면 태종은 순화(淳化, 990~994) 연간에 향음 

주례에서 시악을 사용했고, 휘종도 정화(政和) 7년(1117)에 시악을 궁  례음

악으로 포함시켰다. 이럴 때 새로운 노랫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고악의 음악 

양식은 의도 으로 철되었다. 이러한 북송 부터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졌

던 고악에의 지향은 민간 지식인 계층에도 향을 끼쳤고, 남송 乾道(1165~ 

1173) 연간에는 趙彦肅라는 문인이 당 개원(713~41) 연간에 사용되었다고 하

는 ｢風雅十二譜｣를 지식층에게 리 퍼뜨렸다. 그것을 주희가 � 禮經典通解�에 

수록했다.44) 

39) �禮記� ｢ 記｣ “魏文侯問於子夏曰 吾端冕而聽古樂則唯恐臥, 聽鄭衛之音則不知倦, 敢問古樂

之如彼何也 新樂之如此何也. 子夏 曰 今夫古樂 進旅 旅 和正以廣 弦匏笙簧 守拊鼓 始奏

以文 復亂以武 治亂以相 訊疾以雅 君子於是語 於是道古 修身及家 平均天下 此古樂之發也.”

40) 孙世洋, 2006 ｢论周代雅乐理念的人文政治关 ｣ �长春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25 

(3), 53-55면.

41) 杨荫浏, 1981a 앞의 책, 125-126면. 

42) 邱源媛, 2003 ｢唐宋雅乐的对比研究｣, 四川大学硕士論文.

43) 杨荫浏, 1981a 앞의 책, 443-452면.

44) 의 책, 381-383면.



76·한국문화 93

송 의 지배층은 고악의 복원을 해 유가의 경   여러 고 을 섭렵하여 

악의 이념을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악무의 문식에 해서도 역 로부터 송

까지 이어졌던 사례와 자료를 폭넓게 섭렵했다. 를 들면 京房(B.C. 77-37)으로

부터 비롯된 악률론을 재검토하고 비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악기 복원에도 

심을 기울 으며, 악무 이론과 용을 해서도 여러 고문헌을 교차 검토했다. 

그 결과 그간의 악론에 남겨진 공백과 모순을 바로 잡았고,45) 의물과 악무의 

실행 차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술이 陳暘의 �

書�(1103) 200권과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의 �律呂新書� 등인데 세종은 이

것들을 읽었으므로 고악에 한 이해가 높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당 태종 정 (627-649) 연간에 유교식 학교에서는 묘학제(廟學制)를 도

입했다.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공자와 그 제자  선유에 한 제향을 올렸고, 이

러한 제도는 청 까지 이어졌다. 송 에 주희는 이를 “도통(道統)이 있음을 밝

히고 세상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  향해 가 도달하고자”하는 행 로 이해하고 

옹호했다.46) 원 에는 송 에 붙여진 공자의 시호에 “ 성(大成)”을 덧붙일 만

큼 이 제향을 시했다. 심지어 제사의 차와 음악을 �지정조격� 이나 �성조통

제�나 같은 법 에 기록할 정도로47) 악을 해 필요한 의례로 존 했다. 明

는 원 의 법 에 기록된 악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악보 7) 사례로 인용했

고, 청 에는 �闕里文獻 �에 원 의 의례를 기록하는 등(악보 8) 역 로 이어

지고 있었던 공묘에서의 의례를 존 했다. 이 과정에서도 고제를 유지한 음악도 

송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이라는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악은 唐  이후로 법

령과 함께 통제되는 제도 인 실천 상이 되었고, 宋과 元을 거치면서 정교한 

논리와 실천  기능이 보강되면서 국이라는 지역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45) 문숙희, 2014 ｢율려신서(律呂新書): 음악을 통한 세종의 국가경 ｣ �세종학학술회의 자

료집�, 47-68면.

46) 박종배, 2012 ｢조선시  문묘 향사 차의 특징과 그 교육  시사: 명․청 시기 국과의 

비교를 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3), 1-21면.

47) 김세종, 2008 ｢元代의 法典과 韓國 音 ｣ �한국사상과 문화� 44, 427-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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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송  이후로 악론은 악의 본질을 논하는 형이상학을 

넘어서 그 실천 이론이 정교하게 갖춰지면서, 즉, 악기의 제작부터 악무의 연행

에 이르기 까지 당 의 수학과 과학 그리고 술학을 포 하는 이론이 되면서 

한족(韓族)이나 이민족 할 것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실제

로 요와 은 물론이고 원48)․명ㆍ청 에서도 송 의 악론을 넘어선 논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49) 물론 왕조 별로 상황에 맞게 부분 으로 수정ㆍ보완되기

도 했지만50) 송 에 재정리된 악론은 이후로 지역과 시기를 넘어서 폭 수

용될 될만한 것이었다.

② 세종의 고악 과 아악보 편찬 목

고려 종 11(1116)년에, 송의 휘종의 성악이 들어온 그해 10월에 태묘의 

친제에 사용되었다. 이후 인종 12년(1134)에 (籍田)에도 성악이 사용되었

고,  의종(재  1146~1170) 에도 佾舞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험

은51)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八音을 고루 갖춘 懸과 文舞ㆍ武舞를 의례

에 맞춰 도 있게 실천했던 경험은 국가 례에 악무를 기계 으로 배치하던 

 시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이후 태종은 악기나 

복식 등을 마련하는 등 악의 문식을 갖추고자 노력하기는 했으나52) 세종 

48) 杨荫浏, 1981a 앞의 책, 404-405면.

49) 杨荫浏, 1981b �中国古代音乐史稿�(下冊), 人民音乐出版社, 1005-1016면.

50) 청 에는 송  이후로 정리된 아악을 폭 수용했지만 만주족의 통  례를 아악 제

도 내에 추가로 수용하기도 했다. 刘桂腾, 2001 ｢清代乾隆朝宫廷礼乐探微｣ �中国音乐学�

2001-3期, 43-67면.

51) 이혜구, ｢음악｣ �한국사�, 국사편찬 원회, 50-59면.

52) �태종실록� 태종 5년 4월 8일 癸酉 “就咨禮部曰 據議政府狀啓 備奉常寺呈照得 本寺所掌

四時祖廟 社稷 籍田 文廟等祭 陪臣祭服及 器等物 悉皆損  似難應用. 理宜赴京收買 換

新備用 具呈狀啓. 得此竊詳 上 祭服 器 不敢擅便赴京收買 理合咨稟 煩爲奏達. 如蒙允

許 隨後差人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 �세종실록� 세종 15년 11월 27일 丙午 “仁壽府尹

柳思訥上書曰 ( 략) 歲在丙戌 皇明賜  太宗祗承 然鍾磬未具 軒架未備 磬石所在 旁求

未得. 至于庚戌 惟我殿下 上念先王有志而未就 下採愚臣千慮之一 得欲作朝 禮  廣詢博

訪 及大臣.”



78·한국문화 93

까지는 큰 진 은 없었다.  

세종은 재  8년 이후 15년까지 정인지, 유사 (柳思訥)ㆍ박연(朴堧)ㆍ정양

(鄭穰)등과 같은 신구 료를 총동원하여 한국과 국의 역  왕조의 악론과 

그 실천에 해 충분히 검토했고53) 그 결과 아악보를 제작하고 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정교한 의주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54) 

이 과정에서 세종이 주목한 음악은 唐 에 정리되었다고 여겨지는 詩 과 元

에 정리된 孔廟 으로, 모두 古 의 양식을 의도 으로 구 한 것들이었다. 세

종은 고악을 실 하기기 해 다양한 노력을 들 다. 그  하나가 아악을 제

로 연주하기 해 八音을 구비한 악 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서는 악

기의 재료를 확보하는 일은 물론이고 악기의 정교한 제작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나 실행 차까지 모두 효율 으로 조정해야했다. 실제로 아악을 연주하기까지 

여러 이견이 제시되었고, 여러 차  난제도 발생했다. 를 들면, 세종은 아악 

용론에 한 반론에 응해야했고55) 악기가 완성될 때가지 드는 막 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56) 제도나 이념만으로 악이 실 되지는 

않았다는 을 보여 다.

세종이 이상과 같은 난 에 부딪치면서도 악 실 에 집 했던 것은 료들

과 함께 악론을 학습해가면서 악 실 의 가능성에 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

으로 이해된다. 를 들면 세종은 유가의 경   각종 에 기록된 악과 

실제 국의 왕조 별 실천 양상이 서로 달랐다는 을 이해하고57) 조선에도 고

53) �명종실록� 명종 7년 7월 10일 庚寅 “大抵軒架之  用之於祭享 用之於朝  所以協和神

人 其用至大 故世宗特軫聖慮 始於宣德丙午 終於癸丑 歷八年之久 始克有成. 當時費用之繁 

功役之重 世宗豈不知之 特以所關之重 不爲世俗之 所動 爰命朴堧 主其事 至命以所造

編磬入內 以聖旨定之. 此睿算之出於 常萬萬 而至今稱 也. 今之所改編磬 特因 補缺 

其功役 視世宗朝不啻減十分之九. 苟勸課有道 可指日斷功 而朝廷之間 議論不中 視爲迂闊. 

鑞鐵則戶曹 工曹相推 磬石則水軍 船隻俱闕 以此匠人 有時廢事 役徒或至游手 自上亦無

勸課之方 任事 無 起之心 有怠惰之氣 悠悠度日 苟且益甚.”

54) �세종실록� 세종 13년 10월 3일 甲午; 장사훈, 앞의 책, 78-80면.

55) �세종실록� 세종 12년 9월 11일 己酉 “我國之人 則生而聞鄕  歿而奏雅  何如.”

56) �세종실록� 세종 15년 11월 27일 丙午 “乃命攸司 鍾磬器服 不計萬金之費 數年之間 一皆

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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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논리에 근거하여 악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은 국의 문헌을 검토하면서 참고할만한 고악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간 했다.58) 따라서 세종 12년 가을에 경연에 나가 �율려신서�를 강독하며 

오로지 남은 일이 황종율을 정하는 일이었다고 한 은59) 세종이 악론을 충

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일을 거의 다 완료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

서 세종은 악론에 제시된 문명에 한 보편론과 이를 실 하기 한 각종의 

실천론들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국 밖에서도 즉, 조선에서도 악의 실 이 

가능함을 확신했다 할 것이다.

실 으로 古 은 송ㆍ원 에 이미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다. 고악은 악론 

속에서 제도나 연 기 상에 존재하는 옛음악이 아니라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

를 통하는 보편  음악이자 문명을 상징하는 음악이었다. 이에 세종은 문명국

의 상징으로서 고악을 주목하고 이를 조선의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이를 조선식으로 기록하려 했다. 송의 지배층이 아악의 범주에 시악 같은 

고악의 양식을 의도 으로 끌어들 고,  이민족에게 한족의 문화  역량을 과

시하기 해 고 로부터 이어져 왔던 악 유산을 국가  역량을 집 시켜 발

시켰으며, 이에 한 기록도 충분히 남겨놓았다. 이에 세종도 동아시아의 보편  

문명국이자 문화국으로서의 조선을 구체화하기 해 고악을 조회악과 제사악으

로 한정하고 기록하는 일을 시도했다고 이해된다. 고악은 육 지악이라고도 할

만큼 형정에 우선하여 평화 으로 도달한 치세를 상징한다. 치세는 성인이 도달

할 수 있는 경지 으므로, 세종은 성군으로서의 고악을 펼치는 것은 필요한 일

이었다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종이 고악을 아악보로 편찬한 것은 

문명국의 보편  가치를 구체화하기에 악보만한 것이 없다고 단했다고 할 것

57) �세종실록� 세종 12년 9월 11일 己酉 “況雅  中國歷代所製不同 而黃鍾之聲 且有高下. 

是知雅 之制 中國亦未定也.”

58)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又今奉常之 章 不知何自而傳 間有

出於一時 工之增益 未足爲信. 而所可  禮詩  風雅十二篇 至正條格及 林宇 釋奠

譜十七宮而已 ( 략)  然此二譜之外 更無可據.”

59)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宣德庚戌秋 御經筵講蔡氏律呂新書 

歎其法度甚精 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鍾未易遽得 重其事也 乃命臣等 釐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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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종실록 아악보 서에서는 악보나 악서가 충분치 못해 주자나 채원정이 지극

히 원했던 고악의 복원이 조선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60)고 기술하고 있다. 세

종은 문헌 검토를 통해 唐  이후로 고 (古典)의 지 를 얻게 된 고악의 퍼

토리  일부를 조선의 고악으로 선택하고 조회악과 제사악으로 정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의 기보 방식은 국의 그것을 따르기 보다는 재해석했

다. 세종은 �율려신서�의 악률론과 오성론 그리고 악조론 등의 부(適否)를 검

토하여, 국의 고  음악을 궁상자보로 재해석했고, 율자보나 공척보를 병기

하고 악구를 나눠 조선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즉 세종은 조선 악을 실 하

기 해 국 古 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해석 거쳐 선택한 것이고 이를 

공표하기 해 아악보를 만들었다 할 것이다. 

3. 정간보 창제와 그 의미

세종실록 말미에 실린 악보는 모두 11권인데 앞의 2권은 고악(古 )을 기록한 

아악보이고 나머지는 9권은 모두 신악과 속악을 기록한 정간보이다. 신악과 속

악은 양식 으로 모두 고악에 상 되는 음악으로,61) 고악보다 기록된 양이 월등

히 많다.62) 다음 <표>는 그러한 을 보여 다. 

60)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惜其 書殘缺譜法不傳 所以有 崩

之歎也. 古 旣不可復見矣. 若其求黃鍾於聲氣之元 制二十八聲 大 卑 不相奪倫. 朱子

蔡氏之志 伸於千載之下 則必不能無待於聖朝焉.”

61) 김종수, 2009 ｢� 學軌範� 악기분류의 음악사학  고찰｣ �동방학� 16, 375-397면.

62) 용비어천가의 출간은 세종 29년(1447) 2월부터 시작되어 10월에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음악을 붙인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은 같은 해 6월 이 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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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구분 기보 체계/노랫말 권 면

아

악

보

조회 아악 고악 율자보 궁상자보 기악보 136 1-19

제사 아악

고악 율자보 궁상자보 기악보

137

1-21

고악 율자보 가창보 /�의례경 통해�(주희) 22-24

고악 율자보 공척보 가창보 /� 성악보�(임우) 25-27

정

간

보

정 업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한문 가사 
138

1-25

보태평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한문 가사 26-39

발상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한문 가사 139 1-27

래의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40  
인자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1

여민락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문 가사 2-8

치화평 上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9-50

치화평 中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141 1-42

치화평 下 上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142 1-30

치화평 下 中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143 1-30

치화평 下 下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144 1-30

취풍형 上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145

1-19

취풍형 下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용비어천가 한  노랫말 20-38

후인자 신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39-40

황음 一 속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처용가 개사(윤회)

146

1-11

황음 二 속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처용가 개사(윤회) 11-21

황음 三 속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처용가 개사(윤회) 21-27

만 춘 속악 정간보 율자보 총보 /개사( 황음 개사와 같음) 28-30

악장  기타
사직, 종묘, 선농, 선잠, 우사, 문선왕석 , 둑제, 문소  악장

147
1-6

용비어천가 서 7-13

<표> 세종실록악보의 내용과 체제 

이상의 <표>를 보면 신악을 기록한 정간보가 큰 비 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간보 에는 “ 황음”이나 “만 춘”처럼(권146) 시기의 속악 곡조에 

노랫말만 새로운 것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세종 당 의 음악을 

정간보로 기록한 것이다. 사실상 세종 29년 기록에 의하면 <표>에 보이는 악보

만이 아니라 속악도 별도의 악보(정간보로 추정)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63) 

63) �세종실록� 세종 29년 6월 5일 乙丑 “初上以龍飛御天歌 被管絃 調其縵急. 作致和平 醉豐

亨 民 等  皆有譜. 致和平譜五卷 醉豊亨 民 譜 各二卷. 後又作文武二舞 文曰 保

太平 武曰定大業 譜各一卷. 又取瑞應 別作一舞 號發祥 有譜一卷. 又定俗  以桓桓曲 亹

亹曲 維皇曲 維天曲 靖東方曲 獻天壽 折花 萬葉熾瑤圖 嗺子 抛毬  步虛子 破子 淸平

 五雲開瑞朝 衆仙  白鶴子 班賀舞 水龍吟 無㝵 動動 井邑 眞勺 履霜曲 鳳凰吟 滿殿春

等曲 爲時用俗  有譜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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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것은 세종실록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세종에게 정간보란 음악 기록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간보의 기록 체제

를 분석하여 세종이 이 새로운 기보 체계를 창안하고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

는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1) 정확성과 확장성이 높은 논리  기보법의 발명 

신악은 조선 래의 향악과 고취악의 양식에 따라 만든 음악이었고, 속악 역

시 당시 향악을 말하기 때문에 세종이 참고한 국의 기보 체계로는 이를 기보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간보는 기 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길이를 논

리 으로 정확히 기보할 수 있다.64) 한 합주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총

보로 만들 수 있고, 정확한 음고를 표기를 해 붉은 색(<악보 9>에서 “소무”)

도 사용하는 등65) 음악  정보를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보 체계이다.  

   6행 총보(치화평)      5행 총보(정 업)     4행 총보(치화평-한 )   4행 총보(정 업-한자)   2행보(치화평) 

<악보 9> 정간보의 기록 방식

64) 이혜구, 1987 �정간보의 정간 강  장단�, 세 음악출 사.

65) 송혜진, 2016 ｢세종실록악보: 세종, 우리 음악을 기록하게 하다｣ 앞의 책,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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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악보와 같이 정간보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개되는 한  노랫말의 

주를 분명하게 기보할 수 있고(<악보 9> “치화평”),  단일한 가창보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2행보 “치화평”)66) 동시 으로 울리는 여러 성부를 다양한 방식으

로 표 할 수도 있다. 한 장단이라 불리는 반복  악구를(<악보 9>에서 “개

안”) 효과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정간 안에는 音高나 노랫말 혹은 장고  등

을 표기하여 다양한 용도로 악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에서도 정간보 창제 이 에 네모 칸을 사용하여 음악을 기록한 은 있

다. 앞 장에서 본 宋 의 주희의 �의례경 통해�(악보 3)나 元의 徐載(1320~?)

의 �韶舞九成 補�67)에서는 68) 정간보 기록에 보이는 네모 칸이 보인다. 그러

나 한국와 국의 악보에 사용된 네모 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를 들면, 국의 �의례경 통해�(악보 3)는 악곡의 해제와 악보를 구분하기 

해 악보 부분에 네모 칸을 그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韶舞九成 補�에 보이는 

네모 칸은 으로 사용된 것이다.  

<악보 10> 元 徐載(14세기)의 方格譜 �韶舞九成 補� “九德之歌音图”

66) �용비어천가� 4장 “狄人ㅅ 서리  가샤 狄人이 외어늘 岐山 올샴도 하디시니 野

人ㅅ 서리  가샤 野人이 외어늘 德源 올샴도 하디시니.”

67) �永 大典�  �四庫全書�에 한다. 본고의 악보는 �四庫全書�본.

68) 韶舞는 육악  하나로 舜의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漢 고조 6년(기원  201)에 

실 된 음악이었다. 육악의 상징을 활용하여 황제의 음악으로 기록할 뿐이었다. 이러한 

음악은 淸 에도 궁  례악무로 사용되었는데 그 음악  내용 역시 춘추 시  이 의 

육악과는 무 하다. 藍玉崧, ｢韶｣; 彭松, 1989 ｢韶舞舞譜｣ �中國大百科全書(音 ․舞蹈)�,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573-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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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 10>은 “方格譜”라 부르는 기록체계인데, 네모 칸 안에 노랫말과 

12율명이 기록되어 있는 에서는 정간보와 같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音圖”

라 할 뿐 악보로 간주하지 않았다. 방격보의 네모 안에는 악곡의 조성에 따라 

에서 아래로 12율을 높은 음으로부터 낮은음까지 악곡 별로 달리 배열하고, 

왼쪽 끝은 악곡과 무 하게 응종부터 황종까지 배열하여 악곡 별 음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즉, 방격보의 네모 칸은 자의 처럼 노랫말의 음고를 

지시하기 때문에 음의 지속, 즉 길고 짧음을 알 수 없다. 음가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방격보로는 음들의 리듬과 악구의 주를 알 수 없다. 한 합주에 해서

도 그 어떤 음악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방격보의 네모 칸은 정간보와 

모양만 비슷할 뿐 그 기능은  다르다. 국이나 일본에서 정간보와 비슷한 

용법으로 네모 칸을 악보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644년부터 1768년 사이

다.69) 따라서 정간보는 한 일 기보법  리듬과 주의 구분을 가장 먼  기록

할 수 있는 악보 고,  그 기보의 정확성과 확장성도 한 가장 높은 악보

다 할 것이다. 

2) 악론에 내재한 계  질서에 한 이  해석과 정간보 

악은 자가 통제하여 구 한 조화로운 세상을 술로써 보여 으로서 치

세를 상상하게 만드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악론에 의하면 조화로운 

세계란 실 으로 존재하는 계  차등을 효과 으로 구 해야 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조선이 악의 궁극에 도달하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았다. 이하

에서는 15세기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악을 실 함에 있어서 면하게 된 계

의 문제를 어떻게 악보로 다루고 있는지 서술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간보

의 창제 이유와 활용 목 을 밝히게 될 것이다.

① 조선 “교화”의 규범화와 정간보

정간보는 세종 이후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종 만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지 세조 사후에도 여 히 낯선 기보 방식으로 취 되었다.70) 이후로 정간보는  

69) 漆明镜, 2009 ｢《魏氏乐谱》 若干问题之我见｣ �文化艺术研究� 2009-2期, 85-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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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후보�( 조 연간)나 �속악원보�(고종 연간) 같은 궁  악보로 몇 차례 간

행되었지만, 1922년에 이왕직은 세종실록 악보 일부와 세조실록 악보를 간행해

야 할 만큼71) 궁  음악 당사자들에게도 익숙한 기보 체제는 아니었다. 민간에

서도 � 합자보�(1572)나72) �양 신보�(1610) 이후로 �삼죽 보�(1841)에 이르

기까지 드물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합자보나 육보에 비해 활용도가 거의 없었다

고 할 수 있다. 정간보는 기보 논리가 간명하여 손쉽게 음악을 기록할 수 있고, 

 활용에의 확장성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보 체제가 이다지도 사용

되지는 않았다는 은 정간보가 다른 목 으로 만들어졌다고 추론하게 된다. 이

하는 그 에 해 서술해볼 것이다. 

정간보에 기록된 음악은 모두 왕실 조종의 공덕을 기념하기 해 만든 음악이

었다.73) 조종의 업을 기리는 일은 악의 핵심 인 과제 다. � 기ㆍ악기�에

서 악은 무력  성취를 상징한다74)고 했고,  악을 와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감각  쾌락을 만족시키기 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民에게 좋고 나쁜 것을 

“가르쳐” 인도(人道)의 정도를 회복시키기 해서임을 밝히고 있다.75) 권력자의 

공 은 무공(武功)과 문덕(文德)을 모두 포함하지만 �주례�에는76) 무력으로 굴

70) �세조실록� 권48, 譜 “惟我東國雅 則 亦用十二律爲譜 鄕 則 只以肉譜爲譜 疎數緩急

之節 不可以爲據而傳有後世也. ( 략) 前代未有聲音節奏 疎數緩急之譜 只有効其聲 而作

肉譜 以傳其聲 且琵琶玄琴伽耶琴笛觱篥 各異其譜 煩雜難曉 又未有歌聲之譜. 今合絲竹歌

杖鼓拍板 總而爲譜 要約而不煩明白而易曉.”

71) 국립국악원 소장.

72) � 합자보�에는 세종이 만든 정간보의 논리(1정(井)을 1박(拍)으로 해석)가 철되지는 

못했고 여타 기보 방식만을 취했을 뿐이다.  

73) �세종실록� 세종 29년 6월 4일 乙丑 “議政府據禮曹呈啓 詩謌之作 皆所以稱贊先王盛德神

功 要必協之聲律 用之上下 使鄕黨邦國謳吟諷誦 起其念慕之心. ( 략) 今降 龍飛御天謌 

乃爲歌詠祖宗盛德神功而作 所宜上下通用 以極稱揚之意 不可止爲宗廟之用. 民  致和

平 醉豐亨 等  於公私燕享 幷許通用.”

74) �禮記� ｢ 記｣ “夫樂  象成 也 總干而山立 武王之事也 發揚蹈厲 大公之志也 武亂皆坐 

周召之治也 且夫武始而北出 再成而滅商 三成而南 四成而南國是疆 五成而分 周公左 六成

復綴 以崇天子”

75) �禮記� ｢ 記｣ “是故先王之制禮樂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以敎民平好惡 而反人道之

正也”

76) �周禮� ｢春官｣ 宗伯下 “鞮鞻氏 掌四夷之  其聲歌 祭祀 則龡而歌之 燕亦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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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킨 지역의 악무를 악의 차 에 포함시키고 조종의 무업을 찬양하고 있

다. 따라서 무공을 미화하는 것은 周 로부터 이어지는 악의 실질이었다. <표> 

에서와 같이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고 첫 곡으로 조종의 무업을 기리는 “정 업”

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에서 정간보는 음악에 한 

비망(備忘)보다는 악정( 政)에의 의지를 보이기 해, 즉 권력자가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해 만들었다고 이해된다.  

세종실록 아악보에 의하면, 세종이 악을 통해 기 한 효과는 존비를 가리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77) 아악보를 만들 때까지 세종이 참고한 송 의 이후의 

문헌들에는 이 이 강조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五代十國 시 의 혼란기에 원

에서 발 했던 국의 악은 국 역으로, 특히 남방의 諸國으로 리 퍼졌

다. 남방 제국의 군주들은 혼란기를 맞아 권력의 정통성을 의심받았고,  군주

의 권력을 하는 료 집단의 성장을 억압하기 해 군신 간의 계 혹은 신

하들 간의 서열을 분명히 하기 해 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78) 이러한 유

산은 宋 에도 이어졌고 보다 정교해졌다. 를 들면 송 에 황제와 료들이 

지은 악장을 고악의 양식으로 부르게 한  등은79) 군신 간의 서열을 가르고 

신하들 간의 계를 공표하는 데 유용했다. 세종은 바로 이 을 주목했다. 그러

나 국음악 양식으로 된 고악으로는 악장과 음악 양식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에 기여한 웅들에 한 서사  악장 창작과 악곡 표 에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조선 군주의 권력을 화하고 료 간의 계를 분명하기 곤란

했다. 

군주를 정 으로 하는 계  질서를 유지하기 해서80) 악무를 제도화하여 

악정을 펼치는 것을 “교화”라고 한다. 교화는 군주의 덕이81) 사방에 미치도록 

77)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制二十八聲 大 卑 不相奪倫 朱子 

蔡氏之志 伸於千載之下 則必不能無待於聖朝焉”

78) 王美华, ｢礼乐制度与十国政治｣ �东北师大学报� 2001年 5期.

79) 杨荫浏, 1981a 앞의 책, 383-385면.

80) �禮記ㆍ 記� “昔 舜作五弦之琴 以歌南風 夔始制樂 以賞諸侯 故天子之爲樂也 以賞諸侯

之有德 也.”

81) �禮記ㆍ 記� “若夫禮樂之施於金石 越於聲音 用於宗廟社稷 事乎山川鬼神 則此所 民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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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周道四達”를 하는 것이었다.82) 사방에 고르게 덕을 음악으로 보여

주기 해서는 군주의 뜻을 달할 수 있는 매체, 즉 악보가 필요했다. 세종은 

고악(아악)의 제정이 마무리될 무렵에 “정동방곡”(태조 2년) 등과 같은 속악 양

식의 송도가들이 교화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83)알고 있었다. “용비어천가”의 

서에 의하면 이 음악은 조선 왕실의 조종의 업 을 기리고 그 통치력의 정당화

시키기 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용비어천가”와 같이 조선의 음악 양식

으로 된 신악은 고악보다 조선이라는 정체를 나타내기에 합했다.84) 그런데 신

악은 고악과 음악 양식이 달라서 이를 기록하기 해서는 새로운 기록 방식, 정

간보가 고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음악을 쓰고 읽는데 오차가 크지 않았던 

것이 정간보 음에도 불구하고 리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을 보면 정간보

는 음악 기록을 해 기능 으로 활용되기를 기 하고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교

화를 해 규범  강제력을 갖는 기록물로 음악을 확정하기 해 만들어진 것

이었다고 할 것이다. 

② 古  지 에의 도

악은 악의 본질을 통찰하여 그것을 치세의 도로 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철학과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문물과도 련되어 있었다. 

也. 王 功成作樂 治定制禮 其功大 其樂備 其治辯 其禮具.”

82) �禮記ㆍ 記� “天子袒而割牲 執醬而饋 執爵而酳 冕而摠干 所以敎諸侯之弟也 若此則周道

四達 禮樂交通.”

83) �세종실록� 세종 15년 11월 27일 丙午 “仁壽府尹 柳思訥 上書曰 ( 략) 臣竊惟太祖之 受

寶籙 夢金尺 太宗之 覲天庭 受明命 一國臣民所當謌詠 禱 沒世不忘 也. 荷皇恩 殿下之

受錫命也. 隆安 殿下陞殿時 也. 休安 群臣獻壽 也. 尤不可不知也. 至於 文明 武烈之曲 

則殿下贊  太祖太宗 文武功德之盛 被之管絃 貽厥孫  傳之萬葉 也 誠宜服膺勿失也 矧

惟 靖東方 一曲 我太祖在潛邸義旗之廻, 實東方萬世之福 凡今之人 食於斯 寢於斯 伊誰之

功歟. 雖愚夫愚婦 亦當謌詠 舞詠 也 ( 략) 聲氣之和 雖未及於虞周 贊美之義 實無愧於

雅  上 詩謌 章 群臣瞢然莫知 豈君臣相悅之 乎. 伏望殿下 察臣愚衷 憐臣至情 特命攸

司 俾令大 臣僚 禮 章 靡所不知 誦其詩 味其義 當其侍宴之日 克盡和 恭敬之義 則

庶有補於風化之萬一矣. 上曰 卿志善矣. 然今當事煩 不宜施行.”

84) �세종실록� 29년 6월 4일 乙丑 “今降龍飛御天歌 乃爲歌詠祖宗盛德神功而作 所宜上下通

用 以極稱揚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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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 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문물을 제도로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조

선은 악론에 내재한 모순과 마주해야했다. 를 들면 고려나 조선은 제후국에 

하여 악 제도와 문물을 갖춰야 했기 때문에 국과 달리 궁 (宮懸) 신 

헌 (軒懸)을 해야 하며, 팔일무(八佾舞)가 아니라 육일무(六佾舞)를 춰야하는 

등 당 의 국과의 계를 악 제도와 문물로 반 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은 

문명국으로서 악의 궁극에 도달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에 해 세종은 얼마간 도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악보를 통해

서는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치세지음으로 잘 알려진 육 지악은 서주 시기에 악을 담당했던 문가들이 

도처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85) 당시 

권력자들도 그나마 남아 있는 고악 신 당 의 감각  음악이나86) 俗 을 즐

겼다.87) 세종은 이 을 모르지 않았고,  �율려신서�를 통해 역  국에서 

이루어진 고악 복원이 그 이념에 비추어 충분히 실 되지 못했음도 알고 있었

다.88) 를 들면, 세종은 송나라 휘종의 아악이 고법(古法)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해했고,  唐 의 詩 부터 元 의 석 악이 모두 국의 고 에 명기된 고

악(古 )이 아니었다는 도 간 했다. 한 세종은 고려 이후로 세종 이 까지 

실 되었던 아악은 정교한 악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질서하며 문질

(文質)의 균형을 얻지 못했다는 도 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고

악 정리를 마무리하고 의주( 註)를 만들 때 고제(古制)를 완 히 복원하는 것

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국의 역  황제도 마찬가지 음을 알고 있

었다.89) 이에 세종은 자신의 아악 이정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85) �論語� ｢微子｣ “大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

於漢 師陽擊磬襄入於海”

86) 沈知白, 1982 �中国音乐史纲要�, 上海: 文艺出版社, 17-20면.

87) �孟子� ｢梁惠王下｣ “他日見於王曰 王嘗語莊子以好  有諸 王變乎色曰 寡人非能好先王之

也 直好世俗之 耳. 曰 王之好 甚 則齊其庶幾乎 今之 猶古之 也.”

88) 송혜진, 2014 ｢세종  동아시아 악론의 인식 양상과 의례음악 정비｣ �한국학연구� 51, 

125면.

89) �세종실록� 세종 14년 5월 2일 己未 “今冠服之制 二舞振作之容 皆可觀也. 其間進 曲折 

雖未盡合古制 然歷代帝王不相沿襲 則予何不更議制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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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악기 종류가 가지런하게 갖춰져 조화를 이루고 잘 짜여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요순 시 [虞庭之日]의 경지를 보여주는 단계에90) 도달했다고 단

했다.  

이처럼 세종은 고악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음악으로도 고악의 

이념을 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91) 이에 세종은 당

(contemporary)의 음악(신악)으로 악을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이해된

다. 고악인 아닌 당  음악으로 악을 실 하는 일은 복고주의  경향을 강하

게 표방했던 宋에서도 시도되었던 일이었다. 宋 에는 당 의 음악을 질서 있게 

사용하여 악의 문식으로 재해석했다. 그런데 세종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악보로, 정간보로 기록하고자 했던 은 주목된다. <표>는 세종이 당 의 신악과 

속악에 집 했음을 보여 다. 비록 세종이 만든 속악보 �時用俗 譜�92)가 세종

실록 악보에 온 하게 반 되지는 않았지만 그 에서 “ 황음”과 “만 춘” 같

90) �세종실록� 세종 12년 윤12월 1일 丁酉(아악보 서) “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天

地 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 垂四十年 而雅 尙有未備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念 宣德庚

戌秋 御經筵講蔡 律呂新書 嘆其法度甚精 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鐘未易 遞得重其事也. 

( 략) 在高麗 睿宗時 宋 徽宗所賜編鐘 恭愍王時 高皇帝賜 鐘 磬 共數十枚 及我本朝 又

有太宗 文皇帝賜 鐘 磬 數十枚而已. ( 략) 但 禮註解 朱子論其淸聲起調 非古法 而此

不之及, 是固可疑也. 然觀其 曰 律呂有十二箇 用時只使七箇 若便揷一聲 便拗了 則亦足

以互相發明矣. 夫 詩  十二篇 開元遺聲 非古 也. 釋奠 譜 七宮, 亦難盡信.”; �세종실록�

세종 15년 11월 27일 丙午 “及宋之末 徽宗雖賜高麗燕享  然當世君臣 不遑於稽古禮文之

事 無復以鍾律爲意 也. 天運循環 我太祖龍  列聖相承 功成治定 理宜有作. 歲在丙戌 皇

明賜  太宗祗承 然鍾磬未具 軒架未備 磬石所在 旁求未得. 至于庚戌 惟我殿下 上念先王

有志而未就 下採愚臣千慮之一 得欲作朝 禮  廣詢博訪 及大臣. 當是時也 陳暘之論得

行 朱子之 未著 殿下以天縱聖學 獨斷群疑 全用蔡氏律呂新書. 又慮十二宮紊亂失序 一依

禮經傳通解 詩歌 敷演而改正之. 於是五聲二變十二律四淸聲 各得其正. 乃命攸司 鍾磬

器服 不計萬金之費 數年之間 一皆新之. 至于癸丑年正朝賜宴群臣 去女 放鄭聲 天顔肅

穆 載欣載悅 八音之諧 七聲之和干羽之舞 宛然若虞庭之日.”

91) �세종실록� 세종 14년 3월 12일 辛未 “許稠啓 本朝 仗制度 不合於古 頗多 磨勘改正 

上曰其始制也 何所據乎 我朝禮 文物多未備 幸賴祖宗之德 國家 康 禮 器 稽諸古

文 質之中朝 大略已備 豈盡得其正乎 然禮  自三代以下 雖中朝未得其正 況外國乎 其

稽文獻通 以啓.”

92) �세종실록� 세종 29년 6월 5일 乙丑 “爲時用俗  有譜一卷.” 속악보의 내용은 각주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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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곡은 세종실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정 업”과 “보태평”은 물론이고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과 같은 속악 양식과 무 하지 않은 신악이 세종

실록 악보(정간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세종의 조선 군주로서 악 실 에 

한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요긴한 것이었다.

한 정간보의 기보 방식을 보면 흥미로운 이 보인다. 세종은 정간보 창제 

부터 총보 체계를 염두에 두었다는 은 주목되는 이다. “용비어천가”는 지

을 때부터  에 올릴 생각을 했으므로(初上 以龍飛御天歌被管絃 調其縵急), 

이와 동시에 악곡을 악보로 만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악은 당시로

서는 군주 밖에 실 하지 못할 일이었다. 따라서 악곡은 그 자체로 권력자

의 용을 과시하는 음악일 수밖에 없었다. 이 에서 총보로 기획된 정간보의 

기보 체제는 악의 궁극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세종 12년에 고

악을 악보화할 때 국의 “方”형의 악보가 조선의 “井”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

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장에서 본 것처럼 “方”과 “井”은 그 기보 상의 의

미가  다르기 때문에 국 악보는 정간보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

단 기록 체제만의 차이가 아니라 음악의 주와 리듬 같은 양식  차이와 

악을 기록하고자 하는 목표 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간보는 시간을 통하여 재에도 사용될 만큼 논리 인 확장력을 갖추고 

있는 악보이다. 이 은 정간보가 시공간에 한정되는 기보 체제가 아니라 추상

 음질서를 보편  논리로 기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간보의 창제는 

단지 당시의 국 기보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

을 독창 으로 실 할 수 있다는 을 증명하는 행 이기도 하다. 이 에서 정

간보는 문화  독립국이자 보편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을 부호화한 것이라고 이

해된다. 악보란 악곡의 음악 논리를 기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악보에 기록된 악음

만을 놓고 보면 악론에 내재한 계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종이 만든 정간보는 악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보 체계 다. 따라서 기보 

행 를 통해 탈- 국  세계의 질서, 즉 조선의 계 질서를 반 할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정간보는 악이 추구하는 문명의 보편 논리를 기보의 논

리로써 반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악 실  문제에 있어서 국에 종속 이



세종의 악보 제작과 그 의미·91

었던 조선의 실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이 기보행 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정간보는 악이 화문화의 표상이 아니라 동양의 보편 인 문화 

상임을, 혹은 조선에 악정이 실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에서 정간보야말로 조선이 악 국가로서 처하게 된 모순된 치를 복시키고 

조선이 꿈꾼 이상  악 국가의 모습을 궁극 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산물이었

다 할 것이다. 

4. 맺음말

세종은 역  처음으로 악 실 의  과정을 세부 단계까지 통제하고 제도화

한 군주 다. 그 결과 세종은 당시 조선이 문명국이라는 을 천명할 수 있었다. 

그 향이 세종 이후는 물론이고 재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런데 15세기 동아

시아 세계에서 악은 조선이 국과 마찬가지로 문명국이라는 을 보여 주는

이념이기도 했지만 실 으로 국과 조선 간의 계  구도를 드러내야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이에 세종도 악의 실천 과정에서 단계별로 국과 조선과의 

비 칭  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독 세종이 제작한 악보집에서

는 이러한 실  구도가 뒤집  반 되어 있었다.  

세종은 아악보를 통해 국으로부터 비롯한 음악을 문명국의 보편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조선식으로 재기보했고, 나아가 국에는 없는 정간보를 창제하여 

조선 음악의 비 을 압도 으로 높여 놓음으로써 약의 궁극을 실 해 보일 수 

있었다. 악보는 자의  기호를 체계 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를 

(articulation)하게 된다. 세종은 악보의 기호체제를 통해 악 내에 내재한 모

순  계 질서, 즉 15세기 당시 조선과 국과의 계에 있어서 확인되는 계

 질서에 한 항을 혹은 안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은 내 으로는 악론에 내재한 차등  질서 체계를 극 활용

하기도 했다. 정간보는 국의 고악의 양식과는 다른 조선 음악의 주를 기록

하는데 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보편  논리로 음악을 기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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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보 체계로 발명된 것이었다. 세종이 정간보로 기록하고자 한 음악은 조

선의 건국과 통치에 해 공 들을 노래한 것이었다. 특히, 정간보는 총보로 기

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악, 즉 왕실과 군주의 권 를 압도  소리로 

보이는 음악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 당시 규모 악은 군주가 아니면 불가

능한 소리 으므로, 정간보는 소리를 통해 구 되는 군신 간의 차등을 기록함으

로써 이 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간보는 

악  차등 질서를 교화시키기 해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종은 문질의 균형을 갖춘 악을 실천하면서 특히 악보를 만드

는 단계에서 그간 억압되고 숨겨졌던 군주의 욕망을 정교하게 펼쳐 보 다할 것

이다. 이 에서 세종의 정간보는 악의 말단  문식(文飾)이 아니라 세종이 

꿈꿨던 악의 심에 놓여있다고 이해된다.  

주제어 : 세종실록악보, 정간보, 아악보, 악, 고악, 신악, 속악, 교화

투고일(2021. 1. 31),  심사시작일(2021. 2. 17),  심사완료일(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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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ation of the Musical Scores in King Sejong’s Annals and its 

Meaning

- Achievement of Ye-Ak禮  Universalism in Asia on 15th Century and 

Normative Legalization of Joseon Gyowha敎化 with the Musical Notation -
93)

Kwon, Do Hee *

According to the preface of the score in King Sejong Annals, he devoted himself to 

achieve Ye-Ak in order to realize the Do(道) of a saint. Do could be said to the way 

to reach to the Confucian ideal country. So King Sejong he published the scores to 

show how he carried out the task. In this paper, I tried to describe why King Sejong 

publishing the scores for comparing the notation system of the Sejong's with China's and 

even creating the unprecedented notation system, Jeongganbo. Analyzing Sejong's music 

score, I tried to find out what is the meaning of Joseon's Ye-Ak in the East Asia at 

15th century. 

 The first  two scores of the Sejong’s Annals contains the Go-ak(asian ancient 

classical music 古 ) called Aak, and the rest nine volumes comtemporary Josoen music 

of the King Sejong’s reign called Sin-ak新  or Sok-ak俗 . In this paper, to describe 

what Sejong wanted to do through scores, I sa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cording 

method and the purpose of notation. King Sejong was the first monarch to control and 

institutionalize the entire process of realizing Ye-Ak. He could be able to proclaim that 

Joseon was a civilized country. Then it could not be avoided to reveal the hierarchical 

structure between Joseon and China through Ye-Ak in the 15th century East Asian 

world. Sejong also had to accept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Ye-Ak. However, the system was overthrown in producing musical scores.  

King Sejong reinterpreted the music originating from China as universal music of 

* Assistant Professor, General Graduate School Culture Department of Arts at Hoseo 

University.



94·한국문화 93

civilized nation by rewriting in Joseon style with Aakbo(雅악譜) and created new 

system called Jeongganbo(井間譜), which is not available in China, to record Joseon 

music overwhelmingly. The score expresses a specific mean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 arbitrary sign and operating it systematical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ejong 

showed a resistance or alternative to the contradictory hierarchy inherent in the Ye-Ak 

system from China. Because Jeongganbo was not only suitable for recording Joseon 

music with complicated rhythm but was invented as the most sophisticated music 

recording system at the time. 

However, King Sejong tried to actively utilize the differential order system inherent in 

the theory of Yeak in domestically. The music Sejong actively wanted to record in 

Jeongganbo was those that justified the royal family’s achievements and legitimacy 

regarding the foundation and reign. 

As Jeongganbo could be possible to record large-scale orchestras, it could show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and monarch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Jeongganbo 

was made so that this relationship could be institutionalized by recording the differences. 

Jeongganbo expresses exact pitch, duration, phrasing, writing lyrics etc. In this way, it 

can be said that Jeongganbo was created to show and teach(敎化) the differential order 

in Ye-Ak system. In this respect, it is understood that Sejong’s Jeongganbo lies in the 

center of the Ye-Ak that Sejong dreamed of, not in the marginalized line. 

Key Words : the scores in King Sejong’s Annals(世宗實 譜), Jeongganbo(井間譜), 

Aakbo(雅 譜), Ye-Ak(禮 ), Go-ak(the ancient asian classical music 古

), Sin-ak new music of King Sejong’s reign(新 ), Sok-ak(俗 ), 

Gyowha(show and teach 敎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