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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천자의 음악’인 雅樂과 ‘한국 고유의 음악’으로

해석되는 鄕樂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

하며, 향악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되는 세종대 新樂을 중심으로

향악에 대한 이해를 당대의 맥락에서 재검토하였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음악학계는 예악의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 조선 초기에 일찍이 주목했다. 선행 연구는 세종과 박연이 이

룬 아악 복원 작업을 토대로 조선을 이상적인 유교 국가로 평가하

는 데에 주력하거나, 일명 ‘전통 음악’, ‘한국 고유의 음악’으로 해

석되는 향악에 집중해 조선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악은 ‘중국 음악’, 향악은 ‘한국 고유의 음악’

으로 단순 치환되어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아악과 향악의

상호관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사료와 고제에 기록된 향악은 夏樂과 夷樂이 서로

어울림을 추구했던 배경에서 등장한 용어였으며,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자 보편성을 지니게 된 음악을 뜻했

다. 따라서 향악은 선행 연구가 정의한 ‘한국 고유의 음악’도, 중국

의 아악과 대비되는 개념도 아니었다.

조선에서 본격적인 아악의 정비는 세종대에 이루어졌다. 세종대

고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자 박연을 중심으로 율관 제작과 아악

기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고제에 따른 아악의 정비를 진행

할수록 세종과 박연은 고제의 아악 구현이 현실에서 맞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세종이 역대 중국의 아악도 완전하지 않다

는 것을 이해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고제에 등장한 로

컬 아악인 ‘향악’에 주목하게 되었고, 조선에서 천자의 아악과 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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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향악’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세종 재위 말년 신악의 창제로 나

타났다. 세종대 신악은 당대 보편문화인 천자의 아악과 和協하기

위해 조선 스스로 창제한 국가 의례음악이었다. 따라서 이 신악은

‘로컬 아악’이자 새로운 ‘향악’이었으며, 아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 俗樂을 가리키는 기존의 향악과도 구별된다. ‘로컬(local)’ 개념

을 사용한 데에는 로컬 그 자체의 정체성, 다양성 등이 발현되는

장소‧구역이라는 점을 수용해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세종대 창제된 신악은 기존 아악이 연주되던 국가 의례에서 활

발히 연주되었으며, ‘鈞和’라는 樂名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후 단종

대와 세조대에도 세종의 신악은 마땅히 계승해야 하는 중요 국가

의례음악으로 인식되었다. 국상을 마친 후 음악 연주가 가능해진

세조대에는 세종대 신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

악으로 선정해 연주하게 했다. 그런데 세조는 〈정대업〉과 〈보

태평〉의 중심음을 청황종궁으로 변화시켰으며, 등가·헌가의 악기

편성도 한 공간 안에 아·당·향악기를 혼합 편성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세조의 행보는 현실에서 夏樂과 조화하는 夷樂으로 ‘향

악’을 이해해 변화시킨 조치였다.

정리하면, 세종대에는 신악을 창제해 조선의 제례 및 연향에서

중국의 아악이 아닌 로컬 아악, ‘향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면, 세

조대에는 세종의 ‘향악’을 계승하면서도 음악적 특징에 변화를 주

어 夏樂과 和하는 고제의 ‘향악’을 현실 조선에서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에 세종대를 ‘향악’을 창제한 시기, 그리고 세조대를

‘향악’을 구현한 시기로 보았다.

주요어 : 조선초기, 음악, 아악, 향악, 고제, 신악

학 번 : 2019-23064



- iii -

목 차

머리말 ·············································································· 1

一. 세종대 아악의 정비와 신악 창제 ·················· 9

1. 아악 정비와 아악에 대한 세종의 인식 ······················ 9

2. 고제 ‘향악’과 신악 ···························································· 17

二. 세조대 신악의 계승과 변용 ······························· 27

1. 세종대 이후 신악의 전승 ··············································· 27

2.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특징 변화 ··································· 33

맺음말 ············································································ 42

참고문헌 ········································································ 44

Abstract ········································································ 53



- iv -

표 목 차

[표 1] 《세종실록악보》 雅樂十二宮七聲用十六聲圖 ········· 36

그 림 목 차

[그림 1] 《세종실록오례의》 회례 헌가 악현도 ················· 39

[그림 2] 《세조실록악보》 종묘 헌가 악현도 ····················· 39

[그림 3] 《세종실록오례의》 종묘 등가 악현도 ················· 40

[그림 4] 《세조실록악보》 종묘 등가 악현도 ····················· 40



- 1 -

머리말

유학의 근기는 仁義를 도덕·윤리로 삼아 문물제도로써 禮樂을 실천하

는 데에 있다.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한 모범적 국가로 이해되는 중

국 고대국가 역시 인의와 예악을 통해 정치 질서가 운영되었다. 따라서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는 ‘예악 정치’1)를 추구하며, 예악의 올

바른 사용과 균형적인 정비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2) 예악의 제정은 三代

의 태평성대를 본받고자 함을 표방하는 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樂의 제

정은 음악‧가사‧무용으로 선왕의 文·武德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악은 선왕이 어떻게 세상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렸는지

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게 되었다.3)

이후 유학자들은 예악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예악은 《儀禮》, 《禮記》, 《周禮》 등 이론

적 禮學으로 체계화되었으며, 技藝의 경우 祭儀와 舞樂 등으로 집대성되

었다. 예악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의례의 유학화가 진행될수록 오직

聖人만이 천지·우주적 질서의 조화를 지향한 예악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제가 분명해지면서 악의 제작과 정비는 오직 有德한 天子에게만 허용

되는 특권으로 이해되었다.

천자의 임무 중에서도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 것은 바로 雅樂의 제정이

었다. 아악은 천자의 음악으로, 천자가 주관하는 국가 제례 음악을 뜻한

1) ‘예악 정치’란, 예악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 이념을 뜻하며, 예로써 자연의 이치
를 다스리고 음악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한평수, 1988 〈古代儒
家의 禮樂思想-樂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논구》 제16집, 15∼36쪽; 이희재,
2010 〈유교제례에서의 악(樂)의 의미-한국의 문묘와 종묘제례악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第22輯, 165∼188쪽; 송혜진, 2012 〈세종의 음악 정치 목적과 방법
고찰〉 《동양예술》 제20호, 187∼220쪽).

2) 禮와 樂은 각각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禮記》 〈樂記〉 樂者天地之和也, 禮者天地之序也. 禮義立, 則貴賤等矣, 樂文
同, 則上下和矣.; 이희재, 2010 앞의 논문, 166∼177쪽; 송지원, 2020 《조선왕실의
음악문화》, 세창, 247∼258쪽).

3) 조정은, 2015 〈｢악기｣에서 악과 감정의 밀접성이 이끌어 낸 예악의 대비와 악
제정자의 중요성〉 《철학사상》 58, 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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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자는 아악과 아악기를 때때로 제후·대부 등에게 내려주었는데, 이

는 천자의 교화 실천과 선진 문물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

로 당대인들에게 아악은 성인의 예악을 대표하는 요소이자 선진 문물제

도의 수용과 연결되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나아가 아악의 재현

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여겨졌다.4)

한국사에서 아악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예종 11년(1116) 宋의 ‘大晟

雅樂’5)이 수입되면서부터였다. 고려 예종대 대성아악을 수입한 후 太廟

와 籍田에서 대성아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6) 그러나 이후 의종,

명종대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아악의 기록을 토대로 그 명맥만이 유지

되었을 것이라 추론할 뿐이다.7) 아악 관련 기록은 예악의 정비가 활발하

게 이루어진 조선 초기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학계와 음악학계

는 세종과 朴堧(1378∼1458)이 이룬 아악 복원 작업이 조선을 이상적인

유교 국가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밝히거나,8) 아

악 정비 당시 활용한 참고문헌을 분석했다.9)

4) 문중양, 2006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歷史學報》 第189輯,
53∼61쪽; 송방송, 2007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187∼188쪽, 216∼243쪽;
渡辺信一郎, 2013 《中国古代の楽制と国家: 日本雅楽の源流》, 東京: 文理閣, 11∼
29쪽, 207∼241쪽.

5) 대성아악은 송 휘종대 음악 기관인 大晟府에서 새로 제정한 아악을 말하며, ‘大晟
樂’이라고도 한다. 대성아악은 고려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왔으며, 예종 11년
(1116) 10월 태묘 제사와 인종 12년(1134) 1월 籍田에 연주되었다. 그 후 대성악
은 大祀인 태묘·원구·사직과 中祀인 선농·선잠·문선왕묘 제례에서 연주되었다.

6) 《고려사》 〈악지〉 권24 “癸酉 親祼太廟, 薦大晟樂.”; “仁宗十二年正月乙亥 祭
籍田, 始用大晟樂.”

7) 이혜구, 1965 〈高麗 大晟樂의 變遷〉 《史學會誌》 No. 10, 117∼121쪽; 신대철,
1999 〈高麗의 당악과 아악의 受容〉 《國樂院論文集》第11輯, 167∼188쪽; 정화
순, 2000 〈高麗史·樂志 所載 雅樂과 宋樂의 비교 검토〉 《韓國音樂硏究》 28
輯, 47∼91쪽; 송혜진, 2002 《한국아악사연구》, 민속원, 13∼76쪽; 정화순, 2008
〈악학궤범의 문묘제례악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13호, 5∼43쪽; 송혜진,
2020 〈이혜구 박사의 “고려 대성악 변천” 재검토-대성아악 수용과 변천의 두
단계-〉 《한국음악연구》 제68집, 17∼36쪽.

8) 김종수, 1988 〈世宗朝 雅樂整備가 與民樂·保太平·定大業에 끼친 영향-제도적 측
면-〉 《韓國文化》 9, 123∼146쪽; 김형동, 1990 〈世宗朝 雅樂 整備의 歷史的
背景 硏究-麗末鮮初 정치‧思想을 중심으로-〉 《韓國音樂學論集》 제1집, 102∼
134쪽; 송혜진, 2002 앞의 책, 181∼214쪽; 정화순, 2006 《조선 세종대 조회아악
연구》, 민속원; 김세종, 2012 〈세종조 《율려신서》의 유입과 아악정비에 미친
영향〉 《호남문화연구》 제51집,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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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일명 ‘전통 음악’, ‘한국 음악’으로 해석되는 鄕

樂에 집중해 한국 음악의 기원과 그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10) 음악학계는 향악을 고려시대 전후로 수입된 송의 詞樂, 즉 唐樂11)

과의 구별을 위해 “당악과 대칭되는 한국 고유의 음악”으로 정의했다.12)

향악은 연주 목적과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俗樂과 혼용되기도 했는데,

이때 속악은 아악에 비해 속된, 격이 낮은 음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로 公私 연향에서 연주된 향악을 가리킬 때 속악과 혼용되었다.13)

선행 연구는 향악의 특징으로 한반도 전래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부여

했다. 사료에 등장하는 鄕樂器와 鄕樂呈才의 용례는 향악을 ‘전통 음악’

또는 ‘토착 음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9) 정화순, 2006 앞의 책; 김세종, 2010 〈난계 박연의 제사음악, 논의와 정비〉
《국악교육》 제29집, 31∼44쪽; 송지원, 2016 〈조선조 음악의 시경 수용과
활용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제19집, 83∼112쪽.

10) 김종수, 1997 〈세종조 신악(新樂)의 전승 연구〉 《溫知論叢》 第3輯, 249∼277
쪽; 문숙희, 2013 〈세종 창제 신악(新樂)은 어떤 음악인가?-정대업, 보태평, 발
상에 한하여-〉 《공연문화연구》 제26집, 5∼39쪽; 임미선, 2013 〈세종대 신악
제정 이전과 이후 연례악의 변화양상〉 《韓國音樂硏究》 第53輯, 115∼137쪽;
염명경, 2020 〈종묘제례악의 교화적(敎化的) 의의〉 《교육사상연구》 제34권
제4호, 79∼97쪽.

11) 唐樂은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하며, 당시에는 글자 그대로 ‘당나라 음악’을
뜻했다. 고려시대 이후 당악은 송으로부터 들어온 詞樂, 중국 전래의 ‘속악[연향
음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당악의 정확한 유입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악지〉 기록을 통해 고려에서 당악이 활발히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사》에 수록된 당악 〈보허자〉, 〈낙양춘〉이 오늘날까지 전
해지고 있어 송의 사악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국립국악
원, 《국악사전》; 장사훈, 1995 《국악대사전》, 세광음악, 217∼220쪽; 박은옥,
2006 《고려사 악지의 당악 연구》, 민속원, 12∼15쪽).

12) 鄕樂은 당악과 대칭으로 쓰던 말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속악
이라고도 한다.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향악을 전통음악,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으로 이해해 사용하고 있다(송방송, 1984 앞의 논문, 115∼155쪽; 1986 앞의 논
문, 307∼327쪽; 장사훈, 1995 앞의 책, 824쪽; 이혜구, 1996 《한국음악연구》,
민속원, 87쪽; 신대철, 2001 〈세종대 이후 연산군대의 향악과 당악〉 《한국음
악연구》 29, 81∼119쪽; 송방송, 2010 《악학궤범 용어총람》, 보고사, 390쪽).

13) 송방송, 2007 앞의 책, 27∼29쪽, 149쪽; 김종수, 2009 〈樂學軌範 악기분류의
음악사학적 고찰〉 《東方學》 第16輯, 375∼397쪽; 김성혜, 2011 〈조선 초기
향악기의 종류(2)〉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5∼40쪽; 송혜진, 2014 〈세종
대 동아시아 예악론의 인식 양상과 의례음악 정비〉 《한국학연구》 51, 111∼
142쪽; 송지원, 2020 앞의 책,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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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악에 대한 이해는 향악 연구가 한국 음악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전개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당피리‧당비파 등의 당악기가 국

가 의례에서 향악기와 융화되어 交奏·合奏되는 ‘로컬화(localization)’14)

양상에 대해서도 주로 ‘당악의 향악화’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기도 했

다. ‘향악화’란, 당악이 조선의 음악에 흡수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방향적인 ‘당악의 향악화’ 이해는 한국 음악이 외래음악을 포

용한 것으로 관철되며, 결국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표방하는 경향을 낳

기도 했다.15)

이러한 이해는 점차 사료에 등장하는 향악의 용례와 고악보에 수록된

향악을 의심 없이 ‘한국 고유의 음악’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컨대, 세종 재위 말년에 창제된 신악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점, 불규칙한

박자와 5음음계 구성 등 고려 전래 음악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점을

토대로 중국의 아악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음악, 즉 향악으로 정의되었다.

그 결과 아무런 의심 없이 ‘중국 천자의 음악’의 아악과 ‘한국 고유의 음

악’의 향악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둘의 상관관계 혹은

상호관계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악과 향악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가 전

무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송혜진은 세종대 아악과 향악, 신악의 관계

를 ‘외국 음악’ 대 ‘자국 음악’의 대립 구도로 이해할 경우, 오히려 세종

대 정비한 음악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아악

과 신악의 상생 관계 가능성을 주장했다.16) 그러나 어떤 맥락으로 아악

과 신악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관점에 질문을 제기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한흥섭은 중국 음악에 ‘아악[제례음악]’과 ‘속악[연향음악]’이 있듯이 향

14) 본 논문은 특정 방향으로의 포용 및 흡수를 전제하는 기존의 ‘향악화’ 개념을 사
용하지 않았다. 외부의 요소가 수용되며 발생하는 변용 양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기 때문에 관련 양상을 ‘로컬화’로 서술하였다.

15) 신대철, 2001 〈世宗代 以後 燕山君代의 鄕樂과 唐樂〉 《韓國音樂硏究》 29輯,
81∼119쪽; 백대웅, 2007 《전통음악사의 재인식》, 보고사, 59∼60쪽; 오용록,
2010 〈조선후기 당악의 변천〉 《동양음악》 32, 197∼231쪽.

16) 송혜진, 2002 앞의 책, 21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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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도 음악의 성격에 따라 ‘아악’과 ‘속악’으로 구분해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세종대 신악이 창제된 이후 국가 의례음악으로 대체되는 양

상을 근거로 신악을 ‘한국의 아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

다.17)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당대 중국 음악과 견주어 한국 고유의 음악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조

선의 음악을 ‘한반도 전래의 고유 음악’으로 전제하는 일국사적 관점에

머무르며, 당대의 맥락에서 각 음악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고찰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역적인 범주와 음악적 특징만을 가지고 향악을 ‘우리나라 고유의 음

악’으로 지칭하게 될 때 향악으로 규정된 음악의 출현 맥락과 활용 양상

등이 단편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당악의 향악화’ 예시를 보더라도

실제 조선의 국가 연향에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특징을 가졌던 당악 정

재와 당악이 주로 수반되었으며, 당악 연주 시 향악기가 함께 연주되거

나 향악 정재 반주곡으로 당악을 연주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는 ‘당악의 향악화’ 뿐 아니라 ‘향악의 당악화’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든 개념은 역사적으로 의미 변화를 겪는다. 그러므로 사료에 등장하

는 용어를 오늘날 용어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정의한

개념을 과거 역사 기록에 그대로 적용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역사 해

석으로 보기 어렵다.18)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鄕’ 개념을 새롭게 이해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중양이

18세기에 이루어진 時憲曆 체제의 사업을 종래의 ‘향력(local calendar)’

에서 벗어난 ‘자국력(national calendar)’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한 연

구에서 ‘東曆’이 조선 후기의 자국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형성된 용어인

데 비해, 조선 전기의 ‘鄕曆’은 지역 역법의 의미를 지녔다고 본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19)

17) 한흥섭, 2008 〈世宗의 ‘新樂’은 韓國의 雅樂인가?〉 《민족문화연구》 제49호,
333∼383쪽.

18)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32∼39쪽.
19) 문중양, 2013 〈‘鄕曆’에서 ‘東曆’으로: 조선후기 自國曆을 갖고자 하는 열망〉
《歷史學報》 第218輯, 237∼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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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복은 당대 보편 의학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물적 자원이 한정적이

었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鄕藥은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약물’을 한

정해 뜻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물’을 의미했다고 보았

다. 이때 향약의 함의는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고유성, 동질성, 순수성

등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20)

그중에서도 임주탁은 鄕樂과 鄕歌의 용례 검토를 통해 향악의 특성과

향가의 관계를 논의했다. 그는 《禮記》, 《周禮》, 《宣和奉使高麗圖

經》21) 등 다양한 기록을 토대로 향악과 향가가 중국 고대부터 夏樂과

夷樂이 서로 어울림을 추구했던 맥락에서 등장한 용어임을 밝히며, 향악

을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음악인 동시에 보편성을 지

니게 된 음악으로 정의했다.22)

이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鄕’에 대한 새로운 개념 연구는 공통적으로

‘鄕’이 실제 특정 지역의 고유성과 순수성만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당대

보편문화와도 대립적이거나 선후되는 개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은

결국 당대의 맥락에서 ‘鄕’ 개념을 재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 향악 개념의 재고를 주장하며, 음악학계에서 향악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되는 세종대 ‘新樂’23)을 중심으로 당대의 맥락에서

신악의 성격과 의의를 재검토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 이기복, 2021 〈고려‧조선의 “鄕藥” 및 “東醫” 담론의 문화적 의미-행위자의 의
제 및 자아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93, 411∼454쪽.

21) 《宣和奉使高麗圖經》은 송나라 사신 徐兢(1091∼1153)이 인종 1년(1123) 고려
개경에 한 달간 머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림과 함께 쓴 견문록이다. 서긍은
송 휘종의 연호인 선화를 넣어 《선화봉사고려도경》으로 이름 붙였다. 이하 본
문에서는 《고려도경》으로 지칭하였다.

22) 임주탁, 2018 〈향악의 개념과 향가와의 관계〉 《한국문학논총》 제79집, 67∼
99쪽.

23) 본래 ‘新樂’이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樂‧歌‧舞
를 뜻하며, 이전의 樂과 구분되는 ‘새로운 음악’을 의미한다. 신악의 제작은 조
선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세종대 이전까지는 건국의 정당성과 조종의 공덕
을 노래하기 위해 새로 지어 올린 가사만을 의미했다. 그러다 세종 재위 말년
많은 양의 신악이 악‧가‧무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신악은 세종대에 창제된
〈봉래의〉,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을 가리키게 되었다(송혜진,
2002 앞의 책, 196∼202쪽; 송방송, 2007 앞의 책, 248∼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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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세종대에 이루어진 아악 정비 과정을 시작으로 신악의 창

제와 이후 신악이 중요 국가 의례음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향악의 함의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대 보편음악인 천자의 아악과 和協하기 위해 조선 스스로 창

제해 연주한 국가 의례음악을 ‘로컬 아악’24)이자 새로운 ‘향악’으로 설정

했다.25) 새로운 ‘향악’은 세종 재위 말년 신악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

신악을 계기로 당대인들의 ‘향악’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도 변화가 있었음

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종대 신악이 창제되기 이전의 향악과 본 논문

이 주장하는 ‘로컬 아악’으로서의 ‘향악’ 개념은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하

고자 한다.26)

논문에서 참고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 예악 정비 과정과

아악, 향악, 속악, 신악의 연주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朝鮮王朝實錄》

을 주로 이용했다.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 《高麗史》 〈世家〉·

〈禮志〉·〈樂志〉, 《高麗史節要》를 참고했으며, 《世宗實錄樂譜》,

《世宗實錄五禮儀》, 《世祖實錄樂譜》, 《經國大典》, 《樂學軌範》 등

24) ‘로컬 아악’은 로컬의 음악적 요소로 구성된 국가 의례음악을 의미한다. 로컬 아
악에서 ‘아악’은 문묘제례악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아악이 아닌, 제례·연향 등
에 수반되는 국가 의례음악이자 궁중음악의 총칭을 뜻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5) 본문에서는 새로 주장한 로컬 아악을 의미하는 ‘향악’에만 별도의 ‘문장부호’를
붙여 ‘鄕樂’ 또는 ‘향악’으로 표기하였다. 로컬 아악을 ‘향악’으로 지칭하는 이유
는 ‘향악’이 실제 사료에 등장하는 용어인 동시에 고려·조선의 음악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향악’의 대체 용어로 고려한 개념에는
‘조선 아악’과 ‘제후 아악’이 있다. 그러나 두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조선
아악’이라 할 경우, 조선에서 연주된 (중국의) 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세
종 12년(1430)에 제정된 ‘신제 아악’을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아악은 중국 천자
만이 주재할 수 있는 특징을 전제하고 있어 ‘제후 아악’이라 할 경우, 단어 자체
에서 상충되는 모순이 존재해 ‘제후 아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26) 한반도에 전래한 음악 중 국가 연향에 주로 수반되었던 당악‧향악을 아우르는
기존의 俗樂을 ‘로컬 음악’으로 재설정하면서 본문에서는 고려·조선의 음악적 특
징이 나타나는 음악 전반을 ‘로컬 음악’으로 서술했다. 기존의 俗樂 개념을 그대
로 사용하지 않고 ‘로컬(local)’ 개념을 사용한 데에는 로컬 그 자체의 정체성,
다양성 등이 발현되는 장소·구역이라는 점을 수용해 해당 관점으로 고려·조선의
음악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속악은 제례 음
악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公私 연향에 수반된 음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악
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조선에서 연주된 다양한 성격의 음악을 포괄할 수 없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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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조선에서 제정된 아악과 향악의 음악적 특징을 검토했다.

국내 자료 외에 고제의 예악을 살펴볼 수 있는 《周禮》, 《禮記》, 《樂

書》와 중국의 아악사를 고찰할 수 있는 《漢書》, 《隋書》, 《宋史》

등을 참고해 보편문화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문은 총 2장으로 구성되었다. 一장은 세종대 아악의 정비와 신악 창

제의 과정을 재검토하며, 세종대 향악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신악의

의의를 분석했다. 1절은 세종대 본격적으로 진행된 아악 정비 과정에서

고제의 ‘향악’에 주목하게 된 세종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2절은 중국

아악의 특징과 고제에 나타난 ‘향악’ 개념을 검토해 당대인이 이해한 신

악의 성격을 재고찰했다.

二장은 세종대 이후 신악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살펴보며, 세조대에

이루어진 신악의 활용 양상에 주목했다. 1절은 단종대와 세조대에 신악

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검토하며, 당대인들이 가진 세종대 신악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2절은 세종의 신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이 세

조대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나타난 음악적 특징의 변화, 그중에서

도 중심음과 악기 편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夏樂과 어울림을

추구한 고제 ‘향악’의 특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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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세종대 아악의 정비와 신악 창제

1. 아악 정비와 아악에 대한 세종의 인식

아악은 천자(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天地祭祀, 宗廟祭祀, 元會儀禮 등

에서 연주되는 국가 의례음악을 말한다. 아악은 천자의 권력 유래와 공

덕을 악·가·무의 형태로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후·대부

에게 아악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적인 선진 문물제도로 이

해되었으며, 이들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아악은 종묘·사직 등의 大祀에서

연주되는 국가 제례음악으로 기능했다.27)

한국사에서 아악은 고려 예종 11년(1116) 송의 대성아악이 들어오면서

처음 등장했다. 고려에서 대성아악 관련 기록은 예종, 의종, 명종대에 ‘大

晟樂’, ‘大晟新樂’ 등으로 나타났다.28) 그러나 이후 아악 관련 기사는 자

취를 감추며 전란으로 인해 결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할 뿐이다. 한편,

아악은 공민왕대 明에게 직접 아악을 요청하는 기사를 시작으로 다시 등

장했다.29) 이에 명은 화답하며 고려에 아악을 전수해 주었지만, 명으로

부터 받은 아악기와 아악은 그 일부가 전해지는 것에 그쳤으며, 공민왕

은 미완의 아악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30) 이로써 아악의 제정과 복

27) 渡辺信一郎, 2013 앞의 책, 325쪽.
28) 《고려사》 〈악지〉 권24 明宗十八年二月壬申 制, “樂工逃所隷, 冒居他肆者, 令
還本業.” 史臣曰, “樂之缺亂甚矣. 太常近取旨, 請從聖考代所行之制, 有司遷延, 莫
肯施行, 識者恨之. 以謂是樂, 宋朝以新樂, 賜睿廟者也, 本非宋太祖所制之樂, 樂之
行不久, 而宋朝亂. 况辛巳年 本朝儒臣狂瞽擅改, 而進退其次序, 錯亂其上下, 干戚
籥翟, 致有盈縮不等之差?; 《고려사》 〈악지〉 명종대 기사에서 ‘樂’이 실제 어
느 시기의 음악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해석 논쟁은 송혜진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송혜진, 2020 앞의 논문, 17∼39쪽 참고).

29) 《고려사》 〈세가〉 권43 공민왕 21년 3월. 又咨中書省曰, “近因兵後, 雅樂散失,
見蒙朝廷, 給降樂器, 用於宗廟, 外社稷·耕籍·文廟, 鍾磬並闕, 今將錢物前去, 收
買.”; 《고려사》 〈악지〉 권24 十九年五月 成准得還自京師, 太祖皇帝賜樂器. 編
鍾十六架全, 編磬十六架全, 鍾架全, 磬架全. 笙簫琴瑟排簫一.; 七月 遣姜師贊如京
師, 請樂工精通衆音, 兼備諸伎者, 發送傳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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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조선의 향후 과제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악은 천자의 음악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함부로 제정할 수 있

는 것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자는 아악의 제정과 연주를

통해 예악 정치를 수행하며, 제후는 천자의 아악과 아악기를 하사받아

제후로서 인정받을 뿐이다.31) 그러나 중국 황제는 조선에 정기적으로 아

악을 전해주지 않았으며, 아악의 하사 역시 의무사항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은 스스로 아악을 제정해 재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

었다.32)

조선에서 아악의 정비는 태종대부터 시작되었다. 태종 9년(1409) 4월,

태종은 舊習에 따라 종묘, 조회, 연향에서 각기 다른 음악을 사용하는 것

30) 《고려사》 〈악지〉 권24 十九年五月 成准得還自京師, 太祖皇帝賜樂器. 編鍾十
六架全, 編磬十六架全, 鍾架全, 磬架全. 笙簫琴瑟排簫一.; 二十一年三月甲寅 遣洪
師範移咨中書省曰, “近因兵後, 雅樂散失, 朝廷所賜樂器, 只用於宗廟, 其餘社稷·耕
籍·文廟所用雅樂內, 鐘磬並闕, 今䝴價赴京收買.”

31) 《毛詩正義》〈毛詩註疏〉 권1 周南關雎詁訓傳 第一 關雎 “施化之法, 自上而下,
當天子敎諸侯, 敎大夫, 大夫敎其民.”

32) 여말선초 문물제도의 모색 과정을 다룬 최근 연구로 정동훈과 최종석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외교 의례의 시행과 변용을 중심으로 고려‧조선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자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치시켰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정동훈은 명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천하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음에도 국내를 비롯
한 번국에서 시행해야 할 예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주지 않았던 당대 명의 태
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조선의 개창자들이 자신들의 분의에 맞는 새로운 예
제를 스스로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했고, 곧바로 조선은 명의 직
접적인 지시나 개입 없이 스스로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최종석은 원 복속
기에 이루어진 문물제도의 정립이 고려 말기 이후 조선에까지 이어졌다고 주장
한다. 그는 조선이 제후 제도를 자발적으로 택했으며, 이를 예제의 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또한 조선이 문물제도를 정립하면서 내세운
‘聲敎自由’의 논리 역시 중화 보편의 질서에 반하거나 그와 구분되는 제도의 추
구가 아닌, 풍토, 언어 등이 달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특수성 속에
서 중화 문물제도를 구현하고자 할 때 활용됐음을 분석했다(정동훈, 2012 〈명
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251∼292쪽;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103∼
140쪽; 2019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
유(專有)-〉 《역사와 현실》 113, 343∼380쪽; 최종석, 2010 〈조선초기 ‘時王之
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5∼49쪽;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韓國史硏究》 162, 3∼44쪽; 2017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
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호, 161∼22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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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악을 종묘, 조회, 연향 모두에 사용할 것을 명했

다.33) 태종 11년(1411) 12월에는 예조가 아악을 정비할 것을 건의했는데,

당시 예조가 고려 광종 때 들어온 당악과 송의 遺音을 언급한 점이 주목

할 만하다.34) 그러나 태종은 예조에서 상언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등 아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내 아악을 관장하는 雅樂署의

정비를 일부 추진할 뿐,35) 고제의 아악을 복원하거나 기존의 아악을 바

로 잡아 연주하는 움직임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태종대까지 고제에 근거한 완전한 아악이 제정되거나 연주되지 못하면

서 세종은 미비한 아악을 보완하기 위해 고제를 직접 탐구해 ‘제후의 아

악’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갔다. 유교적 질서에 합당한 예악을 제정하고자

했던 세종은 《周禮》와 《律呂新書》 등을 직접 탐구하며 박연과 함께

국가 의례음악으로서 아악의 정비를 시도했다. 그 결과 고제에서 말하는

‘천자의 아악’이 세종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제의 아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자 세종은 황종 율관과 아악기의 제

작을 실행에 옮겼다. 세종 7년(1425) 해주에서 율관 제작에 필요한 기장

이 생산되고, 남양에서 편경 제작을 위한 경석이 발견되면서 황종 율관

을 비롯한 아악기 제작에 착수한 것이다.36) 그러나 박연은 고제에 따라

황종 율관의 제작을 시도했음에도 율관이 내는 음과 중국의 편경 소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경험을 했다.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박연은 중국의

편경 소리에 맞춘 황종 율관을 제작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

다.37) 이처럼 아악 정비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고, 박연과 세종은 오

3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7일 기묘. 上謂左右曰: “禮樂, 重事也. 吾東方
尙循舊習, 宗廟用雅樂, 朝會用典樂, 於燕享迭奏鄕‧唐樂, 亂雜無次. 豈禮樂之謂乎!
雅樂乃唐樂. 參酌改正, 用之宗廟, 用之朝會燕享可矣. 豈可隨事而異其樂乎?” … 左
代言李慥啓曰: “臣奉使上國, 觀奉天門常置雅樂.” 上曰: “上國之法, 宜遵用之.”

34)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15일 신축. 定雅樂. 禮曹上言: 前朝光王遣使
請唐樂器及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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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按宋樂書, 元豊年間, 高麗求樂工而敎之. 然則吾東方之樂, 實出中國也. 流傳世久,
恐或有訛, 乞與慣習都監詳加審察, 尋其舊譜, 追唐, 宋之遺音, 定盛朝之正樂. 從之.

35)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권17, 태종 9년 윤4월 7일 기유.
36)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8월 26일 임신; 권36 9년 5월 15일 임인; 권37, 9
년 7월 27일 계축.

37)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문중양, 2020 〈세종대 박연의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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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고제에 따라 진행한 율관 제작의 결과물이 현실에서 맞지 않음을

경험하며 혼란과 마주했다.

당시 아악의 정비를 주도했던 박연은 고제의 악률 원리와 아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종에게 아악 정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예

컨대 세종 8년(1426) 박연은 국가 제례에서 올바른 아악이 연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종묘, 사직, 석전 등의 제례에서 연주되는 아악이

《周禮》, 唐代 사례, 《大晟樂譜》, 《至正條格》등과 비교했을 때 예에

맞지 않은 音으로 연주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박연은 세종에게

《주례》를 참고해 아악을 정비하거나 중국 조정에 직접 아악의 정비를

허가받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38)

박연의 주장대로 제례음악은 그 격에 맞는 樂律에 따라 제대로 갖추어

진 아악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이해가 공유되면서 조선의 제례에 아악기

로만 구성된 아악을 연주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제에 따른 아악의

정비가 진행될수록 종묘를 비롯한 사직, 선농, 선잠 등의 국가 의례에서

기존의 향악을 배제하고 아악만을 연주하는 결과를 낳았다.39)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종묘제사에 향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

니, 청컨대 원단, 사직, 풍운뇌우, 우사, 선농, 선잠, 석전 등의 제사 또한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40)

세종 10년(1428) 예조에서 올린 내용으로, 종묘제례 이외에 원단, 사직,

선농 등에도 더 이상 향악기의 연주를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예조에서 말하는 ‘일찍이’의 시점은 태종대를 말한다. 태종 9년(1409) 4월

7일 태종은 “예악은 중한 일이니, 아악을 참작 개정하여 종묘에도 쓰고

조회와 연향에도 쓰는 것이 옳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黃喜(1363

∼1452)는 향악을 쓴 지 오래되었음을 주장하며 아악 연주에 대해 회의

관 제작; 고악 구현의 난제〉 《東方學志》 제192집, 59∼67쪽.
38)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4월 25일 무자.
39)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권39,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40)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禮曹啓: “曾令宗廟祭, 勿奏鄕樂, 請
於圓壇, 社稷, 風雲雷雨, 雩祀, 先農, 先蠶, 釋奠等祭, 亦勿用鄕樂.”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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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李慥(?∼1411)가 “중국에는 항상 아악이 놓

여져 있었다.”고 설명하자 태종은 “중국의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

다.”는 뜻을 밝혔다.41) 태종대 어떤 아악곡이 어떤 형태로 연주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태종의 뜻에 따라 이후 종묘를 비롯한

다른 국가 의례에서도 아악이 연주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 10년

(1428)부터는 태종의 뜻을 이어 원단, 사직 등의 의례에서 향악을 연주하

지 않기로 하면서 아악기로만 연주하는 아악을 강구하게 되었다.42)

《주례》와 《예기》에 따르면, 천자는 八音이 구비된 온전한 아악기

로만 아악을 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43) 그 이하 제후와 대부 등은

천자와는 다른, 자신의 격에 맞는 악기 편성으로 아악을 연주해야 한

다.44) 세종은 아악기로만 연주하는 아악의 실현을 위해 아악기의 제작이

필수적임을 인지했다. 《율려신서》를 강의하기 시작한 세종 12년(1430)

4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7일 기묘. 定雅樂典樂遷轉之法. 議政府啓曰:
“雅樂, 用之宗廟, 其事甚重, 工人去官則止七品, 典樂, 用之朝會燕享, 反得五品去
官, 均是樂工而職賞倒置. 乞令雅樂同典樂去官之例, 用一都目.” 上謂左右曰: “禮
樂, 重事也. 吾東方尙循舊習, 宗廟用雅樂, 朝會用典樂, 於燕享迭奏鄕, 唐樂, 亂雜
無次. 豈禮樂之謂乎! 雅樂乃唐樂. 參酌改正, 用之宗廟, 用之朝會燕享可矣. 豈可隨
事而異其樂乎?” 黃喜對曰: “用鄕樂久, 未能改耳.” 上曰: “如知其非, 狃於久而不改
可乎?” 左代言李慥啓曰: “臣奉使上國, 觀奉天門常置雅樂.” 上曰: “上國之法, 宜遵
用之.”

42)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禮曹啓: “曾令宗廟祭, 勿奏鄕樂, 請
於圓壇, 社稷, 風雲雷雨, 雩祀, 先農, 先蠶, 釋奠等祭, 亦勿用鄕樂.” 從之.

43) 팔음은 여덟 가지의 아악기 재료를 의미하며, 쇠(金), 돌(石), 실(絲), 대나무(竹),
바가지(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를 일컫는다. 아울러 팔음은 각 악기의 제
작 재료를 중심으로 악기를 각각 여덟 가지 재료에 배치하는 방식의 악기 분류
법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쇠는 編鍾·特鍾, 돌은 編磬·特磬, 실은 琴·瑟, 대나무는
簫, 바가지는 笙簧·和·竽, 흙은 塤·缶, 가죽은 鼓·鼗, 나무는 柷·敔 등이 해당된다
(진호, 정병섭 역, 2014 《譯註 禮記集說大全 樂記 1》, 학고방, 535쪽).

44) 헌가는 궁현, 헌현, 판현, 특현의 네 종류가 있다. 궁현은 황제의 격으로, 편종·
편경을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하며 이 네 면의 악기 배치는 궁실을 상징한다. 헌
현은 제후의 격에 진설하는 규모이며, 남쪽을 제외한 三方에 편종·편경을 배치
해 그 모양이 수레[車輿]와 같으므로 ‘軒縣’이라 한다. 판현은 대부의 격에 진설
하는 것으로, 동쪽과 서쪽에 편종·편경을 배치하며, 이때 ‘判’은 반으로 나누었다
는 뜻이다. 특현은 士의 격에 진설하는 악대로, 동쪽 한 면에 편종·편경을 배치
하는 방법이며, 한 방향에만 악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特縣’이라 한다(《周禮》
〈春官宗伯〉 小胥 “王宮縣, 諸侯軒縣, 鄕大夫判縣, 士特縣, 辨其聲.”; 《禮記》
〈郊特牲〉 “諸侯之宮縣, 而祭以白牡, 擊玉磬, 朱干設錫, 冕而舞大武, 乘大路, 諸
侯之僭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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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본격적으로 조회악과 출입악에 대한 정비가 제기되었다.45) 그 결과

《儀禮經傳通解詩樂》을 참고해 ‘조회아악’46)과 ‘회례악’47)이 정비되었다.

세종대에 새로 정비한 조회아악은 7음음계48)로 구성되었으며, 가사는

一字一音 형식으로 붙여지고, 시작음으로 악곡을 끝맺는 등 천자의 아악

이 가진 음악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49) 다만, 유가적 예를 기반으

로 천자의 황종궁을 능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선의 아악이 제정

되었다.50) 세종이 정비한 조회아악은 세종 13년(1431) 정월 초하루 조회

때 처음 연주되었으며, 그 이전의 조회에서는 속악이 연주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세종 12년(1430) 박연이 매달 초하루와 16일 두 차례 조회에

는 고제를 따라 아악을 쓰고 나머지 네 차례 조회에는 이전과 같이 그대

로 속악을 쓰자고 건의한 내용에서 예상할 수 있다.51)

4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9월 21일 기미; 권50, 세종 12년 10월 4일 신미.
46) 세종대 새로 제정된 조회아악은 26종의 황종궁과 이를 대려궁 이하 응종궁까지
각각 11율로 조옮김한 286곡을 합해 총 312곡이 갖춰졌으며, 황종궁 26종의 기
본 선율은 모두 《風雅十二詩譜》 〈小雅〉 6편을 수용해 정비되었다. 조회아악
에서 26종의 기본 선율이 필요한 이유는 수월용률법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각 12율은 음양과 상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회의식에서 하나의 선
율로 해당 달에 맞는 악을 연주해야 했다(《세종실록》 권36·37 〈雅樂譜〉; 정
화순, 2006 앞의 책, 97∼111쪽). 세종 12년(1430)에 정비된 조회아악은 《세종실
록》에 ‘新制雅樂’으로 기록되어있지만, 세종 27년(1445) 이후에 만들어진 신악
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신제아악을 ‘조회아악’ 혹은 ‘새로 정비
된 아악’으로 지칭했다.

47) 회례악은 별도의 새로운 아악곡을 창작·제정한 것이 아닌, 조회아악을 차용해
연주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조회아악으로 언급해 분석했다. 조회아악 제
정 이후 회례연에서 아악이 처음 연주된 것은 세종 15년(1433) 1월 1일이다. 사
료에는 ‘회례아악’이 아닌 ‘회례악’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회례
악’으로 표기했다.

48) ‘궁-상-각-변치-치-우-변궁’의 7음음계를 의미하며 황종이 궁일 경우, ‘황종-태
주-고선-유빈-임종-남려-응종’을 말한다.

49) 《세종실록》 〈아악보〉; 송방송, 2007 앞의 책, 229∼230쪽; 송지원, 2016 앞의
논문, 92쪽.

50) 선행 연구는 세종대 한·당·송의 여러 전적을 참고하며 周制에 가장 가깝게 재해
석해 만든 조선만의 독창적인 아악을 제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혜구, 1985
《한국음악논집》, 세광음악출판사, 195∼215쪽; 정화순, 2006 앞의 책, 150쪽).

51)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9월 21일 기미; 당시 ‘俗樂’에 대한 구체적인 악곡
명과 음악적 특징은 알 수 없지만, 선행 연구는 세종 13년(1431)에 정해진 조참
음악이 모두 唐樂인 점을 고려할 때 건국 초부터 세종 12년(1430)까지 쓰인 조
하‧조참 음악 역시 唐樂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김종수, 2018 《조선시대 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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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조회아악이 제정되면서 조회를 비롯한 다른 의례에도 아악이

활발하게 연주되었다. 기존 연구는 세종이 산 자를 위한 의식 음악과 죽

은 이를 위한 의식 음악을 아악으로 일원화하려는 목적이 발현되었다고

보았으며, 고제에 대한 탐구가 심화될수록 아악을 국가 의례에서 적극적

으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52) 그러나 조회아악 제정 이후의 연주

양상을 아악의 일원화로 보기는 무리이며, 조회아악이 기존의 속악을 완

전히 대체하지 못했다. 일례로 조회아악이 처음 연주된 이후 세종 15년

(1433) 1월 1일 회례와 양로의에서도 아악이 연주되었지만, 당시 연주된

음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악과 속악이 함께 연주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近侍가 꽃을 올리면 〈休安之樂〉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노인들에게 꽃을

흩뿌리면 음악이 그친다. … 탕을 올리면 헌가에서 〈覲天庭之樂〉을 연

주한다. 제2작을 올리면 헌가에서 〈武烈之樂〉을 연주한다. 무무가 입장

해 추면 여섯 번 變하고 그치면 나간다. 탕을 올리면 헌가에서 〈受明命

之樂〉을 연주하고 다음 차례 작을 올리고 탕을 올리기를 모두 앞 의식

과 같이 한다. 【俗樂과 雜伎를 사용하며, 이후 동일하다.】53)

《世宗實錄五禮儀》 〈嘉禮儀式〉 養老儀 기록이다. 양로의 절차 중

꽃을 올리는 절차에서 아악 〈휴안지악〉이 연주된다. 이후 탕을 올리는

절차에서 헌가는 〈근천정〉과 〈수명명〉을 연주한다. 〈근천정〉과

〈수명명〉은 태종의 공을 노래하는 가사로 속악 선율에 얹어 부르는 속

악 가사를 말한다. 그러나 세종은 조회 아악 정비 이후 회례와 양로의에

서 이 속악 가사를 《의례경전통해시악》 〈남산유대〉라는 아악 선율에

얹어 부르게 했다. 그런데 〈근천정〉은 4구 1장의 가사이며 〈남산유

음악의 문화사적 고찰》, 민속원, 45∼46쪽).
52) 정화순, 2006 앞의 책, 46∼55쪽; 세종의 예악 정비를 ‘아악의 전일화’로 이해하
며 세조대에 이르러 ‘탈아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임미선,
2013 앞의 논문, 116쪽).

53) 《세종실록오례의》 권133 〈가례의식〉 양로의. 近侍進花, 《休安之樂》作. 執
事官散群老花, 樂止. … 進湯, 軒架作 《覲天庭之樂》, 第二爵, 軒架作 《武烈之
樂》. 武舞入作, 六變止出. 進湯, 軒架作 《受明命之樂》, 次進爵進湯, 竝如前儀.
【用俗樂雜伎, 後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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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6구 1장의 형식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근천정〉의 가사

를 그대로 〈남산유대〉의 선율에 노래할 경우, 가사와 음악이 들어맞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54)

이와 관련해서 회례와 양로의에서 새로 정비한 아악을 연주하기 1년

전인 세종 14년(1432)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 나타난 세종의 인식이 주목

할 만하다.

“… 또 唐의 七德舞라는 것은 본래 〈秦王破陣之樂〉이다. 당 태종이 진

왕을 위하여 劉武周를 깨뜨리고 군중에서 서로 더불어 진왕파진지악을

제작하였으니, 그가 즉위함에 이르러 연회 때 반드시 연주하게 하고, 시

신에게 이르기를, ‘비록 기세를 일으켜 날리고, 밟고, 사나운 모습이 文容

의 모습과 다르다. 그러나 功業이 이에 유래하였으므로 악장에 드러내어

근본을 잊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고 하였다. 이제 〈수보록〉, 〈근천

정〉의 가사를 아악의 춤에 입히는 것 또한 〈진왕파진곡〉의 뜻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파진곡의 聲音과 節奏는 알 수 없으며 또 그것이 雅樂인

지 俗樂인지 알 수 없다. 장단구의 속악 가사를 아악에 입혀 그 성운이

조화되게 하고자 하면 疊累한 소리가 날 뿐 아니라, 七聲 외 소리도 반드

시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음악이 결란하여 한탄스러워 후세에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물며 〈근천정〉 가사는 무무로서 명명한 뜻

과 합치하지 않는다. 나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55)

세종은 당 태종 때 〈秦王破陣之樂〉56)의 예시를 언급하며 조종의 공

54) 〈남산유대〉 선율에 그대로 노래할 경우, 〈근천정〉 1장과 4장은 음악 중간에
서 끝나며, 2장과 5장은 음악 중간에 시작해 중간에서 끝나게 된다(임영선, 2019
〈조선 초기 회례 용악 연구〉 한국학대학원 음악학전공 박사학위논문, 83∼87
쪽).

55)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8일 정해. “…且唐七德舞者, 本秦王破陣之樂.
太宗爲秦王, 破劉武周, 軍中相與作秦王破陣之曲, 及其卽位, 宴會必奏之, 謂侍臣曰:
‘雖發揚蹈厲, 異乎文容, 然功業由之, 被於樂章, 示不忘本也.’ 今以《受寶籙》, 《覲
天庭》之詞, 被之雅舞, 亦猶破陣曲之義也. 然破陣曲聲音節奏, 未可知也, 且其爲雅
樂與俗樂, 亦未可知也. 以長短句俗樂之詞, 被之雅樂, 欲其聲韻之和, 則非獨有疊累
之聲, 七聲之外聲, 亦必用之. 如此則有樂缺之嘆, 而取譏於後矣. 況《覲天庭》之詞,
與武舞命名之意不合乎? 予(末)〔未〕知其由.”

56) 당나라 3대 악무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성대하며 전쟁과 군사의 일을 형상하
고 있어 ‘武樂’이라 부르기도 한다(여기현 편역, 2018 《중국고전음악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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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 그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 새로 지은 악장 〈수보록〉, 〈근천정〉

을 아악 선율에 얹어 노래하려 했다. 그러나 이내 아악과 맞지 않아 첩

루한 소리가 있을 것을 예상하며 후대에 비웃음을 살 것을 우려하고 있

다. 첩루한 소리란, 소리가 겹쳤을 때 나는 고르지 않고 맞지 않는 소리

를 뜻한다. 이를 보면 세종은 아악 선율에 속악 가사를 섞어 연주할 때

발생할 음악의 결란을 예상했던 것이다. 이는 세종이 고제에서 설명하는

和, 즉 아악의 선율에 속악의 가사를 얹어 부르는 시도가 현실에서는 서

로 어울리지 않는 不協으로 귀결됨을 이해한 것이었다.

불협에 대한 이해는 조선의 모든 국가 의례에서 아악만을 연주하는

‘아악의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은 자국을 제후국으

로 인식했기에 국가 의례에서 천자의 아악만을 그대로 연주할 수 없을뿐

더러, 고제에서 설명한 완전한 아악의 연주, 즉 천자의 아악과 화협하는

제후의 악‧가‧무의 결합이 결란의 발생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

실에서 추진할 수 없었다. 고제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진 완전한 아악의

연주가 조선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은 국가 의례에

서 아악의 일원화를 시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국가 의례음악을 아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 세종은 고제에 등장한 제후의 로컬 아악, ‘향악’에 주목했다. 세종

은 천자의 아악과 화협하면서도 조선의 요소로 연주 가능한 ‘조선의 아

악’이 필요하다는 이해로 나아갔으며,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세종 재위

말년 신악의 창제로 이어졌다.

2. 고제 ‘향악’과 신악

세종은 아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줄곧 “우리나라는 동쪽 변방에 있어

그 음악이 중국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표명하곤 했다.57) 이는 고제와

사, 235쪽).
57)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9월 13일 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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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간극에서 중국의 것과 동일한 음을 내는 율관 및 아악기의 제작

이 불가능함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세종은 중국의

아악도 완전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중국의 아악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

다. 예컨대 세종은 三代 이전에도 ‘鄕樂’을 아악 사이사이에 연주했으며,

고제를 준수해 율관의 소리와 당대 중국의 아악기 소리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깨닫게 되었다.58) 이는 세종이 역대 중국의 아악도 순수한 夏樂

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이기도 했다.

한족과 이민족의 대립과 융합이 진행된 중국 남북조 시대는 북방과 남

방, 소수민족의 문화와 중원문화의 융화가 촉진된 시기였다. 북조는 장기

간 외족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궁중음악의 계승과 정비에 있어서는 周 왕

조의 음악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漢 왕조의 옛 제도 위에 이역의 음악을

융합해 나아갔다.59)

北齊·北周의 아악은 당초 〈洛陽舊樂〉과 〈魏氏舊樂〉을 계승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북제·북주의 아악은 북위 永熙 연간(532∼534)

孫承業과 祖瑩 등이 “戎狄과 華夏의 음악을 합하여 채용해[戎華兼采] 만

든 大成樂”으로 기록되어있으며, 북주 建德 2년(573) ‘6代樂’이라는 아악

을 제작할 때 서역계 胡樂이 참조된 점 등을 토대로 顔之推(531∼591)는

당대 아악을 ‘胡樂’이라 지칭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했다.60) 이처럼 북

주의 아악은 周代 아악을 모방하면서도 순수한 華夏의 음악적 특징으로

만 구성된 것이 아닌, 서역 지방의 음악과 융적의 음악적 특징이 섞여

있었다.

이처럼 보편문화의 영향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가미된 문화, ‘로컬

(local)’로 볼 수 있는 ‘향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음악뿐 아니

라 당악, 대성아악 등 역대 중국의 음악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宋

史》 〈樂志〉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기록은 ‘향악’의 성격과 의미를 잘

58)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0월 15일 경신; 권49, 세종 12년 9월 11일 기유;
권59, 세종 15년 1월 1일 을묘.

59) 여기현 편역, 2018 앞의 책, 166∼168쪽.
60) 《隋書》 권14 〈音樂志〉. “其後帝娉皇后於北狇, 得其所獲康園‧亀玆等樂, 更雜
以高昌之舊, 並於大司樂習焉. 採用其聲, 被於鐘石, 取周官制以陳之.”; 渡辺信一郎,
2013 앞의 책,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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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 ‘周南’, ‘召南’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리요, 王化의 근본이다. 고로 鄉

人들이 연주하며 邦國에서 연주한다.”61)

《詩經》의 ‘周南’과 ‘召南’에 대한 정의를 朱熹가 보충 설명한 내용이

다. 주희가 이해한 《周南》, 《召南》은 鄕人들이 연주하는 음악이자,

邦國에서 연주하는 음악이었다. 《주남》과 《소남》은 《詩經》 〈國

風〉에 실려있는 노래로, 周 왕실의 夏樂과 合樂하는 남방 지역 제후의

노래를 가리킨다.62)

《儀禮》는 천자의 음악을 ‘大雅’, 제후의 음악은 ‘小雅’, 향민을 규계하

고 교화하는 일을 수행한 鄕大夫의 음악은 ‘鄕樂’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에서 《周南》의 〈관저〉, 〈갈담〉, 〈권이〉와 《召南》의 〈작소〉,

〈채번〉, 〈채빈〉은 향악에 속한 음악이었다.63) 그러므로 《송사》에

등장한 ‘향악’은 천자의 교화 의미가 담긴 음악이자 당대 보편문화라 할

수 있는 아악과도 合樂이 가능한 향인의 음악을 의미했다.

조선에서 아악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세종 12년(1430)에도

‘향악’은 로컬의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 악공 황식이 입조하여 아악 연주를 들었는데 長笛·琵琶·長鼓를 서로

사이에 넣어 堂上에서 연주했다 하니, 중국 또한 鄕樂을 섞어 썼던 것이

다.”64)

61) 《詩經》 〈大序〉 “周南, 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 《宋史》〈樂志〉권17. 朱
熹曰, “周南, 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

62) 《儀禮》 〈鄉飲酒禮〉; 〈鄉射禮〉; 《宋史》 〈樂志〉 권17. 《燕禮》云: 遂
歌鄉樂, 即此六篇也. 合樂, 謂歌舞與衆聲皆作. 《周南》, 《召南》, 古房中之樂
歌也. 《關睢》言后妃之誌, 《鵲巢》言國君夫人之德, 《采蘩》言夫人之不失職,
《采蘋》言卿大夫妻能循法度. 夫婦之道, 生民之本, 王化之端, 此六篇者, 其教之原
也. 故國君與其臣下及四方之賓燕, 用之合樂也.

63) 十三經注疏編委會 編, 2000 《儀禮注疏》 十三經注疏 整理本 10 北京: 北京大學
出版社, 215쪽. “頌及大雅, 天子樂, 小雅, 諸侯樂, 此二南, 鄕大夫樂. 但, 鄕飮酒ㆍ
鄕射, 是大夫‧士爲主人, 故大夫‧士樂爲鄕樂者也.”

64)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9월 11일 기유. “… 令伶人黃植入朝, 聞奏雅樂,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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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율관 제작 과정 중 역대 중국의 아악과 율관도 미정했다는

논의를 하며 세종이 했던 언급이다. 조선인 악공 黃植(?∼?)이 입조했을

때의 경험을 통해 중국의 아악 또한 중국의 ‘鄕樂’을 사이에 섞어 연주하

고 있었음을 세종이 말하고 있다.65) 이는 세종이 중국의 로컬 음악을 가

리키는 용어로 ‘향악’을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들 용례를 통해 ‘鄕’은 로컬의 의미로 사용된 바 있으며, 그

성격 또한 당대 보편문화와 대립적으로 분리·구분되지 않는 상호 관련성

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역대 중국 아악의 특징과 ‘향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세종이 예악 정

비 사업을 아악과 和하는 ‘향악’을 추구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데에 영

향을 끼친 듯하다. 실제 세종 15년(1433) 이후 세종의 아악에 대한 관심

은 이전과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조회아악을 제정한 이후에도 조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악기와 기존의 당·향악기를 섞어 연주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세종 27년(1445)까지도 세자가 조참을 받을 때 행하는 의례에 대해

“속악에 아악기를 섞어 쓰는 것은 불가하니, 이 뒤로는 섞어 주악함을

허락하지 마소서.”라는 의견을 올리며 조참 의식에 속악기로만 연주할

것을 건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66) 이를 보면 당대인들은 아악과 속악을

서로 섞어 쓸 수 없는 음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또한 국가 의례에서 아악기와 속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양상이 지

속되는 현실을 보며, 雅樂과 俗樂의 竝用 양상 역시 올바른 악의 시행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고민에 마주한 세종은 고제에 등장하는 ‘향악’

의 존재에 주목했으며 ‘중국의 아악’이 아닌 ‘조선의 아악’을 연주하는 것

이 마땅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종의

笛, 琵琶, 長鼓相間而奏於堂上, 中國亦雜用鄕樂也.”
6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9월 11일 기유. “況雅樂, 中國歷代所製不同, 而黃
鍾之聲, 且有高下. 是知雅樂之制, 中國亦未定也. … 我國在東表, 寒暑風氣, 與中
國頓殊, 豈可用我朝之竹, 而爲黃鍾之管乎? … 令伶人黃植入朝, 聞奏雅樂, 長笛､
琵琶､長鼓相間而奏於堂上, 中國亦雜用鄕樂也.”

66)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2월 2일 병오.



- 21 -

인식 변화는 조종의 공덕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담은 가사 《龍飛御天

歌》67)가 완성되자마자 그 가사를 아악이 아닌 당악과 향악에 결합시키

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조종의 공덕과 天命의 정통성을 가사로 표현해 이를 악·가·무의 형태

로 표현하는 행보는 천자의 아악 제작 경위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세종은 천자의 아악과 동일한 천자의 악을 제작하는 것이 아

닌, 보편문화의 맥락 안에 로컬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로서 신악을 창제

했다. 예컨대, 《용비어천가》를 순한문 가사뿐 아니라 국한문 가사를 지

어 부르게 했으며, 음악 역시 천자의 아악이나 조회 아악이 아닌 조선의

로컬 음악으로 연주하게 했다. 이러한 세종대 신악의 특징은 곧 신악이

로컬 아악을 의미하는 ‘향악’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세종의 신악이

기존 연구의 향악 개념과 구분되는 고제의 ‘향악’인 것이다.

그런데 《儀禮》 〈鄕飮酒禮〉, 〈鄕射禮〉, 《宋史》 등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고제의 향악이 ‘合樂’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침내 향악 《주남》의 〈관저〉, 〈갈담〉, 〈권이〉와 《소남》의

〈작소〉, 〈채번〉, 〈채빈〉을 노래한다. 大師가 樂正에게 이르기를 ‘正

歌가 갖추어졌다.’고 하면 악정은 채 내 동쪽 기둥의 동쪽으로 가 공에게

고하고, 이내 내려가 다시 자리에 선다.69)

67)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1445) 정인지가 쓴 용비어천가의 서문에 밝혔듯이, 조
선 건국에 대한 내용을 담은 125장의 긴 서사시이다. 1장과 2장은 용비어천가를
지은 연원을 다루고 있으며, 3∼8장은 태조 이성계의 조상에 대해 읊은 시이고,
9∼89장은 태조 이성계의 무공과 문덕을 서술하고 있다. 90∼109장은 태종의 치
적을 담고 있으며, 110∼125장은 후대 왕들에게 경계할 일을 열거하고 있다. 용
비어천가의 가사는 순한문과 국한문, 두 종류로 되어있으며 한문시는 〈여민
락〉의 가사로 쓰였고, 국한문시는 〈치화평〉과 〈취풍형〉의 가사로 사용되었
다(송방송, 2007 앞의 책, 246∼250쪽).

68)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 권116, 세종 29년 5월 5일 을미.
69) 《儀禮》 〈燕禮〉 “遂歌鄉樂 , 《周南》 〈關雎〉, 〈葛覃〉, 〈卷耳〉, 《召

南》 〈鵲巢〉, 〈采蘩〉, 〈采蘋〉. 大師告于樂正曰, ‘正歌備’ 樂正, 由楹內東楹
之東告于公, 乃降復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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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과 《소남》 6편 노래는 주 왕실의 夏樂과 合樂하는 남방 지

역 제후 인민들의 ‘향악’을 말한다. 고제에서 ‘鄕樂’은 당대 교화의 산물

을 의미하는 樂이자 성인의 음악인 夏樂과 합주 가능한 夷樂이기도 했

다.70) 夏樂과 합악하는 夷樂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고려도경》 〈동

문〉 악률에도 나타난다.

무릇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즐겨 천하를 즐기므로,71) 처음부터 오랑

캐와 중국의 구별이 없다. (음악을) 받아들이고 널리 채택함은 우리의 덕

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雅를

연주하고 南72)을 연주하며, 籥을 들고 舞를 춰도 혼란스럽지 않다.”73)고

했는데, 설명하는 이는 “아는 중국의 음악이고, 남은 오랑캐의 음악이다

.”74)라고 하였다. 2가지(雅·南)를 합주하는 것은 천지의 중성(중화의 소

리)에 화를 이루어야 樂으로서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방 이역은

음식이 다르지만 화하고 의복은 제도가 다르며 기물은 적절히 다르므로

음악 또한 다르지만 和할 수 있다.75)

徐兢(1091∼1153)은 夏樂[雅]과 夷樂[南]이 본래 구분되는 악이지만 서

로 합주가 가능한 악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음악의 합주는 천지의

樂, 즉 和로서 완성된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자의 음악

인 아악과 화합하는 夷樂은 제후·대부가 갖추어야 하는 樂을 뜻했다. 이

러한 夷樂으로서 ‘향악’의 특징은 세종이 창제한 신악에서도 엿볼 수 있

70) 임주탁, 2018 앞의 논문, 73∼78쪽.
71) 《孟子》 梁惠王章句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
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未之有也.”

72) 윤휴, 《白湖先生文集》 권24 〈雜著〉“二南亦中國之正聲, 但九夏爲頌而二南爲風
耳. 風者, 諸侯之詩, 雅者, 天子之詩, 頌者, 告神明之詩, 此詩之所以爲別者也. 南之
爲華夏, 何也. … 呂氏春秋傳曰, 夏后氏造南音, 周召取風焉, 爲之南. ”

73) 《詩經》 〈小雅〉 鼓鐘 제4장 “鼓鍾欽欽. 鼓瑟鼓琴. 笙磬同音. 以雅以南. 以籥不
僭.”

74) 《詩經》 〈小雅〉 鼓鐘 제4장 “毛云: “南夷樂曰任.” 鄭云: “雅也, 南也, 籥也, 三
舞不僭.” 朱子云: “雅, 二雅也, 南, 二南也.”

75) 《고려도경》 권40 〈동문〉 악률 凡以與衆樂樂, 而樂以天下, 初無間於夷夏, 則
兼收博采, 所以示吾德之廣運也. 詩云 “以雅以南, 以籥不憯.” 說者謂, “雅爲夏樂,
南爲夷樂.” 二者合奏, 以成和而協天地之中聲, 然後爲備樂. 然四方異域, 飮食異和,
衣服異制, 器用異宜, 則樂亦不得而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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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신악에 樂名 ‘鈞和’를 부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예로부터 帝王이 功業을

이루면 樂을 제정하여 대대로 각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가 역대를 상

고해 보건대, 당 요제는 大咸과 大章, 우 순제는 大韶, 상 탕왕은 大濩,

주 무왕은 大武였습니다. 근대에 와서 송은 大晟이라 하고, 금은 大和라

하며, 원은 大成이라 하여 모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는 홀로

樂名이 없으니 옛날과 어긋남이 있어 원컨대, 악명을 ‘鈞和’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大鈞은 하늘이니 만민을 교화시킴은 대균의 퍼뜨림

과 같으며 大樂은 천지와 더불어 同和하니 이 뜻을 취하여 이름으로 삼

았다.76)

세종 28년(1446) 의정부가 예조의 의견을 전하는 내용으로, 세종이 제

작한 신악에 樂名을 붙이자는 논의를 보여준다. 세종이 周代의 아악을

모델로 삼아 고제를 탐구하며, 아악의 재현을 추구했음에도 새로 정비한

조회아악에 악명을 부여하지 않고, 신악에 악명을 부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조는 악명을 지어야 하는 이유로 고대 성인의 악명을 예

시로 언급하며 송, 금, 원의 당대 아악명을 제시하고 있다.77) 세종의 신

악을 ‘아악’에 준하는 음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

다.

76)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1446) 2월 6일 갑진. 議政府據禮曹呈啓: “自古帝
王, 功成制樂, 代各有名. 謹按歷代, 唐堯則大咸大章, 虞舜則大韶, 商湯則大濩, 周
武則大武. 降及近代, 宋曰大晟, 金曰太和, 元曰大成, 咸有厥名. 我朝獨無樂名, 有
違於古, 乞定樂名曰鈞和.” 從之. 大鈞, 天也, 敎化萬民, 如大鈞之播物, 大樂, 與天
地同和, 取此義以爲名.

77) 역대 제왕의 악명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주례》 〈춘관〉 대사악에 등장하
는 ‘樂舞名’과 병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왕들의 덕이 순차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하며 고제에서 악명을 부여하는 것은 곧 성인의 덕을 계승한
음악을 함의하는 것이었다(《주례》 〈춘관〉 대사악 “乃奏黃鐘,歌大呂, 舞《云
門》,以祀天神. 乃奏大蔟,歌應鐘,舞《咸池》, 以祭地示. 乃奏姑洗,歌南呂, 舞《大
韶》,以祀四望. 乃奏蕤賓,歌函鐘,舞《大夏》, 以祭山川. 乃奏夷則,歌小呂, 舞《大
濩》,以享先妣. 乃奏無射,歌夾鐘,舞《大武》, 以享先祖. 凡六樂者, 文之以五聲, 播
之以八音. 凡六樂者, 一變而致羽物及川澤之示, 再變而致祼物及山林之示, 三變而致
鱗物及丘陵之示, 四變而致毛物及墳衍之示, 五變而致介物及土示, 六變而致象物及
天神.”; 윤병천, 2010 《오천년 음악의 완성, 균화》 서울: 민속원, 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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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신악을 중국 아악과 대등한 수준의 우리 음악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대의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

는 악명 ‘和’자에 초점을 맞춰 향악이 아악을 끌어안는 형태의 조화로 해

석하며, 세종의 악명 부여를 당시 중국과 대등한, 혹은 중국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음악’의 위상으로 평가했다.78) 그러나 세종과 당대

관료 학인들이 신악을 중국의 아악 또는 성인의 악과 동일한 樂으로 이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제후·대부의 夷樂 존재 및 필요성을 자각

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국의 음악을 천자의 음악으로 이해한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세종은 신악을 제후가 갖추어야 하는 ‘향악’으로 이해하며 종묘제례는

물론이고 모든 연향에서 신악을 연주하고자 했다.79) 그러나 당시 연향

음악으로 신악이 연주된 기록은 찾아볼 수 있으나 종묘에서 신악을 연주

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세종 29년(1447) 전후의 종

묘제례에서는 신악이 연주되지 않은 것 같다.80)

“이제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이내 조종의 성덕과 신공을 노래하

기 위해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하게 하여 稱揚의 뜻을 극

진히 할 것이옵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함은 불가하옵니다. 〈여

민락〉, 〈치화평〉, 〈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

록 허락하시옵소서.”81)

이는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한 신악을 종묘에서만 쓰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예조의 의견으로, 세종의 신악이 애초에 연향만을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아님을 시사한다. 실제 세종대 종묘제례에서 신악

78) 선행 연구는 여전히 향악을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악
명 ‘균화’를 파악하고 있다(윤병천, 2010 앞의 책; 염명경, 2018 앞의 논문; 2020
〈종묘제례악의 교화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34, 79∼97쪽).

79)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5일 을축; 권126, 세종 31년 10월 3일 경술.
80) 송방송, 2007 앞의 책, 256∼257쪽; 김종수, 2018 앞의 책, 121∼123쪽.
81)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5일 을축. “今降《龍飛御天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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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可止爲宗廟之用.
《與民樂》, 《致和平》, 《醉豐亨》等樂, 於公私燕享, 幷許通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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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주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종의 신악 창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세종과 당대 관료 학인들은 종묘 등의 제례와 더불어 公私 연향에

서 두루 연주 가능한 음악으로 신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종대에도 세종의 신악이 단순 새 음악 또는 기존의 속악으로 인식되

지 않음을 정인지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 태조·태종의 治功을 나타내고자 〈정대업〉의 악을 제정하셨습니

다. 신이 비록 音律은 알지 못하나 古今의 일을 알고 있기에 신에게 명하

여 提調로 삼아 그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경연에서도 《율려신서》를 進

講하게 하시어 친히 헤아리고 고증해 그 악을 제정하셨습니다. 궁인과 두

기생으로 하여금 궁중에서 익히게 하셨으니, 장차 종묘·조정에서 쓰려 하

신 것입니다.”82)

정인지는 세종대 예악 정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자 《雅樂譜》

서문을 직접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신악에 대해 “세종이 일찍이

종묘와 조정에서 쓰기 위해 신악을 창제했다.”고 기억했다. 세종 12년

(1430) 조회아악을 정비한 이후 종묘에 아악만을 연주했던 상황을 고려

해 보면, 세종이 중국의 아악을 대체할 수 있는 로컬 아악을 강구하기

위해 신악을 창제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신악이 로컬 아악으로 기능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예시로 다음 성종대 조회악 기록이 주목된다.

조하·조참·연향에서 모두 전하가 궁에서 나올 때 〈여민락만〉 혹은 〈성

수무강만〉을 연주한다. 배례할 때는 〈낙양춘〉을 연주한다. 전하가 환

궁할 때는 〈여민락령〉 혹은 〈보허자령〉, 〈환궁악〉을 연주한다.83)

82) 《단종실록》 권7, 단종 1년 7월 9일 갑자. “…又欲象太祖‧太宗治功, 制爲《定大
業》之樂. 謂臣雖不解音律, 以其粗識古今, 故命臣爲提調, 俾掌其事. 至於經筵進講
《律呂新書》, 親算考證, 以定其樂. 姑令宮人與二妓習之宮中, 蓋將用之於宗廟, 朝
廷也.”

83) 《樂學軌範》 권2 〈俗樂陳設圖說〉 朝賀·朝參·宴享一應殿下出宮, 奏〈與民樂
慢〉, 或〈聖壽無彊慢〉. 凡拜禮, 奏〈洛陽春〉. 殿下還宮, 奏〈與民樂令〉, 或
〈步虛子令〉, 〈還宮樂〉.; 이혜구,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185∼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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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學軌範》에 수록된 조회악 중 〈낙양춘〉, 〈보허자령〉, 〈성수무

강만〉, 〈환궁악〉은 당악이며,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은 〈여민

락〉계 음악으로 세종대 신악을 가리킨다. 위의 기록은 중국 아악의 재

현이었던 세종대 조회아악이 성종대까지 조회악으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그 자리를 세종의 신악이 대신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악이 조회, 회례

등에서 활발히 연주되면서 조선의 국가 의례음악으로 정착했음을 시사한

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의 국가 의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중국의

아악이 점차 조선의 의례에서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신악은 조선에서 창제한 로컬 아악이자 제후가 갖추어야 하는

‘향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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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세조대 신악의 계승과 변용

1. 세종대 이후 신악의 전승

세종은 신악을 제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승하하고,84) 이후 문종의

國喪이 이어지며 신악을 비롯한 모든 음악의 연주가 중단되었다. 계속되

는 국상으로 인해 음악 연주가 불가능해지자, 예에 따라 악기를 진설하

는 것으로 국가 의례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대 말년에 창제된 신

악은 연주의 역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 또 아뢰기를, “악공을 세종의 국상으로 인해 試才하지 않았습니다. 지

금 또 代行大王의 상이 이어져 계속 6년 동안 시재하지 않았으니, 음악의

절주를 반드시 모두 잊어버릴까 염려됩니다. 또 〈정대업〉, 〈보태평〉

의 新樂은 工師 한두 사람 외에 전습한 자가 없사오니, 청컨대 기년 뒤에

는 單聲으로 음악을 배우게 하고 시재하여 관직을 주옵소서.” 하니 그대

로 따랐다.85)

단종 즉위년(1452) 예조가 연이은 국상으로 음악을 시재하지 않은 상

황을 지적하며, 신악의 단절을 우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86) 이와 같

84)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2월 17일 임신.
85)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0월 24일 임자. … 又啓曰: “樂工往因世宗國喪,
不試才, 今又遭大行大王喪, 若連六年不試才, 則慮恐音樂節奏, 必盡遺忘. 且定大業,
保太平新樂, 則工師一二人外, 無傳習者, 請期年後, 以單聲習樂, 試才授職.” 從之.

86)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5월 24일 경신. 단종 1년(1453) 柳誠源(?∼1456)은
단종에게 세종의 신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악의 전승에 문제가 없을 것을
대변했다. 신악보는 세종이 만든 정간보 위에 기록한 새 악보를 말하며, 정간보
가 가진 특성 덕분에 樂의 사라짐이 방지될 수 있었다. 정간보는 칸이 그어져
박자가 구분되는 유량악보로, 각 칸에 12율명과 노래 가사, 장고의 장단 등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간보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한다면 음악을 전문
적으로 담당하는 악공이 아닐지라도 악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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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종대 음악 연주의 중단은 세조대 복상 기간까지 이어졌다. 복상이

끝나고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자 세조는 곧바로 신악을 다시 연주하게

했다. 이러한 세조의 행보는 일찍이 세조가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있던

배경으로 아래 기록이 보여주듯이 세종 가까이에서 신악 창제 과정을 함

께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87)

임금께서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기에 신악의 절주를 모두 제정하셨으

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셨

다. 수양대군 李瑈 역시 聲樂에 통하였으므로, 명을 내려 그 일을 관장하

게 하니, 기생 수십 인을 데리고 때때로 禁中에서 이를 익혔다.88)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세종이 만든 신악을 기생과 함께 연습하기도 했

다. 신악 제정 경위의 세부적인 기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

양대군이 세종을 보좌해 가까이에서 창제 과정을 함께 하며, 신악을 직

접 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세조가 세종의 신악 창제 과정에 함

께 했다는 것은 신악 창제의 목적을 비롯한 음악 내용, 그리고 세종이

의도한 신악의 의의 역시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세조는 신악의 연주뿐 아니라 악공 및 음악 기관을 재정비하기도 했

다. 이때 세조는 아악과 향악이 서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음악으로 이

해하고 있음을 음악 기관 정비 기사에서 드러냈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鄕樂과 雅樂은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닌데, 각각 관

서와 재랑을 설치하여 樂生·武工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또 각각 체

아가 있어 낭비가 있고 이익은 없으니, 이제부터 아악서를 전악서에 속하

게 하고, 그 악공과 체아의 수효를 마감하여 아뢰라.”고 하였다.89)

2007 앞의 책, 305∼315쪽; 이성천 외, 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풍남, 42∼
55쪽, 71∼73쪽 참고).

87) 《세조실록》 권1, 총서 3번째; 14번째.
88) 《세종실록》 권126, 세종 31년 12월 11일 정사. “上邃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
制, 以柱杖擊地爲節, 一夕乃定. 首陽大君 瑈亦通聲樂, 命掌其事, 以妓數十人, 時於
禁中習之.”

89)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13일 계묘. 傳旨吏曹曰: “鄕雅樂本非二事, 而各
置署齋郞, 樂生武工額數猥多, 且各有遞兒, 有費無益, 今後雅樂署屬典樂署, 其工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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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이후 신악과 속악의 수요 증가로 기존 아악의 연주가 감소하면

서 아악 전담의 악생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세조는 아악만을 다루는 음악 기관인 아악서와 그 외 속악을 관장하는

전악서를 하나의 기관인 장악서로 합하려 했다. 이때 언급된 것이 바로

“아악과 향악이 본디 두 가지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는 세조가 아악

과 향악을 서로 和할 수 있는 樂, 나아가 병용할 수 있는 음악으로 이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세종대에는 음악기관 아악서와 전악서가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아악만을 연주하는 악생과 당악·향악을 연주하는 악공의 대우가 달랐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종 즉위년(1418) 아악을 전담하는 악생에게 賤役

의 종사를 일절 금지시켰으며,90) 세종 14년(1432)에는 아악서의 典樂과

전악서의 전악 관복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다.91)

이를 통해 조선 초기 예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세종과 당대 관료 학인

들은 국가 제례악으로 기능한 아악을 그 외 속악에 비해 더 높은 격의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세종께서 하늘이 내린 성지로서 여러 樂舞를 제정하셨는데, 미처 이를 사

용하지 못하셨다. 지금에 이르러 비록 文을 숭상하고 武를 연마하기에 겨

를이 없다 할지라도 이때 거행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장차 폐지하여 없어

질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또 工人은 군사에서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음악기관 또한 항상 (음악을) 익혀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정대

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의 新樂을 익히게 하고 舊樂은 모

두 폐지하라.92)

遞兒之數, 磨勘以啓.”
90)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8월 19일 병신. 司憲府啓: “雅樂署樂工, 本爲祭享
而設. 今禮曹一應賤役, 無不使喚, 一皆禁斷.” 從之.

91)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2월 19일 갑진. 樂學啓: “雅樂署典樂冠服, 與典樂
署典樂冠服無等, 未便. 請副典樂冠服, 用絳公服, 幞頭, 緋白大帶, 金銅革帶, 烏皮
履.” 從之.

92)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4월 22일 무신. “世宗以天縱聖智, 制諸樂舞, 未及用
之. 到今雖不暇於崇文閱武, 而此時不擧, 則後將廢棄矣, 豈不惜哉? 且工人非取於軍
士, 樂署亦所常肄, 自今肄《定大業》, 《保太平》, 《發祥》, 《鳳來儀》新樂而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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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는 세종의 신악 창제를 하늘의 성지로 이해하며, 신악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악공과 樂署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당시 세조가 세종의 신악을 舊樂93)과 뚜렷이 구

별되는 음악이자, 지속적으로 연주·계승해야 하는 중요 국가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미 아악의 수요가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전의 구악을 모두

폐지하게 하는 동시에 세종대 창제된 신악을 주도적으로 연주하게 한 것

은 세조가 신악을 조선의 로컬 아악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하려 했음을 엿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조의 구상은 신악을 종묘제례악으

로 채택해 연주하는 것으로 나아가며, 그동안 중국의 아악이 연주되던

조선의 종묘제례에서 ‘향악’이 연주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은 건국 이후 고려의 관습대로 기존의 향악을 종묘제례악으로 연

주했다. 하지만 세종 9년(1427) 예조의 건의에 따라 《釋奠樂譜》를 참

고해 종묘제례악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다.94) 종묘제례악으로 〈융안지

악〉, 〈경안지악〉, 〈숙안지악〉, 〈옹안지악〉, 〈수안지악〉 총 다섯

곡이 정해지면서 세종 12년(1430) 이후부터는 종묘제례에 아악만이 연주

되었다.95) 그러다 세조 10년(1464) 1월 14일, 신악 중 〈정대업〉과 〈보

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선정해 연주하게 하면서 종묘제례에 ‘향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96) 본래 〈정대업〉과 〈보태평〉은 세종 29년(1447)

회례에서 공연되는 문무와 무무의 반주음악으로 창제된 곡이다. 세종은

〈정대업〉과 〈보태평〉을 창제한 이유에 대해 〈수보록〉, 〈몽금척〉,

〈수명명〉 등이 태조와 태종의 공덕을 찬양할 뿐 역대 조종의 성대한

공덕과 건국의 艱難을 형용하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97)

廢舊樂.”
93) 그런데 이 기사에서 ‘舊樂’이 정확히 어떤 음악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94)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95) 송방송, 2007 앞의 책, 236∼238쪽.
96) 위의 책, 256∼257쪽.
97) 《세종실록악보》 신악보 서문. “國朝鼓吹樂曰: 《愛寶籙》, 《夢金尺》, 《覲天

庭》, 《受明命》, 皆各主一事, 未足以形容, 祖宗功德之盛大, 締造之艱難. 世宗因
鼓吹樂, 及鄕樂創爲新樂曰: 《定大業》, 《保太平》, 《發祥》, 《鳳來儀》, 今謹



- 31 -

무릇 종묘제사는 최초의 受命者인 조종의 혈통 계보를 밝혀 국왕 자신

이 권력의 정통 계승자임을 공표하는 제례를 의미한다. 종묘제사는 음악,

노래, 무용을 모두 수반하는데, 음악은 제의의 진행에서 節度와 조화를

뜻하며, 노래는 가사로써 조종의 덕을 밝히고, 무용은 몸짓으로써 조종의

공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로써 종묘제례는 조종의 문공·무덕을 눈으

로 보고, 귀에 들리는 형태로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작·수행되었다.98)

중국 황제 역시 조상을 모시는 종묘 제사와 천지를 모시는 郊社를 최

고 제사로 규정하며 이 두 祭儀를 직접 주재했다. 종묘와 천지에 대한

제사는 황제 권력이 혈통과 天命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황제를 중심으

로 한 질서의 형성과 그 영속을 기원하는 제사였다. 고대 중국에서 종묘

제사와 교사가 최고의 제사로서 국가의 제사 체계에 자리 잡은 것은 前

漢 武帝 때부터였다.99)

전한 시기 종묘제도의 성립은 景帝 즉위 원년(기원전 157) 10월, 고황

제를 高祖, 文帝를 大宗으로 설정하며 ‘高皇帝-文帝-景帝’ 구도로 ‘祖父-

父-子’ 3대 권력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보

는 경제의 권력 유래와 정통성 확립의 표상을 의미했다. 수명자인 고조

로부터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한 모습은 宣帝 즉위 이후에도

나타났다. 선제는 武帝를 존숭해 世祖로 삼으며, 昭帝와 소제 사후의 정

치적 혼란을 배제하는 형태로 ‘高祖-大宗 文帝-世祖 武帝-宣帝’로 이어

지는 구도를 설정해 선제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종묘

제도를 재성립했다. 이는 경제가 문제를 종묘 안에 대종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확립한 경위와 같은 선상으로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100) 이처럼 종묘제도의 성립과 개정은 곧 권력의 정통성을 표방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조는 종묘제도 중에서도 왜 음악을 중점적으로 개정하며

세종의 신악을 연주하게 한 것일까. 세조가 세종의 신악을 종묘제례악으

錄云.”
98) 박성연, 2013 《종묘제례악: 그 역사와 사상》, 서울: 문사철, 17∼25쪽.
99) 渡辺信一郎, 2013 앞의 책, 88∼90쪽.
100) 위의 책, 9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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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한 것의 의미는 중국의 종묘제례악 사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전한 시기 종묘제례악으로 연주된 음악 중 〈安世樂〉 역시 속악의 특징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세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房中歌〉는

본래 후비나 부인이 현악기 반주에 맞춰 夫君을 위해 부르는 《주남》,

《소남》의 음악을 말한다. 《주남》과 《소남》은 鐘·磬의 반주를 사용

하지 않고, 현악기 반주만을 이용해 부른 노래였다.

그러다 惠帝 2년(기원전 193), 樂府令 夏侯寬이 방중악에 관악기[簫管]

반주를 추가해 관현악곡으로 개정하면서 이 음악은 〈안세악〉이라 명명

되었다. 〈안세악〉은 정식 樂府의 악곡으로 추가되었으며, 이후 악부에

의해 재정비되어 高祖를 추모하는 廟樂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안세

악〉은 楚계 속악으로, 태상·태악이 관장하는 秦樂 계통의 아악 또는 秦

楽·周樂 계통을 잇는 종묘무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음악이었다.101) 이

처럼 한대 종묘제례에서 주요 음악으로 기능했던 〈안세악〉도 秦楽·周

樂의 계통을 잇는 아악이 아닌, 속악의 성격을 가진 음악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고대 종묘제도의 의의와 전한 시기 종묘제례악으로 속

악이 제정된 선례, 그리고 세조의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조는 세종의 정치적 계승을 가시적으로 표방하는 데에 상대적으

로 효과적인 종묘제례악의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대에 세종

의 遺音인 신악을 종묘제례악으로 선정해 연주한다는 것은 세종으로부터

세조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계승을 악‧가‧무의 형태로 직접 드러내는 것

이자, 제후가 갖추어야 하는 로컬 아악의 연주를 조선에서 실현함으로써

예악 정치의 추구를 완성하는 것이었다.102)

10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渡辺信一郎, 2013 앞의 책, 98∼113쪽을 참조.
102)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10월 8일 임술; 최승희, 1997 〈世祖代 王位의 취

약성과 王權强化策〉 《朝鮮時代史學報》 1, 7∼67쪽; 김영두, 2013 〈실록 편
찬에 나타난 세조 정권의 정당성 추구〉 《韓國史學史學報》 27, 65∼97쪽; 김
선민, 2017 〈조선 초기 종친의 정치 배제 법제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5∼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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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특징 변화

세조는 세종의 신악을 종묘제례악으로 개정하면서 〈정대업〉과 〈보

태평〉의 악곡 수를 변화시키거나 정간보에 율자보103)가 아닌 오음약

보104)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105) 이 중에서도 〈정대

업〉·〈보태평〉의 중심음을 변화시키고 악기 편성을 재편한 부분을 주

목해 보면, 세조가 세종이 이해한 ‘향악’의 필요성을 계승하면서도 신악

을 夏樂과 和하는 ‘향악’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 청황종궁의 설정

세조가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제정하면서 눈에

띄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중심음의 변화다. 세종대 연주된 〈보태평〉

은 ‘임종궁 평조’106), 〈정대업〉은 ‘남려궁 계면조’107)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세조대 종묘제례악으로 개정되면서 〈보태평〉은 ‘청황종궁 평

조’108), 〈정대업〉은 ‘청황종궁 계면조’109)로 바뀌었다.110) 그런데 고제에

103) 율자보는 12율명의 첫 자만을 떼어서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 기보법이다. 음 길
이가 일정한 음악을 기보하는데 편리한 악보로, 아악보 등 고악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성천 외, 2009 앞의 책, 27쪽).

104) 오음약보는 宮(중심음)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5음을 적는 기보법으로 세조
때 새로 만들어졌다. 이 기보법은 주로 5음음계로 구성된 향악을 편리하게 기
보할 수 있도록 창안한 기보법이며 음의 길이가 불규칙적인 음악을 표기할 때
는 음의 시가를 표시할 수 있는 정간보 안에 기보하였다(위의 책, 65쪽).

105) 송방송, 2007 앞의 책, 256∼257쪽; 염명경, 2020 앞의 논문, 84쪽.
106) 임종을 중심음으로 하는 평조. ‘임종-남려-황종-태주-고선’
107) 남려를 중심음으로 하는 계면조. ‘남려-황종-태주-고선-임종’
108) 청황종을 중심음으로 하는 평조. 청황종궁조임에도 구성음이 청성으로만 이루

어지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역대를 가진 당악기와 12율 4청성의
음역대 안에서 연주하는 아악기가 편성되어 연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황종
조라 하더라도 모든 구성음이 청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연주는
중간 음역대인 中聲으로 연주되었다.

109) 청황종을 중심음으로 하는 계면조.
110) 기존 연구는 세종대 〈정대업〉에 秋分의 율인 남려궁을, 〈보태평〉에 大暑의

율인 임종궁을 썼던 것이 세조대 모두 청황종조로 바뀌면서 음양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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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성으로 곡조를 시작하는 것은 올바른 형태가 아니었다. 이는 《아

악보》 서문에서 정인지가 “《의례》 주해에서 주자는 ‘淸聲으로 조를

시작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말이 미치지 않아

의문스럽다.”111)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세조는 왜

〈정대업〉과 〈보태평〉을 淸黃鐘調로 개정한 것일까.

선행 연구는 세조가 황종의 청(淸, 옥타브)을 높인 청황종궁으로 제정

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을 제기한 바 있다. 예컨대 청황종궁의 개정을

황종궁이 황제(국왕)를 의미하는 음이기 때문에 왕권 위상의 표상으로

보거나, 《주례》 〈춘관〉 대사악 기록을 토대로 人享에 적합한 음이

황종궁이기 때문에 청황종궁으로 개정했다고 해석했다.112) 이 외에도 황

종궁을 천자로 치환해 천자의 예를 따르는 행보로 분석하거나, 12율 4청

성의 음역대를 가진 편종·편경이 실제 종묘제례악에 편성되어 연주하기

때문에 악기 연주의 편의를 위해 청황종조로 변경했다고 보기도 했

다.113) 그런데 《송사》 기록에 제후의 음악인 《소아》 〈녹명〉, 〈사

모〉, 〈황황자화〉, 〈어려〉, 〈남유가어〉, 〈남산유대〉 모두 청황종

궁을 썼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심음 변경 의의에 대해 중국 아악의 중

심음[황종]과 和하는 음으로써 청황종궁을 택했을 여부를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114)

황종이 중심음이 되는 음악은 황제(국왕)의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기

가 무너졌다고 보았다(허선형, 2002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음악사상 연구〉
《국악교육》 제20집, 242∼243쪽).

111)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윤12월 1일 정유. “但 《儀禮》 註解, 朱子論其
淸聲起調非古法, 而此不之及, 是固可疑也.”

112) 《주례》 〈춘관종백〉 대사악 “凡樂, 黃鍾爲宮, 大呂爲角, 太蔟爲徵, 應鍾爲羽,
路鼓路鼗, 陰竹之管, 龍門之琴瑟, 九德之歌, 九㲈之舞, 於宗廟之中奏之, 若樂九
變, 則人鬼可得而禮矣.”

113) 기존 연구는 신악의 창제 맥락과 그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며, 신악을
한국 음악의 우수성 성과로 평가하는 데에 머물러 해석하는 한계를 보였다(김
종수, 2006 앞의 논문, 255∼257쪽; 문숙희, 2010 《종묘제례악 탁정, 선위, 신
정, 정세의 음악적 변천에 관한 연구》, 《韓國音樂硏究》 第48輯, 123쪽; 윤병
천·최선아, 2017 〈세종조 신악창제와 문헌통고 <역대악제>의 관련성 고찰〉,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54쪽 각주 53번; 김종수, 2018 앞의 책, 123∼125쪽).

114) 《宋史》 〈樂志〉 권17 “《小雅》 詩譜: 《鹿鳴》, 《四牡》, 《皇皇者華》,
《魚麗》, 《南有嘉魚》, 《南山有台》 皆用黃鍾清宮. 〈俗呼為正宮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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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황종을 중심음[宮]으로 하는 음악은 예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

어 사용되었다. 고제에서도 황종은 황제의 음이기 때문에 大祀를 시행할

때 역시 제후와 대부는 황제와 동일시되는 황종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악

의 원리에서도 12율은 그 순서대로 음양과 상하의 분별을 가지게 되는데

《악학궤범》에도 “君, 臣, 民은 서로 능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각 음의 배치와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115)

일례로 국왕이 출입하거나 퇴장할 때 君을 상징하는 황종궁이 연주되

며, 신하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는 고선궁이 연주된다. 이때 황종궁의

연주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천자와 연관되는

의례를 거행할 경우, 황종궁은 천자에게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사용되었

다. 이는 중국과 관련된 望闕禮, 聖節賀禮, 迎詔·勅 의례를 시행할 때 적

용되었으며, 이때 연주된 황종궁은 조선 국왕이 거둥할 때 연주되는 황

종궁과는 다른 격의 황종궁이 연주되었다. 또한 조선 국왕이 중국의 천

자에 예를 행할 때는 황종궁이 아닌 고선궁을 쓰는 원칙이 적용되기도

했다.116)

하지만 12율을 상하의 분별 원리에 따라 아악의 음계인 7음음계, ‘궁-

상-각-변치-치-우-변궁’의 순서로 음을 쌓게 될 때 황종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2율에서 황종보다 뒤이어지는 음이 중심음[宮]이

되어 음계(scale)를 쌓게 될 때 황종이 더 낮은 위치에 자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신하와 민이 국왕[황종]보다 더 위에 위치하

는 불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하 분별의 원리에 따라 아악

에서는 중심음 설정에 있어서 돌아오는 황종을 한 옥타브 위의 음, 즉

淸聲으로 바꾸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행한다. 해당 원리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표에 색이 칠해진 음은 모두 한 옥타브 올려야 하는

청성을 표시한 것이다.

115) 《악학궤범》 권1 60調. “若以黃鍾爲宮, 則餘律皆順. 若以其他律爲宮, 便有相陵
處.… 若後四宮用黃鍾爲角·徵·商·羽, 則四淸聲代之, 不可用黃鍾本律, 以避陵慢.
沈存中云, ‘唯君·臣·民, 不可相陵, 事·物, 則不必避.’”; 이혜구, 2000 앞의 책, 42
쪽.

116)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김종수, 2018 앞의 책, 106∼107
쪽.



- 36 -

12율의 순서에 따라 아악의 7음음계를 쌓는 원리로 음을 쌓게 되면,

결국 12율 4청성 음역 안에서 상하 분별의 원칙에 따른 제한적인 음의

이동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율 4청성’이란 아악을 연주하

는 아악기의 음역으로, 황종부터 응종까지의 12율과 한 옥타브 음을 올

린 4개의 청성, 즉 청황종, 청대려, 청태주, 청협종을 말한다. 〈표 1〉 2

번 대려궁을 예시로 보면, 대려음을 시작으로 ‘궁-상-각-변치-치-우-변

궁’의 음 간격으로 음을 쌓게 될 때 ‘대려-협종-중려-임종-이칙-무역-황

종’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음인 ‘변궁’ 위치에 황종

이 놓이게 되는데, 이는 대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상하 분별의 원리에 따라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아래 자리에

위치하게 된 황종의 옥타브를 하나 올려줌으로써 그 질서의 예에 맞게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은 淸聲을 바르지 않은 소리로 이해한 고제의 원칙을 준수

하며 〈정대업〉과 〈보태평〉을 청성이 아닌 12율 中聲으로 구성했

宮 商 角 變徵 徵 羽 變宮

土 金 木 火 水

君 臣 民 事 物

1 황종궁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임종 남려 응종

2 대려궁 대려 협종 중려 임종 이칙 무역 황종

3 태주궁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남려 응종 대려

4 협종궁 협종 중려 임종 남려 무역 황종 태주

5 고선궁 고선 유빈 이칙 무역 응종 대려 협종

6 중려궁 중려 임종 남려 응종 황종 태주 고선

7 유빈궁 유빈 이칙 무역 황종 대려 협종 중려

8 임종궁 임종 남려 응종 대려 태주 고선 유빈

9 이칙궁 이칙 무역 황종 태주 협종 중려 임종

10 남려궁 남려 응종 대려 협종 고선 유빈 이칙

11 무역궁 무역 황종 태주 고선 중려 임종 남려

12 응종궁 응종 대려 협종 중려 유빈 이칙 무역

〈표 1〉 《세종실록악보》 雅樂十二宮七聲用十六聲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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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7) 이에 반해 세조는 세종의 신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닌, 청황

종을 중심음으로 재설정했다. 이는 세종이 신악의 기능과 성격을 로컬

아악으로 인식하면서도 신악의 음 구성과 실제 연주는 고제의 원칙을 따

르는 선에서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세조는 천자의 음악과 화

협하는 ‘향악’의 성격과 기능에 주목해 이를 음악 연주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청황종궁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조의 중심음 변화와 관련해 제후의 樂인 《소아》 중 〈녹명〉,

〈사모〉, 〈황황자화〉, 〈어려〉, 〈남유가어〉, 〈남산유대〉 모두 청

황종궁을 쓴다는 기록을 주목할 때 세조는 기존 중국의 아악[황종궁]을

능멸하지 않으면서도 아악과 합악할 때 서로 어긋나지 않는 제후의 악으

로 〈정대업〉과 〈보태평〉을 이해하며, 이들의 중심음을 청황종조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2) 아·당·향악기의 혼합편성

종묘제례악의 개정에서 눈에 띄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악기 편성의

변화다. 제례에서 연행되는 악대와 일무의 배치에는 유가적 우주관을 형

성하는 天·地·人 三才 사상이 담겨있다. 국가 의례에 수반되는 악대는 크

게 堂上에서 연주하는 ‘登歌’와 堂下에서 연주하는 ‘軒架’로 구성된다. 등

가는 해가 운행하는 궤도가 하늘 위에서 응하는 방식을 상징하며, 헌가

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지상을 가리키는 것을 형상한다. 그 결과 天을 상

징하는 등가는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人을 상징하는 일

무는 가운데, 地를 상징하는 헌가는 가장 아래에 배치된다.118) 등가는 주

로 노래하는 歌者와 상대적으로 악기 소리가 작은 현악기가 편성되며,

헌가는 관악기와 타악기 중심으로 편성된다. 그중에서도 등가에 노래하

117) 《세종실록》 권 60, 세종 15년 6월 28일 기유. “…大抵禮樂之事, 當以唐､虞､三
代爲法, 考據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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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137, 《元朝林宇大成樂譜》【至正修格所載,
無淸聲】

118) 송지원, 2020 앞의 책, 7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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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현악기가 중점적으로 편성되는 데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

는 가사를 모든 참가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다.119)

고제의 원칙에 의하면, 아악은 팔음으로 구성된 아악기만이 편성되어

야 한다. 그 결과 《고려사》〈악지〉를 비롯한《세종실록오례의》에 수

록된 종묘 악현도에는 아악기만이 편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대에는 《주례》, 《예기》 등 고제를 비롯한 진양의 《樂書》에 기록된

악기 편성을 참고해 종묘제례의 악기 편성을 제정했었다.120) 그러나 세

조대 종묘제례 악기 편성은 아악기뿐 아니라 당악기와 향악기를 한 공간

안에 혼합 편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는 세조대 종묘제례 헌가 편성이 세종대 《세종실

록오례의》 회례 헌가 편성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121)

세종대 《세종실록오례의》 회례 헌가 악현도와 세조대 종묘제례 헌가

악현도를 비교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119) 송지원, 2009 〈조선시대 궁중의례의 예악〉《한국사 시민강좌》 45, 104쪽.
120) 기존 연구는 세종대 종묘 악현 중 헌가는 진양 《樂書》의 諸侯祫祭 헌가와 동

일하며, 등가는 종묘제례의 악현 보다 四望에 지내는 등가의 편성과 더 유사하
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대 종묘 등가 악현은 사망의 등가 편성을 그대로 모
방하지 않았으며, 고제의 악현에 근거해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이정희, 2001 〈조선초기 악현에 나타난 음악사상 연구-종묘악현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39∼45쪽).

121) 특종·특경을 맨 앞에 진설하고 현악기 계통의 악기는 앞쪽, 관악기 계통의 악
기는 뒤쪽에 진설하는 것을 토대로 세조대 종묘제례 헌가 편성이 세종대 회례
헌가 악현에 바탕에 두었다고 주장한다(위의 논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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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종실록오례의》

회례 헌가 악현도

선행 연구는 회례 의식이 연향의 성격을 띠면서도 聲容의 성대함을 숭

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고제에서 등가에 편성되는 금·슬·노래가 세종대

회례 헌가에 편성되었다고 분석하며, 이때 함께 편성된 악기들 역시 管·

笙·竽 등 팔음을 갖춘 아악기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122) 그러나 세

조대 종묘제례 헌가에는 아악기와 함께 향악기와 당악기가 고르게 배치

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악기로만 구성된 세종대 회례 헌가 악기 편

성과 크게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조대 종묘 헌가 악기 편성이 세종

대 회례 헌가 편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世祖實錄樂譜》종묘 악기 배치도를 살펴보면, 등가에 특종, 특경, 편

종, 편경, 박, 축, 어, 대쟁, 아쟁, 노래 6, 현금, 방향, 가야금, 화, 생, 당

비파 2, 향비파, 월금, 장고 2, 절고, 훈, 지, 당적 2, 대금 2, 퉁소, 필률

2, 해금 등이 편성되었다. 헌가에는 노고 2, 노도 2, 박, 편종 4, 편경 2,

노래 8, 향비파, 당비파 4, 현금, 방향 2, 가야금, 월금, 태평소 2, 필률 6,

장고 6, 화, 우 2, 생, 퉁소 2, 당적 2, 대금 4, 중금 2, 소금 2, 교방고 등

이 편성되었다. 세조대 종묘제례 악기 편성은 한 공간에 아악기(편종, 편

경, 축, 어 등)와 당악기(당비파, 당적, 방향 등), 향악기(가야금, 현금, 필

122) 위의 논문, 50쪽.

〈그림 2〉 《세조실록악보》

종묘 헌가 악현도



- 40 -

률, 대금 등)가 모두 혼합 편성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고제의 원칙에 따라 아악기만을 편성한 《세종실록오례의》 종묘 등가

악현과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모두 한 공간에 혼합 편성된 《세조실록

악보》 종묘 등가 악현을 비교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세종실록오례의》 종묘 등가 악현도(좌)를 보면, 고제에 따라 팔음이

구비된 아악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등가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이와 상

대적으로 음량이 적은 현악기 금·슬만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3) 이에 비해 《세조실록악보》종묘 등가 악현도(우)를 보면, 아악

기, 당악기, 향악기가 한 공간에 섞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

대 악현도에 표기된 빨간색은 아악기, 초록색은 당악기, 파란색은 향악기

를 의미한다.124)

이와 같이 세조대 종묘제례악이 한 공간 안에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를 모두 배치한 것은 신악을 아악과 조화하는 ‘향악’으로 인식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종대에 고제의 원칙에 따라 종묘제례에 적합한

아악기 중심의 악기 편성을 정립했다면, 세조대에는 신악을 천자의 아악

123) 여기서 금·슬은 모두 아악기이며, 팔음 중 絲에 속하는 현악기를 가리킨다.
124) 악기별 색상 구분은 성종대 편찬된 《樂學軌範》 樂器圖說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 《세종실록오례의》

종묘 등가 악현도
〈그림 4〉 《세조실록악보》

종묘 등가 악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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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和하는 ‘향악’으로 인식하면서 한 공간 안에 아악기·당악기·향악기를

혼합 편성했던 것이다.

《시경》에서 말하는 ‘夏樂[아악]’과 ‘夷樂[향악]’은 본래 합주가 가능한

악으로, 이들의 합주로 이루어진 和는 곧 樂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125)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악과 이악을 같은 악대에 진설하는 것조차

예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하악과 이악의 악기가 같은

공간에 진설되었다 하더라도 하악의 연주를 마친 뒤 이악만이 별도로 연

주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고제가 아닌 현실에서 하악과 이악이 같

은 공간에서 동시에 合樂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악과 이악이

동시에 연주되지 않았던 것은 후대에 하악과 이악의 성격과 그 격을 구

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격이 같을 수 없는 음악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세조는 하악과 이악의 관계를 오히려 고제의 이론대로 이해

하며 ‘향악’의 실현을 혼합 악기 편성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세종은 청성을 중심음으로 구성하지 않는 등 고제에서 언급

한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신악을 운용했다면, 세조는 세종의 樂을 계승

해 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로컬 아악으로 이어가면서도 천자의 아악과 합

악 가능한 ‘향악’의 면모에 더 집중하며, 현실에서 ‘향악’을 실천하는 방

향으로 나아갔다. 즉, 세조는 세종의 신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악으로 선정하며, 두 악곡의 중심음과 악기 편성을 변화시킴으

로써 이론상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하악과 조화하는 이악으로서의

‘향악’을 현실로 구현한 셈이다.

125) 《고려도경》 〈동문〉 악률. “詩云, ‘以雅以南, 以籥不憯.’ 說者謂, ‘雅爲夏樂,
南爲夷樂.’ 二者合奏, 以成和而協天地之中聲, 然後爲備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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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은 아악과 향악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악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되는 세종대 新樂을 중심

으로 당대의 맥락에서 ‘향악’의 함의를 재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는 외래음악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고려시대 전후를 기점으

로 향악을 한반도 전래의 ‘전통 음악’ 혹은 ‘한국 음악’으로 정의했다. 이

후 향악 연구는 점차 한국 음악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사료에 등장하는 아악을 ‘중국 천자의 음악’ 그리고 향악을

‘한국 고유의 음악’으로 이해해 두 음악을 대립적인 구도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고제와 사료에 나타난 ‘향악’은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사회에서 만

들어진 음악이자, 당대 보편문화와 상호 관련성을 가진 음악이었다. 즉,

‘향악’은 제후국이 갖추어야 하는 夷樂이자 ‘로컬 아악’이었으며, 중국의

아악과 대비되는 개념도 아니었다.

조선에서 본격적인 아악의 정비는 고제에 대한 탐구가 심화된 세종대

박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세종과 박연은 고제에 따른 아악의

정비를 진행할수록 고제의 아악 구현이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는 세종이 역대 중국의 아악도 불완전함을 이해한 것을 의미

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천자의 아악과 和하는 제후의 로컬 아악, 즉

고제의 ‘향악’에 주목하게 되었고, 조선의 음악으로 이루어진 ‘향악’의 필

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향악’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세종 재위 말년 신악의 창제로 나타났다.

세종대 신악은 당대 보편문화인 천자의 아악과 和協하기 위해 조선 스스

로 창제한 국가 의례음악이었다. 따라서 고제의 ‘향악’은 세종 재위 말년

신악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 새로운 ‘향악’은 속악을 가리키는 기존의

향악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본문에서 ‘로컬(local)’ 개념을 사용

한 데에는 로컬 그 자체의 정체성, 다양성 등이 발현되는 장소·구역이라

는 점을 수용해 해당 관점으로 고려·조선의 음악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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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창제된 신악은 기존 아악이 연주되던 조선의 국가 의례에서 활

발히 연주되었으며, ‘鈞和’라는 악명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후 단종과 세

조대에도 세종의 신악은 지속적으로 연주·계승해야 하는 중요 국가 의례

음악으로 인식되었으며, 국상을 마친 후 음악 연주가 가능해진 세조대에

는 세종대 신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이 종묘제례악으로 선정되어

연주되었다.

그런데 세조는 세종대에 연주된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예컨대,

중심음을 청황종궁으로 변화시켰으며, 등가·헌가의 악기 편성도 한 공간

안에 아·당·향악기를 혼합 편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세조의 행보

는 夏樂과 조화하는 夷樂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변화의 조치였다.

세종은 천자가 夏樂으로 의례음악을 구성해 연주할 때 조선의 경우에

는 이에 응하는 제후의 夷樂이 있어야 함을 인지했고, 그 결과 조선의

로컬 아악인 신악을 창제했다. 이에 논문은 세종대 신악을 로컬 아악이

자 고제의 ‘향악’으로 정의했으며, 세종대를 ‘향악’의 창제 시기로 보았다.

나아가 세조대에는 세종대 신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을 종묘제례

악으로 연주하게 했으며, 이때 중심음과 악기 편성을 변화시켰다. 이는

이론상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夏樂과 夷樂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천하

고자 했던 조치였기 때문에 세조대를 ‘향악’의 구현 시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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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ation of New Music

‘Sinak(新樂)’ and Realization of

the Ancient ‘Hyangak(鄕樂)’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EO Seoye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lication of ‘Hyangak(鄕樂)’

through the review of King Sejong’s New Music, called ‘Sinak(新樂)’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revious studies understood ‘A-ak(雅樂)’ and Hyangak from a

confronta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y determined A-ak as ‘Chinese

ritual music’ and Hyangak as ‘Korean traditional(indigenous) music’.

However, Hyangak, which appeared in the ancient system and the

historical records, was the music made in the community ruled by

the subordinate lord and it was interrelated to the universal culture of

Sinocentrism, based on Confucianism in the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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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ritual music was carried

out great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n Joseon. As the

exploration of the ancient system intensified, Park Yeon(朴堧, 1378∼

1458) and King Sejong modified A-ak actively. But they experienced

irony that the realization of A-ak was not right in reality,

eventhough they proceeded with discretion according to the ancient

system.

At this time, King Sejong paid attention to the ancient ‘Hyangak’,

appeared in the ancient system. According to the record, the ancient

‘Hyangak’ could make harmony with the Sinocentric A-ak when they

played together and it was supposed to be played in the subordinated

community as a local A-ak. King Sejong made a decision to compose

new music, called Sinak and it implicated the model of the ancient

local A-ak, ‘Hyangak’. Therefore, Sinak played extensively in various

national rituals in Joseon right after it was made and King Sejong

also gave an official name ‘Gyunhwa(鈞和)’ to Sinak.

But the Sinak didn’t played shortly after because of the death of

King Sejong. After a long national funeral, the music began to be

play since the reign of King Sejo. King Sejo made court musicians

learn and play Sinak immediately for succession. Furthermore, one of

the Sinak, 〈Jeongdaeup(定大業)〉and〈Botaepyeong(保太平)〉were

chosen as ‘Jongmyojeryeak(宗廟祭禮樂)’ and it was the first time to

play ‘Hyangak’, Joseon’s local music in Jongmyo Shrine formally.

King Sejo modified some of 〈Jeongdaeup〉and〈Botaepyeong〉’s

mus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central notes of the music

were changed to ‘Cheonghwangjonggung(淸黃鐘宮)’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nstruments were changed to place various

instruments of A-ak, Dangak(唐樂), Hyangak in one place. It was a

significant change to realize the ancient ‘Hyangak’ to Joseon’s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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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 in reality, that could cooperated with the Sinocentric Chinese

A-ak.

keywords : Early Joseon Dynasty, music, A-ak(雅樂),

Hyangak(鄕樂), the ancient system, Sinak(新樂)

Student Number : 2019-2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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