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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樂學휩L範」 卷7 쫓琴條에는 쫓琴올 쫓部族이 좋아하던 胡樂이라 적고 康部樂器로 

소개하면서 ml樂에 사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것은 해금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향악에 쓰이고 있음올 밝힌 기록이다. 

해금은 오늘날 한국음악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귀중한 악기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 

는 바， 본고에서는 해금과 관련된 文厭쫓料를 살펴 보고 해금의 歷史와 實際를 검토하 

여 변천과정을 살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사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되 고 있는 「樂書」와 「文廠通考J. r樂學훨L範」 풍의 문헌을 찾고 朝癡朝의 음악 

에서 해금이 편성되어 연주된 악곡을 알아 보겠다. 각종 野史나 文集에 전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iE史를 위주로 하겠다. 

萬麗代의 해금은 관련자료가 빈약하여 용례파악이 어려우므로 차후의 과제로 미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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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文厭에 나타난 해금 

1. r業톨』의 해금 

中國 宋代에 陳陽이 편찬한 『樂홉(1104년 )J 128권， 樂圖論， 胡部의 八音 현악기의 

체 2 항에는 해금이 제시되어 있다D"樂書」에 기록된 해금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쫓훌훌本胡樂也. 出於鉉훌훌而形亦類意. 쫓部所好之樂也. 蓋其制兩結間以竹片후L之， 至今民

間用뚫， 非用夏變훗之意也1) 

해금은 본래 변방 이민족들 중 해부족(쫓部族)2)이 즐기던 악기로 해도(쫓활)에 

서 나왔으며 그 형태도 비슷하다. 그 제도는 두 줄 사이률 죽편(竹片)으로 문질 

려 소리내며 지금도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금에 관련된 가장 완전한 기 

록이다. 현재 中園 園立中央圖書館의 藏홉들 중에는 판본이 다른 세 부의 r樂書」가 

있다 3) 

1) 元， 至1E 丁갖年(서기 1347년) 南藍書의 인쇄본， 200권 12책. 

2) 淸， 光緣 며子年(서기 1876년) 廣州에서의 인쇄본으로 薦城精舍 출판본에 전합， 

200권 18책. 

3) 필사본， 200권 18책 • 

陳陽의 r樂홉」는 중국음악사 연구와 이론연구에서뿔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왕조 

초기의 음악사 연구 및 음악이론 연구에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음악문헌 중의 하나 

이다. 成宗(I469~1494년)시대 우리나라의 『樂學햄L算」 편찬 때에도 陳陽의 『樂畵」를 

포함한 14종의 중국문헌의 음악기사가 편찬자들에 의해서 인용됐는데， 이 때 成{見은 

14종의 중국문헌 중에서 陳陽의 r樂書」로부터 33회라는 가장 많은 회수를 인용하였 

다 4)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금에 관련된 『樂홈」의 기록을 살펴 보고， 다음으로 

1) 陳陽 r榮훌J (한국음악자료총서 9권 p. 257). 
2) 뼈 • 훔때 熟河에 었던 部族， (쫓部族， 터어키-몽고족). 

3) 훌j載志 r園樂律꿇」 弟四冊， 대북시 중화민국 58년， p. 1. 

4) 송방송 r악서」 해체， (한국음악자료총서 9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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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廠通考』에 이어서 『樂學후lL햄」의 기록을 검토하겠다. 

『악서』에는 해끔의 그림이 있다. 

〈그림 1) 元， 南藍印本 『樂書」으| 해금 

〈그럼 1)에 보이는 해급은 병확하게 立竹(춧대)의 대나무 마디를 보여준다. 기퉁부 

분은 3마디로， 머펴부분은 5미디의 竹根으쿄 만늘어져 있음을 관 수 있다. 

또， 광주본의 『약서』애도 해끔의 그린이 있다 5) 

룹二-
표L 

l ’ $ 
〈그림 2) 淸， 廣州힘j本 『樂書』으| 해금 

〈그램 2)에 보이는 해균의 그런은 조잡하여 입죽이 대나무로 만둡어진 흔적을 알아 

볼 수 없다. 즉， 풋대(立竹)가 대나무인지의 식별이 어렵다. (그림 1) , (그림 2)의 해 

금은 매우 원시적이고 장식플 전혀 하지 않은 악기이다. 

『樂룹좀』에 적기로는 ‘兩鉉問以/띠片퍼L之’라고 했는데 이것은 ‘竹片으로 두 줍 사이에서 

마찰시켜 소리 릎 낸다’란 뜻으로 찾현악기릎 의미히며 ‘玉今民間用펴’이라 하여 지금 

으로부터 890여 년 전 당시에도 이미 해금이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쭉편윤 사용했다는 점으로 보아， 활이 맙총(띄尾)이 

아니란 것파 두 줍-윤 매는 끈이 없다는 시-실이 현재 쓰이고 있는 해금과 크게 다른 

5) r 악서」 권 제 128， 악도돈의 해금은 。l 廣州각ι 악서가 지료로 시용되었다(한국음악자료총서 9 

권，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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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r악서」의 기록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금은 본래 이방인의 악기로 해부족들이 즐기던 악기였으며， 鉉廳에서 나왔 

다. 

둘째， 해금은 두 줄 사이에서 竹片으로 마찰하여 소리룰 낸 악기였고 민간에서 널리 

쓰였던 악기이다. 

2. Ii"文빠通考』의 해금 

宋末에 馬端臨이 편찬한 F文厭通考(1318년) .. 권 137, 악 10의 호부악기속에 해금 

기록이 있다11"'문헌통고」에 기록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쫓琴， 胡中쫓部所好之樂， 出於쫓鍵而形亦類뚫. 其뿜IJ ， 兩鉉間以竹후L之， 民間或用.

北宋 末年에 陳陽이 저술한 『樂書」나 元初의 馬端臨이 저술한 『文厭通考」 ‘樂’의 부 

분은 매우 해중한 音樂史料이다. 

陳陽의 『樂書 .. 200권의 내용은 禮， 詩， 尙書， 春秋， 周易， 孝짧， 論語， 굶子뜻풀이 및 

音樂， 舞觸， 喜劇의 기록이며 귀한 그림이나 설명을 담고 있다. 반면 馬端臨의 r文默

通考」는 글만으로 각종 제도를 기록하고 온갖 사물을 망라한 책으로 그림은 없다. 

F문헌통고」의 기록내용은 『악서」를 인용하여 저술되었다6)는 사실로 미루어 r문헌 

통고」의 해금관련 내용도 진양의 r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헌 

통고』에 ‘出於쫓醒’라고 하는 해도의 기록온 『악서」의 ‘出於鉉훌훌’가 잘못 인용된 것으 

로 보인다11'악서」와 r문헌통고」의 기록이 200여 년의 차이가 있고 『문헌통고」가 대 

개 진양의 F악서」를 참고하여 기록하였다면 이것은 『악서」의 원문이 r문헌통고」에 잘 

못 인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총으로 활을 매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6) 주 4) 의 r樂홉解題.1 p.4. 

주 3)의 r園樂律않」 第四冊，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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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樂훌휠l範』의 쏠좋 

朝蘇朝 成宗 24년(1493년)에 成f見 퉁이 편찬한 『樂學軟節」 제7권 당부악기도설의 

해끔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文厭通考:Z:;:， 쫓활， 胡中쫓部族胡之樂， 出於鉉훌훌， 而形亦類뚫， 쫓部所好之樂也. 蓋其制，

兩鉉間以竹片후L之， 至今民間用뚫， 非用夏變훗之意也. 

“해금은 호족의 해려는 부족이 좋아하는 악기인데， 현도에서 나온 것으로 모양도 

같다. 그 제도는 두 줄 사이에서 대쪽으로 마찰한다. 민간에서도 더러 쓰인다.7)" 

『악학궤범」에는 해금의 圖說과 平調와 界面調의 散形 그림이 상세히 기록되어 었다. 

쫓琴 平調

w“ 
“
ι
 

빼
엮
씨
짜
.
 

、

界面調

→웰r.. 

〈그림 3-1) r樂훌때節」의 해금 〈그림 3-2) r樂룰힘l範」의 平調， 界面調 散形

7) 이혜구 역주l'악학궤범.1， 권 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이 p.112. 
원문은 F악학궤범」 권 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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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서」에서의 활은 대쪽(竹片)올 썼다는 기록이11'악학궤범」에 와서는 말총(馬尾) 

을 사용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립 3-1) 참조. 

두 줄(유현， 중현)올 동여맨 끈(彩觸)은8) 악서의 해금에는 없었다. 주아의 장식모 

양이나 색실매듭으로 낙영(落擺)을 달아 외관에 형식적인 꾸빔을 더하였다. 그러나 

입죽(춧대)의 대나무 뿌리는 다듬지 않아 자연미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립 1), (그림 2)의 『악서」의 해금 그림과 〈그립 3)의 『악학헤범」의 해금 그립 

은 해금의 형체에서 다름이 없다. 즉， 宋代의 『악서」에 나타난 해금이 朝蘇朝 『악학궤 

범」까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Ii'악학궤범』에 수록된 해금의 제도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고하건대， 해긍 만드는 법으로 말하면 통으로는 화리 (華짧) . 황상(黃흉) . 대죽(大竹) . 산 

유자(山抽子)같은 단단한 나무를 쓰고 복판으로는 두충(t:!:應) • 오동나무틀 쓴다. 입죽(立竹)으 

로는 해묵고 마디가 많은 오반죽(鳥짧竹)을 쓰고， 또 주철(柱鐵)을 써서 입죽 속에 그 주철을 

뚫어박고 아래통에 꽂는다. 주아(周兒)를 꽂는 구멍과 아래끝은 모두 은， 혹은 두석(豆石)으로 

씌우거나 또는 은이니- 두석의 실로 감아맨다. 가는 가죽 또는 채승(彩觸)으로 주아의 아래 2촌 

쯤에서 두 줄을 동여매고 그것을 산성， 즉 허현으로 한다. 

출단화목 혹은 오죽 • 해죽으로 활대를 만들고， 말총으로 활시위를 만들고 시위에 송진을 칠 

해서 줄융 마찰한다. 왼손으로 줄을 짚고， 오른손으로 활을 긋는다. 향악에만 쓰인다.9)" 

해금은 재료에 있어서 ‘金·石·絲·竹·행·土·후·木’의 八音， 즉 악기 만드는 

여닮 가지 재료를 다 써서 만들었다. 연주법으로는 줄을 당기지 않고 짚어서 연주하던 

것이 조선 중기 이후로 출음 당겨 연주되었기 때문에 표현능력이 다양해졌다 10) 指板

이 없는 해금의 주법이 경안법에서 역안법으로 바뀐 것은 우리 음악의 향악화와 함께 

추성， 퇴성， 요성의 음악표현을 위하여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그리고 『악서」에 ‘해금은 鉉뚫에서 나온 것으로 모양도 같다(出於鉉뚫而形亦類鳥)’ 

는 기록이 『문헌통고』에는 쫓뚫Ii'악학궤범』에는 다시 *효옳훌11)로 기록되어 있다. 

『악학궤범」은 『문헌통고」를 인용하여 해금을 설명한 기록이다. 그런데 『문헌통고』 

에서처럼 해도라 하지 않고 『악서』의 기록과 같이 현도라고 적은 것은 F악서』의 현도 

8) 이 짧은 끈은 산성(散聲)을 내기 위한 것이고， 산성은 왼손 식지(食指)로 즐 짚는 것을 불필요 

히게 한다. 주 7)의 『악화궤범」 권 2, p. 112. 
9) 주 7)의 「악화궤범 J 권 2, p.112. 

10) 장사훈1"국악대사전J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년)， p.818. 
1"증보 한국음악사J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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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통고』에 해도로 잘못 인용되었다가Ii"악학궈l 범」에서 다시 현도로 바로 잡아 

졌기 때문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학궤범」 편찬 당시에 『악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이다. 반면， 현도와 해도릅 同類의 악기로 보고 같은 뜻 

으로 적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악학궤범』에 당부악기속의 해금을 ‘只奏鄭樂’이라 적은 것은 해금이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향악에 쓰여지고 있다는 기록이다. 고려 고종(1214-1259년) 때 

의 閔林別曲12)에도 행琴의 기록이 있다 13) 본래 해금은 중국 고유의 악기가 아니라 북 

방의 이민족인 해부족으로부터 생겨났다. 요컨대 호라는 말이 이민족을 뜻하는 말이 

기 때문에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호금14)이란 명칭도 당 • 송 이전에는 몽고와 서역으 

로부터 전래된 탄현악기를 일컬었던 사실로 보아 『樂書』에 기록된 해금은 현재 우리 

나라의 해금이나 중국 호금류의 시조라 할 수 있다. 

朝蘇朝 憲宗 14년 『進購{義軟.115)에 해금의 그렴이 있다 16) 

11) (1) r문헌통고』에는 *효뚫기- 진비피 (泰뿔똘)의 원형인 것 같디 히였고， 鉉鍵가 해금의 원형이 

라고 하였는데， 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까닭에 그 기원셜은 의심스렵다. 주 7)의 

F악학궤범」 권 2, p. 112. 

(2) 鉉은 줄을 뜻히고 醒는 손잡이가 있는 방울형의 북을 뜻함. 梁‘銘越 r민족음악화」 제 5집 

p.106. 

(3) 鉉樂器와 打樂뽑가 합성된 악기이다. 전인평， ‘현도에 관한 고찰’ 「국악원 논문집 J p.104. 

12) 야양의 금(한) , 끈-닥의 직(염)， 송무의 총끔(中琴)， 

대어향과 옥궤향의 쌍가야금(雙뻐椰琴)， 

급선의 비파(뚫똘) , 종지의 해금(쫓琴) , 설원의 장고(校鼓) , 

아야， 밤새 연주하면 그 정경 어떠히겠나. 

〈차주환 역D"고려사악지 J pp.243-244, 원문은 「고려사」 권 71 , p. 40). 

13) 해금은 元을 통히여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리라고 가정하더라도 高宗 19년 (1232년) 이후의 작 

품인 閒林別曲에 청용흥휴의 병수 宗知의 이름이 보이늠 점에서 고총 이전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 

이 있다. 장사훈， 주 10) 의 F증보한국음익시 J， p. 154. 

14) 여기에서의 胡훨은 廣義의 胡琴이며 환(텀)로 현유 켜는 胡琴類의 악기를 총칭한다. 즉 京胡，

二胡(남부 중국의 南胡)， 典胡， 提胡， 二鉉， 胡呼， 椰胡， I피胡， 板胡 풍의 악기들을 포함한다. 

호금이란 명칭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 중복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元代(A. D. 1280-1368) 이 

전에는 활이나 술대로 연주하는 찰현악기 혹은 발현악기로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닌 터키， 몽고문 

화에서 온 악기틀 가리키는 것이었다(뚫똘，m:중준은 발현악기인데 ‘胡철’이란 악기군 명칭에 포합 

되기도 한다). 元代 이후 호긍은 오로지 찰현악기룹 지칭하는 용어로 Spikefiddle 혹은 술대로 

긁는 鉉樂뽑를 지칭히기도 했다〈않銘越D"민족음악학」 제5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06). 

15) 憲宗 14년 (1848년) 大王大멍의 六句과 王大뼈의 望五를 煩祝하기 위하여 마련한 進홉에 관한 진행， 

껴씬안 상셰치세 :←깐깐→ 채시 rl 간시흔， 펀宗 i'})(:申 進짧{義뼈L.J 解題， 한국음악자료총서 6권， p.3. 

16) D"진찬의궈11"" 한국음악자료총서 6권， (서울; 은히출판사， 1989) ,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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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휴 홍 

〈그림 4> r進I훌훌힘L，jJ의 해금 

「진찬의궤」의 해금그림은 『악학궤범』의 해금 〈그림 3)과 비교해 볼 때 춧대를 나 

무로 썼고， 주아 • 낙영의 모양에서 외관을 다듬었다. <그림 4)에 보이는 해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금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헌종대 이전부터 〈그럼 4)의 형태로 현재 

의 해금과 같은 외형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해금은 r악학궤범4에 소개 

된 이래 조선조 중기 이후부터는 주법이 정안법에서 역안볍으로 변하고， 재칠의 변용 

을 통한 외관의 장식을 더하면서 오늘날까지 전숭되고 있는 것이다. 

4. 朝群朝의 해금용례 

조선조 궁중의 음악은 그 용례에 따라 제례악， 회례악， 연례악， 행악， 군례악으로 분 

류되는 바， 종묘， 사직 풍의 제향에는 제례악이 연주되며，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조회하는 조의 및 조참 때나 궁중의 잔치인 연향에는 연례악이 연주되었다. 본고에서 

는 제혜악과 연례악으로 구분하여， 해금이 편성되어 연주된 악곡을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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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察禮樂

제례악에는 아악71 ， 당악기， 향악커가 모두 섞여 연주되므로 성종조의 체향악체17)를 

자료로 하여 해금의 용례를 살펴 보겠다. 제사옴악으로는 團료， 社種， 宗簡와 文宣王

願， 先農， 先훌 그리고 風雲雷雨， 雲祝， 城隱察 둥이 있다. 

@ 宗願， 永寧願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18) 

절 차 악 .::iJ. 명 연주위치 해금편성 .., 
迎 神 保太平 황종청궁 현가 

훌 휘양 保太平 황종청궁 둥가 

進. 훌훌 豊安樂 황종청궁 헌가 

初 훌t 保太平 황종청궁 둥가 헌가에 편성됨 

亞 終 훌f 定大業 헌가 

微 邊 묘 羅安樂 퉁가 

送 神 興安樂 헌가 

종묘제혜악은 종묘와 영영전의 두 사당 제향 때 아뢰던 음악이다. 현재 연주되고 있 

는 보태평과 정대업온 세종 28년(1446년) 이후에 세종대왕이 지온 것이고 세조 9년 

에 개작되어 보태평 11곡， 정대업 11곡으로 정리되어 세조 10년(1464년)부터 종묘제 

례악으로 채핵되어 왔다. 

@ 社種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악 .::iJ. 명 .., 
迎 神 順安樂 임종궁，유빈궁，웅총궁，유빈궁 

훌 휘흉 빼安樂 용종궁 

進 §훌 獲安樂 태주궁 

初 훌f 훌훌安樂 용종궁 

文舞， 武舞 進 용f安樂 태주궁 

亞 終 훌t 를훌安樂 태주궁 

微 邊 묘 獲安樂 웅종궁 

送 神 뼈安樂 엄총궁 

17) 함화진 r李朝榮制源流J (셔울; 대건고동학교출판부， 1954), p.181. 

18) 효上인 풍가악기는 편종 1, 편경 1, 방향 1, 당핍훌 3, 대금 2, 아챙 1, 절고 1, 장고 1, 축 1, 

박 1, 도창 2인이고， 堂下인 헌가악기는 퉁가와 거의 갈으나 아쟁 대신에 해금， 절고 대신에 진 

고， 그리고 태평소와 대금(大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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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風쫓홉雨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젊 차 악 :-a「 명 

迎 神 π安樂 협종궁，고션궁，남려궁，대려궁 

훌 휘￥ 빼安樂 대려궁 

初 용t 훌훌安樂 대려궁 

文舞退， 武舞進 용f安樂 황종궁 

亞 終 훌t 훌훌安樂 황종궁 

微 邊 묘 ￥흩安樂 대려궁 

送 神 元安樂 협종궁 

@ 先릎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젊 차 악 .:iJ. 명 .., 
迎 i빼 景安樂 황종궁，중려궁，남려궁，이칙궁 

훌 휘￥ R함安樂 남려궁 

進 t쫓 羅安樂 고선궁 

初 훌t 훌훌安樂 남려궁 

文舞退， 武舞進 용f安樂 고선궁 

亞 終 훌t 훌훌安樂 고선궁 

澈 邊 豆 羅安樂 남려궁 

送 神 景安樂 황종궁 

@ 先훌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악 二i:!. 명 .., 
迎 神 景安樂 황종궁，중려궁，남려궁，이칙궁 

莫 휘용 짧安樂 남려궁 

初 톨t 훌훌安樂 남려궁 

文舞退， 武舞進 용f安樂 고선궁 

亞 終 흩R 훌훌安樂 고선궁 

澈 邊 묘 獲安樂 남려궁 

送 神 景安樂 황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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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좋께E의 제 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악 :다 명 -, 

送 神 景安樂 황종궁，중려궁，남려궁，이칙궁 

莫 혐홍 힘홉安樂 남려궁 

初 훌t 壽安樂 남려궁 

文舞退， 武舞進 좀f安樂 고선궁 

亞 終 홈t 훌훌安樂 고선궁 

微 邊 묘 羅安樂 남려궁 

送 神 景安樂 황종궁 

@ 文宣王의 제향악제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악 그-1l 명 

送 神 ?疑安樂 황종궁，중려궁，남려궁，이칙궁 

莫 껴용 明安樂 남려궁 

進 §훌 豊安樂 고션궁 

初 훌t 成安樂 남려궁 

文舞退， 武舞進 홈f安樂 고선궁 

亞 終 홈t 成安樂 고선궁 

微 邊 !fl. #윷安樂 남려궁 

L홉)←←→ 神 }疑安樂 황종궁 

@ 文昭願， 延恩짧， 昭敬願의 제향악제 

절 차 악 그1 명 위 j:1 -, 

~ 神 洛陽春 황종청궁 願@훌樂 

初 홉f 桓桓曲 황종청궁 顆上樂

亞 훌￡ 維솜曲 황종청궁 嚴廷樂

終 톰f 靖東方曲 황총청궁 願@훌樂 

이상 살펴 본 제혜용 음악으로 사용된 곡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 ;-a1 며c> 

절 차 社 ￥훌 風훌홉雨 先 • 先 훌 옐톨 후e 文졸王 

迎 神 )1恨安樂 π安樂 景安樂 景安樂 景安樂 }疑安樂

훌 @홈 빼安樂 R함安樂 빼安樂 빼安樂 빼安樂 明安樂

進 §훌 羅安樂 羅安樂 獲安樂 豊安樂

初 훌f 훌훌安樂 훌훌安樂 훌훌安樂 흩훌安樂 홉훌安樂 成安樂

亞終厭 훌훌安樂 壽安樂 홍훌安樂 훌훌安樂 흩훌安樂 成安樂

微邊효 羅安樂 짧安樂 羅安樂 羅安樂 짧安樂 誤安樂

送 神 )1恨安樂 元安樂 景安樂 景安樂 景安樂 종훌安樂 

-11-



이와 같이 제례용 음악으로 宗願察훌훌樂의 保太平 11곡， 定大業 11곡과 順安樂， 元

安樂， 景安樂， 癡安樂， 關安樂， 明安樂， ~疑安樂， 豊安樂， 壽安樂， 많安樂， 했윷安樂 그리고 

洛屬春， 桓桓曲， 維吉曲， 靖東方曲 동의 곡이 사용되 었다. 

2) 훌禮樂 

연례악은 궁중의 회례악， 조하， 의정부연， 육조연， 중궁연， 동궁연， 종친연， 사신연， 

반사연 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궁중의 모든 연향에서 사용한 음악을 총칭한다. 행보 

용과 행례용 그리고 정재반주에 사용된 음악도 포함하겠다. 

고려사 악지의 속악조19)에 소개된 햄琴， 鷹藥， 中琴， 小琴， 拍은 춤의 반주에 주로 

사용되었던20) 악기인 해금은 조선초기에 와서도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와 ‘三鉉

六角’이라고 하는 대풍류에 편성되어 예연과 무용반주음악에 쓰여왔다 21) 

조선조 성종 24년(1493년) Il"악학폐범」의 기록에도 해금이 이미 향악에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었다. 이보다 앞서 세종 때의 고취에 방향 · 가야금 • 현금 • 월금 • 피리 • 

대금 동의 당악기 · 향악기와 함께 편성된다 22) 그러나 조선 초기의 연례에 해금이 편 

성된 악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종 13년(1431년) 회례연의 둥가와 헌가는 모두 아악 

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주된 악곡은 모두 아악이 아니다. 즉 제 5작 진찬부터는 당악 

과 향악이 연주된다. 5작 이하의 당악， 향악을 위한 별도의 악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현이 있었다변 해금이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 16년 이후 회례에서 연주되던 아악이 폐지되면서 23) 퉁가와 헌가는 없어지고 

東에 향악기， 西에 당악기를 진설하는 제도만이 답습되었다24)는 사실은 향악기 속에서 

해금이 쓰여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세종 16년 어전예연을 위한 향악의 편성악기 

는 다음과 같다 25) 

19) r고려사악지」 권 71 , pp. 30-31. 

20) 이혜구， ‘算園의 左方樂과 右方樂’ r훌훌團훌樂序짧.1 (서윷대출판부)， p.55. 
21) 줄풍류의 편성은 거문고 1, 가야고 1, 해금 1, 셰피리 1, 대금 1, 장고 1 이며， 대풍류는 해금 1, 

향피리 2, 대금 1, 북 1이 기본편성이 되어 정채의 반주옴악으로 쓰였다. 三結六角은 홈團 金弘
道， 훌園 申潤福의 風f용圖에 보인다. 

22) r세종실록」 권 132, 고취악현도， 조례 헌가， 회혜 퉁가 참조. 
23) r셔l 종실록」 권 63 16년 3월 정 유조. 

24) 이혜구 r한국사」 중 읍-악부분 조선전기 (국사연창위원회)， p. 334. 
25) r세종실록」 권 47, 2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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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악(동쪽에 편성) 

가야금 향비파 현금 당비파 해금 〈제 1행〉 
가야금 향비파 현금 당비파 해금 〈제2행〉 
향피리 대 금 대금 대 금 대금 〈제3행〉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제4행〉 

당악(서쪽에 편성) 

방향 방향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제 1행〉 
아쟁 아쟁 대쟁 대쟁 〈체 2행〉 

화 생 피리 피리 피리 피리 피리 피리 〈제 3행〉 
퉁소 퉁소 당적 당적 당적 당적 용관 용관 〈제4행〉 
장고 장고 장고 z。l-Tι:!. :>:J.Jl :샤。.Jl :>:J- .Jl :1dι .ï'. 〈제 5행〉 

교방고 〈제 6행〉 

이와 같이 세종 때에는 아악， 당악， 향악이 구분되어 연례에 쓰이었는데， 셰종실록 

악보에 전하는 保太平， 定大業， 與民樂， 致和平， 蘇豊亨， 圓，凰n今， 發牌， 滿願春， 靖東方

曲과 갈은 향악곡에 해금이 쓰였을 것으로 본다. 

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례로 어떠한 악곡올 연주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종조에 와서이다Il"악학궤범』 권 2에 수록된 속악진설도설의 악현에 보이는 종묘 • 

영녕전 퉁가 • 헌가 • 문소전 친행 전정악과 문소전 섭행 전정악 • 연은전 친행 전상악 

과 전청악 • 연은전 섭행 전정악 • 소경전의 전상악과 전정악 • 전정헌가 • 전정고취 • 

예연 정전 때의 여기악공배립 • 함녕전의 진연 • 반차도 퉁가에서 해금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成宗朝의 賞禮및 훌享樂’에는 회례연의 각 절차에 연주되는 각각의 

악곡멍을 나타내고 있다. 

成宗朝 하례 및 연향악의 의절 및 악곡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6) 

절 차 악 = 위 치 ..., 
願下出宮 與民樂慢 或 聖훌훌無5훌慢 훌jtJ1줄樂 

拜 禮 洛陽春

顆下還宮 與民樂令 或 步虛子令 훌F架 
進酒器 양宇 후f架 
進戰案，盤兒 與民樂慢 嚴上樂
進大購，小體 與民樂慢 ￥f架
進 花 折花三훌 

進 楊 水龍n今引殺 或 夏쫓峰引殺 憶P.x爛引殺

進第1廳 步虛子令 或 與民樂令 金嚴樂
女技 2A의 춤 

제 2뽑부터 찬마다 춤 
로才가 끝나고 잔치가 끝날 때 椰樂j寅奏， 여 러 女妹가 향악에 따라서 n홉歌. 
罷奏짧에 靖東方曲을 연주하고 女妹 4A의 충 

26) r樂學뼈L範」 권 2, 21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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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반주음악으로는 『악학궤범」 권 4, 5에 수록된 ‘시용당악정재’와 ‘시용향악정재’ 

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즉 당악정재의 반주음악인 會八仙， 厭天훌훌慢， 厭天톨훌R崔子， 厭

天흩놓令， 金蓋子慢， 瑞훌훌廳慢， 瑞廳솜훌R崔子， 훌大淸引子， 天年萬歲引子， 中健令， 破字令，

子令， 五雲開瑞朝引子， 萬葉熾짧圖， 步虛子令， 折花三臺， 金願樂令， 시、빼趣樂令， 淸平

樂， 寶聖朝令， 惜쨌橋 연주 때와 향악정재의 반주음악인 保太平， 定大業，27) 致和平， ~후 

豊亨，鳳凰빠，與民樂令，動動，步虛子令，井물，上률션，北願，靈山슐相，網院課，本師 

홈톨， 觀音讀， 小빼짧樂令 풍에 해금이 편성되었을 것이다. 

그후 輔宗 己%. r進훌優軟」를 통하여 숙종 당시 연례악올 담당하던 願上樂， 願後，

嚴慶(훌f架)에 모두 해금이 편성되었음올 알 수 있다. 숙종조에는 성종 때 해금이 편 

성되지 않았던 願後鼓吹에 해금이 쓰인 점이 주목된다 28) 이때에 연주된 연례악은 與

民樂慢， 與民樂令， 千年萬歲， 淸平樂， 五활開瑞朝， 桓桓曲， 步虛子令， 夏뿔峰， 井몹慢機， 

維皇曲， 太平年之樂과 이어서 연주되는 與民樂 獅廣交奏 퉁이다 29) 

英祖 때 甲子 『進훌懷뼈J (l744)는 關宗 때의 願上樂， 嚴處확架， 願後외에 管鉉홉A 

에도 해금이 편성되었음올 보여 준다 30) 대왕대비전 진연파 중궁전 진연 그리고 大願

진연에서 연주된 악콕명은 다음과 같다. 

27) 保太平， 定大業의 로才件奏음악은 세종 때 축소개작하여 종묘제혜악으로 채택한 保太平， 定大

業과 차이가 있융 것으로 보인다. 

28) 빼宗 E家 「進훌優뼈LJ 권 1. 17a (한국음악자료총서 13권). 

29) 上{홈흩， 권 1. 15a-b. 

30) 英祖 甲子 「進훌헤흥빠J 28b-29b (한국음악자료총서 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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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악 = 명 ..., 
앓下出宮 與民樂慢

進廳 與民樂令

進第1없 훔f架與民樂慢 

進鷹頭 與民樂慢

進第2훌훌， 續案， 花 與民樂’|흩 

進i易 天年萬歲

進第3짧 五雲↑戰활朝 

進港 i홉樂曲 

進第4짧 井물慢機 

進楊 桓桓曲

進第5뽑 步虛子令

進?옳 夏좋峰 

進第6뽑 與民樂↑흩 

進漫 洛陽春

進第7簡 步虛子令

進場 維皇曲

進第8훌훌 與民樂令

進灌 靖東方之曲

進第9짧 步虛子令

進大體 太平之樂. 與民樂 獅훔交奏 

顆下還宮 與民樂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조 영조 때의 禮훌에는 步虛子， 洛陽春， 夏雲峰， 千

年萬歲， 五쫓開瑞朝， 淸樂曲 퉁의 廣樂과 與民樂慢， 與民樂令， 井물慢機， 維皇曲， 與民

樂鄭庸交奏 퉁이 연주되 었음올 알 수 있다. 그 악곡의 종류는 輔宗 甲子 『進훌構軟」 

에 보이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慧慶願進홈훌훌禮{훌뼈LJ (1 827년)의 外補階登歌圖， 外補階 훌F架圖， 훌훌慶嚴進훌훌圖， 

東補階圖， 外補階I댐登歌， 훌F架 퉁에 해금이 편성되었고 31) 이때에 연주된 곡목은 표촬 

開瑞朝，千年萬歲之曲，淸平之樂，步虛子令，洛陽春曲，太平年之樂，與民之樂，與民令之

樂， 吹打 동으로 이전에 연주된 바 없는 吹打가 새로이 연례악에 쓰인 점이 주목된다. 

조선조에는 낙양춘， 보허자， 정읍， 정동방곡， 본령， 해령 둥이 전정고취， 전후고취 그 

리고 행악의 후부고취 및 세악에서 연주되었다.32) 

31) 純組 r~흩짧進없훌훌禮{훌뼈L.J 권 l.l1b-22b (한국음악자료총서 13권 p. 175). 

32) 장사훈 r국악대사전J，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p. 120. 

- 15-



셰종대의 고취의 악현은 해금이 둘 편성되어 있다 33) 

대챙 아쟁 가야금 현금 현금 가야금 아쟁 대쟁 

향펼률 퉁소 퉁소 향비파 향비파 퉁소 퉁소 향휠률 

대금 대금 대금 해금 해금 대금 대금 대금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교방고 교방고장고 장고 장고 장고 

성종대의 고취는 전정고취， 전후고취 및 행악인 전부고취， 후부고취가 있다. 전정고 

취에는 해금이 둘 편성되어 있다 34) 

박 

당비파 당비파 방향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방향 당비파 당비파 

펼률 필률 필률 장고 장고 장고 필률 필률 필률 

당적 당적 현급 장고 장고 장고 현금 당적 당적 

풍소 월금 가야금 장고 장고 장고 가야금 월금 퉁소 

퉁소 향비파 대쟁 장고 장고 장고 아쟁 향비파 퉁소 

해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급 대금 해금 

그러나 행악인 전부고취나 후부고취에는 해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숙종 27년(1701년) 일본 통신사행렬 도중 행렬 앞의 고취악에는 없으나 행렬뒤의 

세악수의 그림에 해금이 하나 편성되어 있고 1926년의 조선열성조농행도에도 어전취 

타와 세악수의 그림이 있다. 어전취타에는 해금이 없고 어전세악 맨 앞줄에 해금이 넷 

편성되어 있다 35) 

금
 1 

리
 
고
 

해
 2 

피
 
장
 

금
 jf 

리
 
고
 

해
 Z 

피
 
장
 

금
 J1 

리
 

고
 

해
 Z 

피
 
장
 

금
 J1 

리
 
고
 

해
 
견
 

피
 
장
 

고종때에 와서 연폐악온 당악보다 향악의 비중이 더욱 커지며 향악곡에 길염불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조선조의 연혜악은 점차 향악화되어 순조 29년에는 당악이 

33) r악학폐범」 권 2, 11쪽. 
34) r악학궤법」 권 2, 12쪽. 
35) 장사훈 r한국음악사.! (서울; 정음사， 1976) ,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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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허자령， 낙양춘 두 곡으로 감소되는 반면， 향악은 중가되기 때문에 조선조 연혜악에 

쓰인 해금의 용도는 후대로 올수록 당악보다는 향악올 연주하는 예가 많아졌을 것으 

로 여겨진다. 즉 別曲， 平調會相， 三鉉遺入， 柳初新之曲， 사판풍류， 청성자진한잎， 萬波

停息、之曲? 解令， 훌훌延長之曲， 짧九如之曲， 千年萬歲之曲， 慶豊年， 길염불， 界樂， 表.lE萬

方之曲 동 많은 향악곡에서 해금이 사용된다. 

5. 해급 개량의 톨際 

새로운 창작음악은 악기 개량의 문제를 제기한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 

날의 연주형태는 보다 넓은 음역과 음정올 요구하는 연주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기 개량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 시도되어 왔다. 해금의 개량 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몇 가지 해금 개량의 예를 여기에 간략히 소개하겠다. 

1) 國樂器改良 蘇合報告書(1985-1989)의 해금뼈) 

국악기 개량위원회는 국악기의 음량 중대를 목적으로 1984년 5월 윤찬구(尹贊求)37) 

에게 해금에 대한 연구 제작올 위촉하였다. 이에 따른 해금 개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통해금과 같은 음역의 해금과 한 옥타브 아래 음역의 낮은 음을 낼 수 있 

는 두 종류의 해금을 제작하였다. 

나) 해금의 원산， 복판， 활대， 울림통의 재질을 바꾸고 옴의 손실율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림통 아래에 받침대를 부착하였으며 개방구를 나발형으로 벌였다. 

전통해금의 연주법을 유지한다. 

2) 한국악기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해금 

1994년 6월 30일 최지애(崔쫓愛) 38)가 발표한 한국악기 보완올 위한 연구(1)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자비의 재료를 신주에서 화류로 바꾸는 풍 재료를 변용하였고 옴량 중대률 

위한 덧판과 현칩올 부착하였다. 

나) 음색 변화와 음량 증대률 위하여 기존악기에 대한 음향연구작업올 강조하고 

36) r국악기 개량종합보고셔 J (셔울; 셰종문화사. 1989), p.21. 

37) 해금 연주자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서융예천 강사). 

38) 가야금 연주자 (한양대학교 강사， 실용신안특허 재076449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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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해금의 연주법을 유지한다. 

3) 연변외 해금 

중국 연길시의 해금개량작업온 1960년대 당시 연변가무단의 해금연주자인 이일남 

(李一男 )39) 동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연변의 해금(一男琴)은 전통해금에 二胡의 제도 

와 재질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개량되어 그 연주기법에 있어서도 전통해금과는 다르 

다. 즉 줄(유현， 중현)은 철선으로 매었고， 춧대는 혹단， 주아에는 나사를 사용하였다. 

두 줄을 매는 끈 대신에 현칭올 이용하여 산성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 음색의 변화를 위해서 울림풍 양면에 덧판을 부착하였다. 

〈사진 1-1) 복판부분 〈사진 1-2) 주아부분 

가) 연변해금의 옴역은 다음과 같다 (0) 

39) 1934년 2월 28얼생， 중국 길립성 연길시 동성호동 14-27(전 연변예술학원 교수). 
40) 필자가 1990. 7. 연변예술학원 방문시에 해금연주자 樓民의 자료 제공에 의한 연변 해금의 운 

용및 운지법(권민 1968년 7월 6일생， 중국 길립성 연길시 태명가 189호， 연변 예술학원 해금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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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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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변해금의 운지법은 다옴과 같다. 

@ 제1운지법 

제l치를 중현은 e’음， 유현은 b'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운지형태 

〈보례 ') 

1 2 2(3) 3 (3)4 

훌들 
0 

유S 1 

2 2(3) 3 (3)4 

@ 제2운지법 

1지를 중현은 f’음， 유현온 c"음으로부터 시착하는 운지형태 

〈보례 2) 

0 1 (1) 2 2 2(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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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운지법 

1지를 충현은 g' 읍， 유현은 d"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운지형태 

〈보례 3) 

1 2 3 4 

1 2 3 4 

@ 제4운지법 

1지룰 중현은 c"옴， 유현은 g"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운지형태 

〈보례 4) 1 2 3 4 

.0 9 

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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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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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γ 

1 2 3 4 

@ 제5운지법 

1지를 중현은 d"음， 유현은 a"음으로부터 운지형태 

1 2 3 4 
.0 흩;，.0 

〈보례 5) 

fr현 
중현 -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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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운지법 

1지를 중현은 f"음， 유현은 c"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운지형태 

〈보례 6) 

"TT현 
중현 

1 2 3 4 4 

e .o혼 판 e .o훗 

---‘ 
후효흥 

1 2 3 4 4 

ill. 맺음말 

이제까지 문헌에 나타난 해금 관련자료를 통하여 해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숭되 

어 오고 있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쫓琴은 宋代 陳陽의 『樂書(1 104년).1 128권 樂圖論에 나타난 이래 『文厭通考(1318

년) J], Ii"樂學뼈L範(1 493년).1을 거쳐 그 기록이 전해 온다. 본래 胡樂의 鉉훌훌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해금은 대쪽(竹片)으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Ir악학궤범」에 

와서는 활이 말총(馬尾)으로 변화하였고， 유현， 중현의 두 줄올 맨 끈 (쩌졌뽑)도 생겼 

으며 악기 만드는 재료로 팔음올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아의 장식과 낙영올 달아서 외 

관에 형식적인 꾸빔을 더하였다. 

조선조 헌종 14년(1848년) Ii"진찬의궤』에 보이는 해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금 

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해금은 『악학궤범」에 소개된 이래로， 조선중기 이후 주법이 

경안법에서 역안법으로 변하고 재질의 변용과 외관의 장식을 더하며 오늘에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의 제례악과 연례악에 해금이 떤성된 용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해금이 향 

악화하여 우리 음악에 증요히 쓰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종조 이후의 기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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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鉉， 管 편성의 예악과 무용반주음악에서 해금이 필수적인 악기였옴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전래의 악기만으로는 음악이 갖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 

악환경에 필요한 또다른 악기의 생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악기개량은 악기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어 순리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해금개량의 실제에 대하여도 알아 보 

았다. 해금의 특성이 전제되는 악기개량이라야만 음악이 갖는 사명도 다할 수 있는 길 

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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