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챙악의 향유 양상

김종수(서울대)

1. 서

18세기에 대청(對淸) 대일願 무역에 관여한 역관과 내수사

상의원(尙

v衣院) 둥의 관청에 종사하다가 시장경제에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술직 중인층 등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력의 신장은 지

적 능력 함양과 결부되어 18세기에 중인층이 문화계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대개 중인층들은 예술적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중심으로 한 풍
류활동을 벌였고， 219세기에 이르면 도시의 난만한 성장에 따른 유홍공간의 비약적
인 확대로 예술 수용층이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3

따라서 조선전기에 음악문화를 설명하던 아악 · 향악 · 당악이란 용어로， 조선후

기의 변모된 음악문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학계에서는 정악과 민속악이란
용어를쓰고있다.

송방송이 1984년에 펴낸 『한국음악통사』에서 조선후기 음악사를 서술하면서

풍

류방 음악’을 정악으로 정의하고， ‘정악은 중인층의 지식인이나 지방선비 사회에
서 형성되었으며， 가곡과 줄풍류 음악이 그 대표적인 곡이라.’ 고 하였다 4 한만영

1

宋賢植李朝後期 手I業에 관한 鼎究J (서울.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李佑成

1973).

'18세기 서울의 都市的 樣相J W韓國의 歷史f앓(서울: 지식산업사. 1982)

2 신은경，風流房藝術과 風流集團 J r문학과 사회집단J (서울: 집문당. 1995). 203쪽.
3 高美淑

'19세기 사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 예술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 J

(1993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7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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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에.

'18세기 중인층을 반영하는 음악이 정악이며， 중인과 실학파선비가

발전시켰다.’ 고 했고 5 송지원은 이에서 더 나아가 정악을 중인음악’ 이라고 정의

를 하고， 중인에 기술직 중인과 서리 및 서얼을 포함시켰다 6 전인평은 송지원 설
을 받아들여 2000년에 펴낸 『새로운 한국음악사』에서 조선시대 음악에 ‘중인음악’
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가곡과 영산회상을 설명하고 있다 7 송방송 - 한만영 · 송지

원 · 전인평의 경우에 가곡과 줄풍류를 정악으로 보고， 향유층을 중인 중심으로 보
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이혜구는

‘정악은 중인들의 풍류활동뿐만 아니라 선비 · 맹사성 같은 재

상 · 세종 같은 군왕의 탄금(彈琴)도 포함되며， 문인(文 A) 같은 비직업음악인이 정

인섬(正 A心)하기 위해 실내에서 상탄(常彈)하는 거문고 중심의 음악이다. 그 정
악은 가곡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악의 개념은 고전실내악으로 집
약될 수 있을 것 같다.’ 8 라고 하여， 정악에 가목을 빼고 줄풍류만을 포함시키고，

중인과 더불어 사대부와 군왕까지 정악의 주요한 향유층으로 보는 점에서 앞의 네
학자와다르다
이렇게 정악의 범주가 서로 다른 것은， 앞의 네 학자는 조선후기에 중인층이 활

발하게 펼친 풍류모임에 초점을 맞추어 정악이란 용어를 쓴 반면에， 이혜구는 사대
부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탔던 거문고 연주에 초점을 맞추어 정악이란 용어를 써
서， 정악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용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면 학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조선후기 정악의 향유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일반 명칭으로서의 정악
조선전기와 다른 조선후기의 음악문화를 나타내기 위해 학계에서 도입하여 쓰는

4 송방송韓國륨樂通史J (서울. 일조각， 1984) , 412-414쪽.
5 한만영 ,

음악연구소，

'Chõngak: π‘e Rise of Music for the Middle ClassesJ W民族흡樂學J (서울: 서울대 통양
1990). 3쪽

6 송지원朝蘇後期 中 A륨樂의 社會史的 litf究J (1992년 서울대 국악과 석사학위논문)‘
7 전인평새로운 한국음악사~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 260쪽.

8 이혜구'[f樂의 ↑없念J W韓國 j룹樂史學報~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31) , 저111 집 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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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의 하나인 ‘정악’ 은 드물긴 하지만 조선전기에도 사용된 바 있다. 역사학계
에서 쓰이는 ‘실학’ 이란 용어의 사용이 음악사학계의

‘정악’ 이란 용어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실학(實學)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현재 실학은 조선후기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나온 사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
으나， 원래 실학이란 용어는 조선전기에도 쓰였던 것으로， 문장공부를 주로 하는
사장학(詞章學)과 대비하여，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하는 경세(經世) 이념을 배우는 경학(經學)을 지칭하던 것이었다 9 의리와 인륜을

밝히는 경학이 당시에는 사회에 필요한 실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므로， 시대마다 요구하는 실학의 내용은 변한다. 원래
실학은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 이

라는 일반적인 용어지만， 학계에서 실학이란 용어는 조선후기 사회의 모순을 개혁

하려는 학문으로 한정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정악’ 도， 박연이 종묘와 조회에 바른 음악을 정하자고 청하는 〈청정묘조정악소
(請定關朝正樂統))에서부터. 1911년에 설립되어 조선악과 서양악을 가르치던 조선
정악전습소(朝蘇正樂傳習所)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으로 쓰인 용어로， 어떤 특정

한 악곡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른 음악’ 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
조선전기에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음악
을 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성종 19년(1488) 8월 13일

특진관 이세좌가 아뢰기를， “지금 음악(좁樂)은 대

개 남녀상열지사(男女相j뼈之詞)를 씁니다 .... (중략) ... 여기(女技)와 악공이 적

습(積習)에 젖어서 정악(正樂)을 버리고 음란한 음악「잖樂」을 좋아하니， 심히 미
편(未便)합니다하였다 10

그리하여 성종 21 년(1490) 5월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뻐之詞)인 쌍화곡 · 이상
곡(屬露曲) . 북전(北願)의 가사를 고쳤다 11 이와 관련하여 인군과 신하의 회례연

9

r世宗實錄」 卷3.14b4-5: 世宗 元年 2月 王辰. “上日 臨文考講之法 何如 鄭招티 問言外之理

而能答 乃實學也”
『顯宗改修實錄』 卷2.26b l1 -14: 顯宗 元年 正月 辛E..

體홈以憲府양離 覆뺨티 國家大比之科

初試則取詞章 會試lIlJ取經學 意非偶然 而近來此法廢뼈 鄭試尤甚 짧子中 實學有名lIlJC國 A以業講
經罵實學) 製術雖無形 굶問而取之 良可寒心”
IOr成宗實錄』 卷219.4b6-12: 成宗 19年 8 月 甲辰.

11 W成宗實錄J ， 卷240. 18b lO-12: 成宗 21 年 5 月 王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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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禮夏)에서 공연되는 여악(女樂)도 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성종 4년 정월 9일

시강관 김영견이 아뢰기를，

“ ...

회례연은 조정에서 엄숙하

고 공경하게 지내야 하는 예(禮)이니 여악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임금이
돌아보며 좌우에 물으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영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

조 때 정악을 오로지 쓰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무동이 가면을 쓰면 보고 듣
는 것이 착란되어 악절이 혹 툴리므로 부득이 여악을 썼던 것입니다

하였다 12

즉 세조 때 정악을 쓰고자 무동을 썼는데， 가면 때문에 악절이 혹 틀리므로 부득
이 여악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무동이 조정 회례연에서 공연하는 것은 정악이 되

지만， 여악이 공연하는 것은 정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악의 공연종목이나
무동의 공연종목은 거의 비슷하므로 여악을 정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내
용 때문이 아니라， 여기의 가무가 인군과 신하의 마음을 어지럽혀질까 염려해서이
다 13 그런데 같은 여기가 공연하는 것이지만， 대비전이나 중궁전을 위한 연향에서

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정악의 기준에. 노랫말이라든가， 연주자와 감상자의 성별과 같은 악곡 외의 요소

까지를 고려한 것을 보면， 정악이란 용어가 원래 특정한 악곡종류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윤리적 기준에서， ‘바른 것’ 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쓰인 것이다.

윤리적 기준 또는 미적 기준은 시대마다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상공업이 발달
하는 18세기부터는 시정(市井)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즉 유득공(柳得꿨， 1749-7) 은 고전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
이 기피하는 여성세계에 관심을 표명한 시를 쓰기도 하고， 이옥(李앓， 1760년대 중

엽 -1800년대 초)은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남녀의 정(情)에서 진실한 모습을 찾아
과감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14

또한 김천택이 『청구영언(좁묘永듭)~을 가지고 찾아와 그 가운데 음란한 이야기
와 비속한 작품이 끼어 있음이 혹 잘못이 아니겠느냐고 묻자， 마악노초(解歡老
權) 15가 후발(後股)에서 다음과 같이 교화보다는 성정(性情)과 진기(률機)를 강조
12 W成宗實錄』 卷26.3a14-b5: 成宗 4年 正月 1훗子

!3 W成宗實錄』‘ 卷75. 1lb4-5

成宗 8年 正月 훈子. “但姐技之流 混於雅륨 歌舞之態 傷 JVL、目 월

不有爛於盛典耶”
14 나종면
173-175쪽

r18世紀 詩書畵論의 美學的 志I미 J (199끼녕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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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긍정의 논리를 전개하여， 성정(性情)을 다스려 정(正)에로 돌아가게 하는 작
용보다 성정 자체의 진솔한 발로에 가치를 둔 것에서도16 시대조류의 변화를 감지
할수있다

염려하지 말라. 공자는 산시(뻐詩)하면서 정풍

· 위풍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로

써 선과 악을 갖추어 권계(勳械)하고자 한 것이다. 시가 어찌 반드시 주남 관저

(關維)라야 하며， 노래가 어찌 반드시 순임금 때의 갱재(鷹載)라야 하겠는가? 다
만 성정(性情)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 (중략)

...

정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우리말로써 표현하여 옮조리는 사이에 유연히 사람을 감동시킨다. 길거리의
노래에 이르러 강조(院調)가 비록 바르게 다듬어지지 못하였으나 무릇 그 유일
(澈快)

. 원탄(想歡) . 창광(宿狂)

조망(租흉)하는 모습과 때깔은 각기 자연의

진기(륨機)로부터 나온 것이다 17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남녀상열지사를 더 이상 정악이 아니라고 비
난하지 않았다.
박효관과 안민영 이 1876년에 편찬한 국악원본(國樂院本) Ii가곡원류(歌曲源流)~
에는 총 792수가 실려 있는데， 전대의 가집에서 선별 수록한 것은 675수이고， 새로

이 출현하는 작품은 117수이다. 주제를 살펴보면， 675수 중에서 27% 에 해당하는
181 수가 사랑과 그리움을 4% 에 해당하는 26수가 성 적욕망을， 2% 에 해당하는 14
수가 연군(戀君)을 7% 에 해당하는 45수가 윤리 및 도덕을 노래했으며， 새로 출현
하는 작품에서도 25% 가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여， 남녀상열지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 연군이나 윤리 및 도덕을 노래한 것은 1수도 없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효관은 “나는 정음(正륨)이 사라져가는 것을 개탄해 마지
않아， 노래를 대략 뽑아 한권의 악보로 만들어 구절마다 고저와 장단점수를 표하여
후일 여기에 뜻있는 자를 기다려 거울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음악을
정악으로인식했다.

15 마악노초는 왕의 종친인 이정섭(李廷燮)이라고 한다. (김윤조 「저촌 이정섭의 생애와 문학」

『한국한문학연구J (서울; 한국한문학연구회， 1991). 14집〉
16 검홍규朝蘇後期의 詩經論과 詩意、識A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 162쪽.
17 黃淳九 편 『좁f조永言 J (서울: 한국시조학회.

1987) 제 2편 珍本좁1Í永즙. 123-124쪽- 번역은

김홍규 앞의 책 162쪽 참조.

18 고미숙

r19세기 시조의 전개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1993년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23-13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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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선전기에는 비난받았던 남녀상열의 주제를 노래했지만， 음악적인 측면에
서 “율려 (律呂)의 음양상생의 이치와 자음(字훌)의 청탁고저의 운(體)이 그 법도를
넘지 않게 하여 , 사람 뜻을 감발케 하여 ,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

에서， 당시 서민충에서 유행하는 ‘잡요(雜議)’ 와 다른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19
이렇듯 ‘바른 음악’ 이라는 의미의 정악은， 시대의 가치관과 미적 감각이 변함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진다. 따라서 정악을 일반적 용어로 쓰면， 어느 시대를 기준으

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정의가 달라지니， 학계에서 통용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
의

‘실학’ 이란 용어처럼， 특정용어로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 일단 정악을 ‘조선후

기 지식인층에서 주로 향유된 음악’ 으로 규정하고 조선후기 정악의 향유양상을 살
펴보도록하겠다.

3. 정악 향유충의 확대와 인식변화
1) 정악향유층의 확대

(1) 사대부충
우선 정악의 향유층으로 사대부층을 들 수 있다. 18세기의 북학 주창자인 홍대용
(洪大容， 1731 ~ 1783) 이 중국인 소음(樣歐)에게 보낸 편지와 『삼죽금보(三竹琴
讀)，，3 (1841) 의 편찬자 이승무(李升戀， 1777~1없4) 가 쓴 『삼죽금보』 서(序)의 다음
과 같은 글은 18.19세기의 사대부층이 거문고를 늘 가까이 하며 즐긴 상황을 보여

준다.

나는 16-17세때부터 거문고를 알기 시작하여 오래 배워오는 사이에 자못 그 묘

리를 해득했습니다. 대체로 속된 생각을 씻어내고 우울한 기분을 풀어버리는 데
는 그 효과가 혹 시와 술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20

19

r歌曲源jJí띠 歐韓國흡樂學資料養書~ (서울. 국립국악원， 1989) , 제 5권 159쪽

“律呂陰陽相

生之理 字륨淸獨高低之짧 不輸其짧 可以慮發人之志 樂而不품者 凡등永歌之度 ... (中略) ... #械近
1ft未없없護利之輩 -Bc-Bc相趣 薰然共化於훌~홉之習 或f兪閔鳥戰者 以無根之雜議 讀浪之嚴짧 貴購爭

與編頭習尙 쫓有古륨賢A君子 寫正륨之餘派者 金不勝厭歡其正륨之混總 t'P歌寫一調 標其句節高
低長短點數 f~!즙 A有志於斯者 ~짧準훨”
때 j共大容， ~i甚幹書.~ II , 18쪽 〈송혜진조선시대 문인(文 A) 들의 거문고 수용 양상J r李惠求
博土九句紀念 흡-樂學論蕭~， 22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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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가량 되어서는 과거공부를 하느라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 것을 익힐
겨를이 없었으나， 여전히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어 도외시할 수 없었으니， 대개 거
문고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한양에 사는 홍기후는 거문고로 이름난 사랍인데
나하고는 친분이 있었다. 거문고를 배우라고 권하기에

.,. (중략) … 나는 이 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여러 달을 배웠는데， 잠시라도 거문고에서 손을 떼지 않
았다 21

당시 사대부들이 음악을 즐긴 정황을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병조참의와 한
성부판윤을 지낸 강세황(姜世見. 1713~1791) 이 지인들과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정경을 그런 〈현정숭집도(玄훈勝集圖))의 한켠에 거문고가 그려져 있다. 강세황은

그림과 거문고에 다 능숙했던 학자로 다음의 글은 사대부들의 예술취향을 잘 보여
준다.

나는 성격이 좋은 산수를 좋아하면서도 본시부터 신경성으로 붐이 허약하여 다

니기에 힘들어서 한번도 답사하고 싶은 회망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그림에 재미
를 붙여서 그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 (중략) ... 내가 거처하는 작은 서재 네 벽

에 모두 산수를 그렸다 ... , (중략) .. , 나는 때때로 거문고 줄을 만지며 곡조를 탔

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그 사이에서 연주하면 옛 곡조 고상한 음운이 자연스
럽게 산수와 서로 들어맞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러는 내닫는 여울물이 돌에 부
딪치기도 하며， 약한 바랍이 솔 사이에 들어오기도 하고 .... (중략)

그 형태를

그려놓고 또 그 소리를 얻어 합하여 하나가 되니， 어느덧 그림이 그림인지 거문고

가 거문고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병을 잊어 버리고 소원도 풀
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우울증도 없어지게 되었다.강

이외에 만

중 · 삭대엽 등의 가곡과 북전이 실린 『현금동문류기(玄琴東文類記 )J

(1620) 의 편찬자 이득윤(李得鳳. 1553~1630) 은 왕자사부(王子師父) . 공조좌랑(工

暫住郞) . 의성현령 · 공조정랑(工홈正郞)을 역임했고， 가곡과 영산회상이 실린 『유
예지(遊響志 )J (1 779~ 1813) 의 편찬자 서유구(徐有題. 1764~1845) 는 의주부윤 · 대
사성·강화부유수·형조판서·예조판서·대사헌·이조판서·병조판서·대제학을

역 임 했으며

If"현금오음통론(玄琴五音統論 )J (1 886) 의 편찬자 윤용구(尹用求，

21 r三竹琴諸J

갱 姜世見

1a.

r韓國音樂學資料難書J(서울. 국립국악원.

r約흉遺鎬J r 山훌記J <변영섭

위논문 l.14-16쪽 재인용〉

1989).

제 2권 49쪽.

r표암 강세황의 회화연구J {1 986년 이화여대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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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1939) 는 남녕위 의선(宜善)의 아들로， 1871년에 문과에 등제하여 예조판서

와 이조판서를 역임한 사실은， 명문세가의 사대부층도 정악을 즐겼음을 보여준다.
육당본 『해동가요(海東歌議)~ (1 767) 의 고금창가제씨(古今唱歌諸B:;)에 성천부
사 · 승지 · 부윤을 역임한 허정(許避 1621~ 숙종대)이 포함된 것과 이한진(李漢鎭)
편 『청구영언~ (1 814) 은 교교재 김용겸 (r몇쩡짧 金用讓， 1702~1789) 의 사승(師承)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었던 사대부들 중심의 시조 향유집단의 실체를 반영하는 가
집잉이라는 사실은 사대부층 또한 같이 모여 가악(歌樂)을 즐겼음을 알게 해준다.
진본(珍本) W청구영언~ (1728) 에 17세기 사대부들의 가악생활이 잘 표현되어 있다

동명 (東평)이 말하기를， “난정회 (蘭흉會)갱에서 부(眼)를 짓는 사람은 부를 짓
고 술 마시는 자는 술을 마셨으니， 오늘의 즐거운 모임에서는 노래가 장기인 사람
은 노래하고 춤이 장기인 사람은 춤추는 것이 좋겠다”하기에， 내가 노래할 것을
청하니 단가(短歌)를 불렀다 손을 휘저으며 크게 부르고 얼굴에 미소를 띠니， 흰
머리에 불그레한 얼굴이 참으로 술에 취한 선션 같았다. 휴와(休商，

가 나보고 화답하라고 하였다-

1601-1673)25

… 풍산후인( 山後 A) 현묵자(玄默子) 홍우해(洪

宇海， 1643-1725)26 가 적는다 27

동명 정두경 (鄭斗聊， 1597 ~ 1673)28은 홍문관제학을， 휴와 임유후는 병조참판과

호조참판을， 현묵자 홍만종은 통정대부 ·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따라서 종래
연구에서 서술된 것처럼 정악향유층을 지방선비나 실학파선비 및 중인’ 으로 국한
23 김용찬청구영언(육당본)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J WI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서울
당.

1995) ,

집문

99쪽

24 쯤나라 목제(챔、帝)의 영화(永和) 9년 3월 3 일에 당시의 명사 41 명이 난정에 모여서 곡수(曲

水)에 잔을 띄워서 계연(願훌)을 베풀며 시를 지어 옮은 모임.

25 임유후(任有後)

휴와는 그의 호 홍문관교리 守 lE의 아들 162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53년(효종 4) 장령이 되었다， 이어 1658년 종성부사， 1661 년 담양부사， 1663년 승지를 거쳐 예
조참의가 되었다. 1669년 다시 담양부사로 나가 재난에 처한 백성들을 잘 구흉한 관계로 청백리
로 녹선

이듬해 병조참판 1672년 경 기 감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호조참판 역 임 .

26 홍만종(洪萬宗)

우해는 자(字)， 현묵자는 호

1675년 진사시 합격

부사정과 참봉 등을 지

내고， 통정대부와 첨지중추부사에 이름 문한(文輪)의 집안에 태어나 문재가 있었는데다가 벼슬
을 버리고 학문과 문장에 뜻을 두어 역사

지리

설화

가요

시 둥의 저술에 전념했다

27 붉淳九編 『좁 R永~{~ (서울 한국시조학회， 1987) , 제 2편 珍本 『춤표永룹』 劇斗뼈 작품 없文
41-42쪽

28 정두경: 자는 군평(君平)
과에 장원

호는 동명(東淚)

호조좌랑을 지낸 회(臨)의 아들， 1629년 별시문

부수찬과 정언 등을 역임， 1669년(현종

10)

홍문관제학을 거쳐 예조참판

겸 승문원제조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이조판서 · 대제학으로 추증됨

· 공조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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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 아니다.

(2) 여항인
17세기 후반 이후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업발전으로 새롭게 경제력을 획득하는
계층이 등장했고， 이들이 지배계충이었던 사대부들과 함께 예술의 주요 향유층으
로 등장했다 29 중인층을 중심으로 하여 때로는 상인(常 A) 과 천인(購 A) 까지를 포
함하는 이들은 여항인(聞흉 A) 으로 통칭된다.

여항인들은 16세기 후반 또는 17세기 초반부터 시회(詩會)를 갖기 시작하여， 그
결과물로 1658년경 『육가잡영(六家雜談).1이라는 한시집을 펴낸 이래，뻐 17세기 말

이후 본격적으로 한문학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어Ii해동유주(海東遺珠).1 (1 712) .
『소대풍요(昭代風諸).1 (1 737)31 . Ii풍요속선(風諸續選).1 (1 797) . Ii풍요삼선(風諾三

選).1 (1 857) 등을 편찬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대부층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있었으니Ii해동유주』는

농암 김창협(農嚴 金昌協)의 도움으로 편찬되었으며， 여항인들의 시회에 사대부들
이 참석하는 것이 통례였다 32

한편 여항인이 한문학활동으로 문화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와 비슷하게， 가
곡을 전념하는 가객이 17세기 중엽에 동장하여，영 17세기 말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가객의 계층 또한 여항인이기 때문이다 34
진본『청구영언(좁표永言).1 (1 728) 에 .여항6인’ 이라는 항목 아래 김천택을 비롯한
주의식(朱義植) . 김성기(金聖器) . 김유기(金格器) . 김삼현(金三賢) . 장현(張鉉)

의 작품 65수가 실려있는데， 이는 진본 『청구영언』에 등장하는 유명씨 작품 287수
중 20% 를 상회하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여항6인 으로 묶은 이유는 기존의 시조

향유층들이 사대부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여항인도 이 시기에 새로운 작자층으
로 동장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35

육당본 『해동가요.1 (1 767) 의 고금창가제씨에 수록된 가창자(歌唱者) 중 신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맨 앞에 기록된 허정은 사대부이나， 그다음 기록
29 김용찬

r18세기 시조문학과 예술사적 위상J (서울: 도서출판 월인. 1999).27쪽.

뻐윤재민조선후기 중인충 한문학의 연구J (1990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20쪽.
31 金興圭朝蘇後期의 詩經論과 詩意識J(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32 정옥자朝蘇後期文化運動史J (서울: 일조각，

1988) , 226

1982) ,

166-167쪽.

영6쪽

33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보이는 ‘古今唱歌諸&’ 56인을 미루어 연대를 추정한 것이다.
g 권두환朝蘇後期 時調歌禮 ?iff究J (1984년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8-12쪽.
렸김용찬

W18세기 시조문학과 예술사척 위상J ， 32쪽，

50
된 장현은 역관， 탁주한은 사복시의 서리， 김유기는 여항시인， 김우규는 서리， 김
천택은 포교， 김수장은 서리， 김묵수는 서리로， 대다수가 중인계층에 속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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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표적인 가창자인 박효관(朴孝寬， 1800~1880 )37과 그의 제자 안민영 (安:ft
英， 1816~1885년경) 또한 중인계층이다.

여항시인 마성린(馬聖繼 )38의 『안화당사집(安和堂私集)~을 통해 여항인들의 풍

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술항아리 앞에 한 사람이 방랑하는 기색으로 슬쓸히 앉아서 금(琴)을 타는데，
금의 소리가 맑디 맑아 은은히 하늘의 패옥소리가 울리니， 이가 곧 당세의 금객
이휘선(李輝先)이다.
그 옆에 한 소년이 또한 금을 앉고 마주 앉아 가락에 맞추어 같이 타고 있는데，

소리마다 가락마다 서로 어울려 장단고하(長短高f)가 마치 부절(符節)을 맞춘
듯하니 , 묘수(妙手)가 아니면 어찌 이같이 하리요? 이가 곧 전 사알(司調) 지대

원(池大源)이다.
두 금(琴) 사이에 한 사람이 엄숙하게 앉아 구르듯 오르내리는 소리로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데， 노랫소리가 두 금의 소리에 잘 어우러져 구름을 뚫는 듯하

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춤추게 하니， 이 노래하는 이는 누구인가? 당시 선
가(善歌) 김시경(金時때 )39이다. 창 옆의 한 사람은 호탕하고 시원한 노인으로 취

기가 돌아 안석에 기대어 금(琴)과 노래를 평하고 있는데， 이가 전회 유천수(典
會劉會天풍)때이다

상 위에 붓과 벼루를 별여놓고 옆에는 큰 종이를 펼쳐 놓았는데， 얼굴이 흰 젊
은이가 포의(布衣)에 띠를 두르고 붓을 쥐어， 이 모임의 광경을 그리니 이가 곧
융숙관(尹뼈볼)이다 41

유괴정사(柳塊精舍)는 펼운대 아래 적취대(績젊臺) 동쪽에 있는데. 곧 첨지 박

금(朴엽)이 거처하는 곳이다. 언제나 꽃피고 새가 지저귀는 날， 국화가 피는 중앙
절이면 일대의 시인 · 묵객(뿔客)

%

‘

금우(琴友) . 가용(歌춰)이 이곳에서 모여 금

송지원朝購後期 中 n댐흡樂의 社會史的 꿈f究J (1 992년 서울대 국악과 석사학위논문)， 38 47
•

3ξ
•

1

37 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제 9권 121 쪽

%마성린은 1794년(정조 18) 에 황덕순(黃德첩)

백경현(白景셨) 등과 구로회(九老會) 결성

39 서리인 金默壽

때 전회 (典會)는 내수사의 종7품에 해당한다
41 馬聖嚴是閔짧淸遊說文J r安和堂私集』 上卷. 송지원朝蘇後期 中 n댐홉樂의 社會史的 빠f

究J ， 45-4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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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을 뜯고 젓대를 불고 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그 중에서 여러 노장들， 곧 동

지 엄한명 · 사알 나석중 · 임성원선생 · 별장 이성봉 · 동지 문기주 형제 · 동지 송
규징 형제 , 첨정 김성진 · 동지 홍우택

만 · 동지 고시걸 · 홍우필

첨지 김우규 · 주부 문한규

첨지 이덕

오만진 · 김효갑이 매번 시회 (詩會) 때면 나에게 시초

(詩草)를 쓰라고 하였다.쟁

한편 17세기 후반 이후 문화의 수면위로 떠오른 여항인은 중인층을 중심으로 하
긴 하지만， 그 하충까지도 포함함을 인식하기 위해， 김성기(1 649~1728년경)에 대

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기는 상의원에서 활 만드는 일을 했는데， 거문고가
좋아서 활만드는 일을 버리고 거문고의 명인이 사람으로 퉁소와 비파에도 능했다.
활 만드는 사람이라 함은 신분이 아주 미천함을 말한다. 그는 왕족인 남원군(南原
君)을 비롯하여 r낭옹신보(浪최新諸).1 (1 728) 의 서분을 쓴 최탁(崔灌)과 『해동가
요』의 고금창가제씨에 소개된 김중설(金重說) 둥을 가르쳤는데， 김성기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서 전수받은 가락을 『낭옹신보』에 남기어， 18세기 음악을 연
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43

2) 예능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상품화폐경제에 따른 경제적 부의 축적은 예술향유충이 사대부에서 여항인에까

지 확대되게 했다. 이는 예술에 대한 상품적 수요를 급증하게 하여， 김홍도
(1745~ 1806) 처럼 뛰어난 화가들의 경우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져서 비

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 %였다고 한다. 예술에 대한 상품적 수요는 도화서 화원이나 장악원 악공

이 공적인 활동 외에 사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게 했을 뿐 아니라， 화원이나 악공이
아닐지라도 오로지 자신의 예능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를 생기게 했다 45 장악
42 馬聖훌훌平生優樂總錄J r安和堂私集』 下卷

강병관조선후기 여항문학연구J (1 991 년 성균

관대 박사학위논문)， 8s쪽 재인용.

%김영운

r浪춰新讀 所載 平調 數大葉 및 平調界面調 數大葉 하f究J (1 984년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0-15쪽.
권두환金聖器論'J r백영 정병욱 선생 還甲紀念論幕J (서울:新lÍ.文化社， 1982) , 538-않4쪽
짜姜世훈約흉遺橋J r樓園듬ê.J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249쪽.
45 최북(崔北): 1720년 경 태어나 1747~1748년에 통신사 따라 일본 다녀옴. 화원이 아니면서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한 인물로， 남공철(南公數)의 r金陸集」 권 13에 따르면， 최북은 살림이 군색
해지면 자신이 그림을 팔러 다녔으며 , 비단을 가지고 그가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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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도화서에 예속되지 않고도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창조정신
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자연히 예능인에 대한 인식을 변하게 했다.

우선 자신이 좋아서 스스로 택한 길이므로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예술을 세련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활약한 김성

기는， 거문고를 배울 때 스승이 새로운 가락 「新聲」을 가르쳐주지 않자， 매일 밤
스승의 창문 앞에서 새로운 가락을 몰래 엿들고 익힐 정도로 거문고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 이에 감복한 스승은 자신의 모든 새로운 가락을 김성기에게 전수사켜주
었다.

김성기는 왕세기에게서 거문고를 배웠다. 그러나 왕세기는 매양 신성(新聲)을
얻게 되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전수해주지 않았다. 성기는 매일 밤 왕세기의 집
창 앞에 붙어 서서 몰래 엿듣고 이튿날에 그 곡조를 조금도 틀림없이 연주하니，
왕세기는 이를 참으로 의아스럽게 여겼다 이에 왕세기는 어느날 밤 거문고를 연
주하다가 곡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창을 열어젖히니， 성기가 놀라 땅에 넘어졌다

세기는 성기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가 지은 모든 곡조를 성기에게 전수하
였다 46

이후 잔치집에 아무리 많은 예인(藝 A) 이 있어도 김성기가 빠지면 험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당시 최고의 연주가가 되었다. 또한 직접 신성(新聲)을 만들어 김성
기신보가 서울에 널리 유행했다 47 김성기가 자신의 기예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
로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권세 따위와 타협하지 않고， 위세가였던 묵호룡의 청을 거

절한 일화는 당시 사회에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만년에 서호(西湖)로 옮겨 작
은 배 한척을 사서 낚시질과 퉁소로 소일하며 지냈다고 한다.얘

18세기 중 · 후반의 가객이었던 송실솔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예를 철저히 연

마한 뒤에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전문가의식이 투철했다
실솔은 소시부터 노래공부를 하여서 이미 소리를 얻은 후 급한 폭포가 크게 떨

어져 쏟아지는 곳으로 가서 매일 노래를 불렀다. 한해 남짓 계속하자 오직 노래소

46 趙秀三秋짧集」 卷7. ["秋짧紀異J. 李佑成 林햇澤 譯編 r李朝漢文短篇集~ (서울: 일조각.

1977) . 中 ， 332쪽
47

鄭來橋. fì完嚴集~ ["金聖基傳J r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서울: 한예종 전통예술원，

2때)， 4쪽
%

권두환朝蘇後期 時調歌훤 빠究J (1 984년 서 울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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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들리고 폭포소리는 없었다. 다시 북악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득한 공중에 기
대어 넋나간 듯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소리가 흩어지고 모이지 않던 것이 한해
남짓 지나매 사나운 바람도 그의 소리를 흩지 못했다 .. ,. (중략)

노래가 씩씩

하기는 정을 치는 것과 같고， 맑기는 옥돌 같고， 섬세하기는 연기가 가볍게 날리

는 것 같고， 머무는 것이 구름이 갑도는 듯했으며

작게 부를 땐 꾀꼬리 울음 같

고， 떨쳐부를 때엔 용의 울음 같았다. 또한 거문고와도 잘 어울리고， 생(쫓)에도
잘 어울리고， 퉁소에도 잘 어울리고， 쟁(筆)에도 잘 어울려， 그 묘함이 극치에 다
다랐다. 그제야의관을갖추고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노래했다 49

철저한 전문가로서 쌓은 소양과 세련된 예술은 이들 예능인이 전문가로서 우대

받는 풍토와 아울러 지식인층과 격의없이 어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남
원군(南原君)과 같은 왕의 종친이 김성기에게 거문고를 배운 것이나， 조선성리학

의 대가인 노가채 김창업(老探顆 金昌業. 1658 ~ 1721) 이 경기도 양주지역을 유람
하다가 김성기가 거처하던 서호에서 그를 만나 어울린 뒤，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

은 시로 남긴 것 등이 그 실례가 된다.
만나고도 알아볼 수 없었으니
삿갓이 흰수염을 덮었기 때문이네.

자취는 이미 물고기와 섞였고.
형체는 오로지 산택(山澤)에서 야위었네.
마음이 영묘하니 사죽(絲竹. 음악)도 오묘하고
옴은 늙었어도 강호를 사랑하네.
어찌하면 조각배를사서
이내 낀 물결 속의 그대에게 갈까 50

실솔 또한 노래를 할 때면， 서평군이 몽소 거문고로 반주하여 서로 어울렸는데，
서평군은 왕의 종친으로 경종 3년 (1723) 에 동지겸진하사은사(쪽至象陳買謝恩使)
로 중국에 다년 온 후， 영조 20년(1 744) 사은겸하정사(謝恩暴貴正使)로 중국에 다
녀오기까지 20여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청나라를 왕래하여 외교에 공로가 컸던 사
람이다.
49 李鉉 r文無子文없J. 李{右成 『李朝漢文短篇集J. 中. 219-220쪽.

%김용찬金聖器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J r韓國詩짧(~升究J(서울: 한국시조학회. 1997

12.).

제 2집 .253-앙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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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군 공자(公子) 표(標)는 부유했고 의협심이 있었으며， 성품이 음악을 좋아
했다‘ 설솔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여 날마다 더불어 놀았다. 매양 실솔이 노래하면
공자는 으레 거 문고를 끌어 당겨 톰소 반주를 하였다 51

이외에 청나라 고증학풍에 연원한 학예일치사상을 추구한 북학파학자들이 자신
의 풍류모임에 장악원 악공이나 혹은 여항의 연주자를 초치하여 같이 어울려 음악

연주를한실례가 있다.

스무 이튿날 곡옹과 함께 걸어서 담헌에 가니 풍무(風舞· 김억의 호)도 밤에

이르렀다. 담헌이 비파를 타고 풍무는 거문고로 어울리는데 곡옹은 갓을 벗어던
지고 노래한다 52

담헌 홍대용은 가야금을 앞에 놓고 성경(聖景) 홍경성(洪景性)은 거문고를 잡
고， 경산(京山) 이한진(李漢鎭)은 퉁소를 소매에서 꺼냈다. 김억이 서양금을 들
고 장악원 악공 보안이 또한 국수(國手)로서 생황을 불며 담헌의 유춘오에 모이
자， 성습(聖習) 유학중(兪學中)이 노래로 거들었다 교교재 김용겸이 나이 덕으
로 상석에 임했다 53

담헌 홍대용(1 731-1783) 이나 곡옹 - 홍경성

이한진 · 유학중이 사대부층인데

비해， 거문고와 양금 연주자 김억은 여항의 음악인이며， 생황연주자 보안은 장악원
악공이다. 이렇게 신분이 다른 사랍들이 서로 어울려 같이 음악을 연주하게 된 배

경에는， 예능인들의 전문가적 소양과 그로 인한 예능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깔려 있
는것이다.

4.18.19세기 악곡 변화의 동인
우선 몇 개의 악보에 나타난 18세기와 19세기의 악곡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李앞文無子文없J. r李朝漢文短篇集~

52 朴봐源熟嚴集』 卷3
%

.

中 220쪽.

I 夏夜홉記J.

成大中춤城集J I記留春塊樂會J r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J (서울: 한예종 전통예술왼，

2000).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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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

18세기 악곡

영산회상의 경우 17세기의 악보인 『금보신증가령(琴諸新證假令).1 (1680) 에는 현
행 상령산에 해당하는 ‘영산회상’ 이란 악곡 하나만 발견되지만， 18세기에는 이것의
변주곡이 생기어i'한금신보(韓琴新讀).1 (1 724) 에 ‘영산회상’ 외에

‘영산회상환입’

‘영산회상제지’ 가 보이며i'어은보(演隱讀).ß (1 779) 에 ‘영산회상갑탄’ 이 보인다
보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7세기의 『금보신증가령』에는 보허자 한곡만 보이
나， 18세기의 『한금신보』에는 보허자 외에 ‘보허자 본환입’

‘보허자삭환입’

‘보허

자제지’ 와 같은 변주곡이 파생되었다.
가곡의 경우 17세기의 『금보신증가령』에 중대엽 1.2.3과 삭대엽 1.2.3 54 이

있으나 ， 18세기의 『한금신보』에 삭대엽 1.2.3.4가 있어 삭대엽 변주곡이 더 늘
어났고11'어은보.1 (1 779) 와 『졸장만록(抽또漫錄).1 (1 796) 에는 55 홍청거리는 창법으
로 불러 흐르는 물과 같이 치렁치렁한 멋이 있는 닥(樂 )56의 콕조가 나타났다.

그다음， 18세기로 추정되는 시가집(詩歌集)에， 곡조를 높이 올려 들썩들썩하게
부르는 소용(觸홉) 및 삭대엽의 16박 한 장단을 10박으로 변화시킨 ‘편(編)’ 장단
의 낙(樂) , 즉 편락과 같은 곡명이 보인다 57

즉 가람본 『청구영언』에，

근자에 별장 박후웅이 청음(淸흡)의 청성 (淸聲)으로써 한 곡조를 지어 관현에
붙이니 사람들의 이목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라， 세상의 호걸들이 홈모

하여 입에 자주올린다. 이것이 이른바소용이다.

라 하여， 박상건의 아들 박후웅이 소용을 만들었다는 글이 있는데0"청구가요(춤邱

歌護).1에 1691 년생인 김우규가 박상건으로부터 노래뜰 배웠다는 기록이 있어， 박

54r금보신증가령』의 중대엽과 삭대엽은 평조

· 평조계면조 · 우조 · 우조계변조의

네 악조로 연

주되나. 여기서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악조를 적지 않았다.

댔 r續隱諸J (1779) 와 『抽IÌ漫錄J (1796) 에 우조낙시조(우락)가 나오는데， 후자의 것은 우락이
맞는데， 전자의 것은 실은 계락이라고 한다 이로 보면 18세기 후기에 우락과 계락이 있었던 것
이 된다. <r歌曲 界面調의 弄과 樂에 관하여 J (1984년 서울대 국악과 석사학위논문). 1-2쪽
%장사훈

>

r國樂總論J (서울: 정음사. 1979 중판)， 263쪽

r歌曲源j힘에서는 락(樂)이란 곡조를 “요임금 탕임금의 태평성대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의
궁성 (쫓風場 日 花爛春城)" 이 라고 표현했다.
57

19세기 악보에 나오는 곡명이 18세기로 추정되는 시가집에 나오므로， 김영운은 시가집의 연

대추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영운珍本 좁묘永言의 編훌年代에 關한 -考察 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J

時調學論護J (서울: 시조학회 .1999) 제 14집〉

古樂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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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악보의 악곡
『한금신보』

〈평조 만대엽

(1 724)

〈우조 중대엽 1
〈평조계변조
〈우조계변조

중대엽 1

.2.3 북전 1 .2 삭대엽 1 .2.3)
.2 삭대엽 1 . 2 . 3 . 4).
중대엽 1 .2.3 북전 1 .2 삭대엽 1 .2.3)
중대엽 1.2.3. 북전 1 .2 삭대엽 1 . 2 . 3 . 4).
북전 1

.2.3

평조삭대엽(이호선보l. 평조계변조 易陳樓?
보허자 보허자본환입. 보허자삭환입

보허자제지

영산회상. 영산회상환입

영산회상제지 , 여민락.
『청구영언~ (1 728)

중대엽 1

珍本

횡청류.

『懶隱諸)~

(1779)

.2.3

우조 삭대엽 1.

북전 1.2 삭대엽 1

낙시조. 장전주사 맹상군가 만

.2.3

X 계면조단가 평조북전. 평조중대엽. 又. 又. 평조삭대엽
평계삭대엽 1 又
2.3.4.

평조계면북전. 평계중대엽 1.2.3

1 .2.3.
조후정화

우조중대엽1. 又

우계면조북전 우계중대엽
사 본환입

소환엽

又

우조삭대엽. 又

우조낙시조

우

우조從心曲，

又 제 2. 又. 제 3. 우계삭대엽 又.又.又 우조보허

대환입

영산회산 영산회상갑탄 우조여민락

(又는 닝Ij

가락이다)
19세기 악보의 악곡
『유예지』

우조 중대엽

(1 779~1813)

엽

우락

자염불

우초엽

우이엽

우삼엽

계중대엽. 계초엽

계락 펀삭대엽. 평우조 평계조. 삼중대엽

타령

군악유입타령

우조타령

두. 삼현회입사장말. 영산회상

군악타령

세령산

계삼엽

농

후정화. 염불타령

계이엽

육

삼현회입

삼현회입이장

영산회상이층제지. 영산회상삼층제

지. 보허사 대현환입

『삼죽금보~ (1 841)

보허사 여민락- 본환입
염불 타령

소환입

영산회상 중령산- 소령산 가락더라

군악. 평조영산회상 우조타령

중취타 노군악‘가군악 소보허사

우조가락제이

양청환입

계면조림. 계면삼삭대엽

계면닥시조
조삭대엽

우조낙사조

장진주

언락

우조중대엽 1

편락

계변조초삭대엽

계면소이. 계변소용
계변조편삭대엽

.2.3

군

우조초삭대엽‘우조이삭대엽

우조조립.우조삼삭대엽.우조소이.우조소용.우롱
조이삭대엽

환입

계면가락제이

계면중대엽 1

계띤

계변조 롱 언롱

청성삭대엽

.2.3.

평계변

우조 후정화

계

면 후정화 상사별곡 춘면곡 길군악 매화곡. 황계곡 시조. 소이시조 무녀
시조 월곡 권주가
『현금오음통론』

우조長理흡 본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환입 . 상현환입

(1 886)

타령

조초삭대엽- 이삭대엽
엽. 이삭대엽
락 편

하현환입

군악. 계면가락조 양청환입 , 우조가락조 취타조. 본환입

언편

중거

중거- 평거

평거. 두거

우율당 계소용이

두거

삼삭대엽

염볼.

세환입

우

소용 율당 계면 초삭대

삼삭대엽. 언롱. 평롱 계락 우락 언락 편
환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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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웅이 18세기 초 중엽에 활동했으리라 추정된다 58

그리고 숙종 16년(1690) 에서 영조 45년(1 769) 무렵까지 생존한 가객 김수장(金壽
長 )59이 쓴 작품 중에 ,

第}名 n昌드리 후례로 안자 엇거러 불러니니
中大葉數大葉은 홈용짧禹 i易文武긋고

後展花 樂敵調는 漢居宋이 되어잇고
觸흉이 編樂은戰國이 되어이셔
刀鎭했Ij術이 各自購揚후야 管鉉聲에 어리엿다%

라하여， 소용외에 편락이란곡조가둥장한다.
이렇듯 17세기에 비해 18세기에 여러 변주곡이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
겠다. 첫째， 사대부계층이 정악의 주 향유층이었던 이전과 달리 17세기 말 이후 중

인층을 중심으로 한 여항인들이 정악의 적극적인 향유자가 되어 풍류방활동을 활
발히 펼쳤기 때문이다l'논어』 권2 위정 (寫政)편의 “꾼자불기 (君子不器: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은 되지 않는다 .r 라는 글에서 보듯， 군자에게 전인적인

교양을 쌓는 것이 요구되었고， 한 재예를 오로지 익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었다. 따라서 사대부계층이 하나의 재예를 전문적으로 익히는 경우는 드물었
으나， 여항인은 사대부계충과 달리 하나의 재예에 전문적으로 골몰할 수 있었다.
둘째， 상품화폐경제와 도시 발달에 따른 근대지향적인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농암(農嚴) 김창협(金昌協，

1651 ~ 1708) 이

체격(體格)과 성조(聲調)를 중시하고

한위성당시(漢鍵盛홈詩)를 지상의 모범으로 삼아 학습하고 맹종하는 의고주의(擬

古主義)를 비판하고 작가의 진솔한 감정표현을 중시하는 개성주의를 자신의 문학
론으로 삼았듯이， 18세기는 자유창조적인 개성이 중시되었다 61

전대에 비해 18세기는 개성을 중시했음은 신곡 창작에 대한 시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16세기 후반의 악보인 『금합자보.! (1572) 는 다음과 같이 신곡 창작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 권두환
%

r朝蘇後期 時調歌樓 鼎究.J (1984년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9쪽.

黃淳九편 rì每東歌諸J (서울: 한국시조학회. 1987) 解題 .2쪽

60 조규익金賣長의 노래 J r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서울

집문당. 1994). 295쪽에서 재인

용
61

羅鍾흉

r18世紀 詩書 論의 美學的 志、向J (1 997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68 . 173쪽

58
세속적인 악사들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선성(新聲)을 지으니， 여기에서 악(樂)
이 차서를 잃은 것이 극에 달했다. 금(琴)을 배우는 자는 이를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62

그러나 18세기 악보인 진본 『청구영언~ (1 728) 에 전하는 정래교(鄭來橋，

1681 ~

1757) 의 서문에서는 김천택이 새로운 곡 「新聲」을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백함(伯패 )63은 노래를 잘 부를 뿐 아니라 스스로 선성(新聲)을 만들었고， 또

거문고를 잘타는 전악사(全樂師)와 더불어 아양지계(빠洋之찢)를 맺었다 .... (중
략) .

내가 일찍이 우울증에 걸려 마음을 풀 길이 없을 때면， 백함이 반드시 전

악사와 같이 찾아와서 이 사(詞)들을 취하여 노래를 불러 , 나로 하여금 듣고 그
우울한 심정을 씻어내도록 하였다 %

또한 김유기 작품 뒤에 쓴 김천택의 발문에도 새로운 곡조에 대한 찬사가 적혀

있다.

김군 대재(大짧.金格器)는 선가(善歌)로 세상에 이름났다 일찍이 내가 병신년
(1716) 에 그의 집을 방문하여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1 편의 가집을 얻어 열랑하니

스스로 지은 새로운 곡조「新빼」였다. 그가 나에게 정정을 청하매， “이 사(詞)를
보니 감정을 잘 표현했고 음률과도 잘 어울려 진실로 뛰어난 악보이다 부족한 내
가 어찌 도울 수 있으리오?"라고 했다 65

이렇듯 18세기는 그 이전과 달리 신곡창작에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19세기 악독

『유예지(遊藝志)~는 1779 년에서 1813년 사이에， 즉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
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6 그래서 『한국음악통사』에서는 『유예지』 음악
62 r琴合字諸』 序

『韓國흉樂學資料養書~ (서울: 국립국악원，

1989) , 제 22권 34쪽 “{삼師不知멈

作新聲 樂之失倫於斯極옷 學琴者不可不知也

%김천택(金天澤)의 字 호는 남파(南城). 1686년경에 태어나 1745년 무렵까지 생존한 것은 알
수있으나그이후는모름

64 珍本 『줌Ji永言』 鄭來f홈序文 黃淳九編 『좁묘永言J (서울 한국시조학회， 1987 ), 제 2편 2쪽
%珍4:
61 -62쪽

W

좁남.永듭』 金챔器 작품 없 ι. 黃淳九編 『좁 Ji永틀~ (서울

한국시조학회， 1987) , 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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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8세기로 분류했으나 67 필자는 18세기보다는 19세기 음악의 특징에 더 가까운

것 같아 19세기로 분류했다. 그러므로 19세기로 분류하여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18세기 후반부터 해당될 여지도 있음을 말해 둔다.

『유예지』에는 18세기 악보에 비해， 염불타령 · 육자염불(이상은 현행 염불도드리
에 해당) . 삼현회입 · 삼현회입이장두 · 삼현회입사장발(이상은 삼현도드리와 하현
도드리에 해당) . 그리고 타령 · 우조타령， 군악유입타령 · 군악타령 동과， 홍청거리
는 창법으로 부르는 농엽 (弄葉)이 새로이 나오고i"삼죽금보(三竹琴讀)~ (1841) 에
는 『유예지』에 비해 군중취타 · 노군악(路軍樂) , 가군악(家軍樂) . 양청환입 , 평조

영산회상， 농과 닥에 변화를 준 언롱 · 언락， 그리고 춘면곡 · 길군악 · 매화곡

황

계곡 등과 같은 가사(歌詞)가 새로이 나온다.
『유예지』 편찬 무렵부터 바뀐 변화는 정악에서 계면조의 5음계가 3-4음계로 변
한 점 68 높은 선율의 음악을 선호한 점 69 현행 밑도뜨리에 해당하는 보허자 파생
곡이 18세기의 『한금신보』에서는 10박장단이었는데i"유예지』 이후 6박 장단으로
변한 점 70 흥청거리는 창법으로 부르는 농(弄)의 곡조가 생긴 점， 뒤섞였다는 의미

의 ‘언(言)’ 71 의 독태가생긴 점， 또군영의 취고수와세악수들이 연주했을법한타
령 · 군악 · 군중취타 · 노군악72 등이 거문고로 연주된 점， 춘면곡 · 길군악 · 매화
곡 · 황계곡과 같은 가사가 거문고로 연주된 점 73 양청환입 같은 빠른 곡조가 파생

된 점 등을들수있다.

“ 이혜구

r現存 거문고讀 年代考J W國樂院論文集J( 서울

국립국악원， 1989) , 창간호. 22-23

~

「

67 송방송韓國音樂通史J ， 419쪽.

%장사훈增補韓國좁樂史J (서울
69

세광음악출판사. 1986) , 415쪽

18세기의 『한금신보』와 『어은보』에서는 가곡에서 평조와 평조계면조의 곡이 우조와 우조계

면조의 곡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나오는데， 19세기의 『유예지」에서는 평조와 평조계면조의 가곡

이 단 1 곡씩 나오다가삼죽금보』에 가서는 평조계면조의 가곡이 하나 나오고， 그나마 『현금오
음통론J (1886) 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송방송한국음악통사J.482쪽〉

m 장사훈步虛子論續댔J r韓國傳統音樂의 E升究J (서울: 보진재 .1977 재판)， 40-42쪽，
기 言은 우리말의

‘열’ 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한’ 의 뜻과， 얼치기처럼

얼에는， 얼뜨기처럼

‘이것과 저것이 뒤섞인 의 뜻이 있다

농

‘덜된’

·똑똑하지 못

낙 · 편의 곡조에 또 한번 변

주를 하여 창법이나 선율변에서 뒤섞여 있다는 의미이다.

π 이숙희조선후기 오영문의 음악과 그 전숭J r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J (서울: 국립국악원，

2(0 1) , 321 쪽.
73

유만공(柳H免꿨)의 「歲時1회諸J (1783) 에 “曲罷篇歌變雜歌 古調春眼今不n昌 黃賴嗚n因白關珪(가

곡 한바탕을 마친 후 잡가로 바뀌는데 고조의 춘면곡은 지금 부르지 않으니 황계사 오멸하고 백
구사는 어지럽다 )"라 하여， 18세기에 이미 가사가 불리웠음을 딸 수 있다

60
19세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타령

군악 · 군중취타 · 노군악 등 세악수들의 연주콕목이 사대부층이 편찬한

『유예지』와 『삼죽금보』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곡조가 널리 연주되었음을 의
미한다. 이것은 18세기 후반 이후 세악수들이 군문 외에 민간의 연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데 기인할 것이다. 세악수들의 민간 연회 활동을 보여주는 글로는 유득공
(柳↑붕꿨， 1749-?) 의 「유우춘전(柳遇春傳 )J 과 성대중(成大中， 1732-1812) 의 「개
수(딴帥 )J 라는 단편(短篇)이 었다.

군문에서 쓰는 것은 세악(細樂)이니， 용맹을 돋우고 개가를 올리는 데， 완만하
고 미묘한 소리까지 두루 구비치 않음이 없어， 연회에서 이것이 쓰인다네 껴

영조 경진년 (171ω) 에 대풍이 들었다. 임금이 영을 내려 잔치를 열고 즐기게 했다.
용호영 세악 「龍虎營樂」이 오영 중에서 제일이다

… (중략) ...

당시 주금(酒禁)

이 엄하여 상하의 연회에 술은 못쓰고 대선 기악(技樂)을 숭상하였으니， 특히 용호
영 세악을 불러 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으며 불러오지 못하면 수치로 여겼다.연

장중한 창법이 아닌 흥청거리는 창법으로 부르는 농과 닥， 거기에 변화를 준 언
롱과 언락， 10박 장단을 6박 장단으로 바꾼 밑도드리와 웃도드리， 매우 빠른 양청

환입이 유행하고， 낮은 조의 음악이 사라져가는 등， 번음촉절(緊音{足節)과 고음화
(高좁化) 현상이 진행되어. 18세기에 비해 생동감 있고 통속적인 경향으로 흘러가

는 것은， 도시의 난만한 발달에 따른 정악 수용층의 확대와 관념보다는 감성적 세
계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감성적 세계를 중요시한 풍조는 조희룡(趙熙龍， 1789-1866 )76의 시론과 화론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이전 사대부들이 주장하던 도문일치론(道文一致論)과 상치
(相騙)하여， 시나 글이란 그 사람의 영혼의 목소리이며 영감에서 나오며， 그 표현
을 위해서는 기저(機함; 글짓는 솜씨)를 충실히 닦아야 하고， 글씨와 그림 또한 수
예(手藝)에 속하니， 그 수예가 없으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종신토록 배워도 할
수 없고 하여， 영갑과 기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7

껴 #띠흉꿨柳遇春傳J. W李朝漢文短篇集~. 中 213쪽
75 成大中며帥J. r李朝漢文短篇集J. 下 165-166쪽

%조회룡.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시서화에 두루 능통했고， 여항인의 전기언 『호산외사(짧 UI 外

史)~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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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정악이란 용어는 조선전기에도 쓰인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본고에서는 ‘조선후

기 지식인층에서 주로 향유된 음악’ 이란 의미로 한정하여 조선후기 정악의 향유양
상을살펴 보았다.

종래의 연구에서처럼 조선후기 정악을 ‘중인과 지방선비(또는 실학파선비)가 발

전시킨 음악’ 이라고 규정하면， 명문세가나 비실학파의 음악향유현상， 즉 『청구영
언』에 묘사된 홍문관제학을 지낸 정두경， 호조참판을 지낸 임유후， 첨지중추부사

를 지낸 홍만종 둥의 17세기 풍류모임과 「현정숭집도(玄훈勝集圖 )J 에 묘사된 한성

부판윤을 지낸 강세황을 중심으로 한 18세기의 풍류모임 둥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정악향유충을 ‘사대부층에서 여항인에까지 확대된 양상’ 으
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인을 중심으로 한 여항인들은 사대부층에 비해 하

나의 기예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정악을 다채롭게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
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악에서의 사대부층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림 분야를 예로 든다면，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도화서 화원 또는 여항화가인
김홍도 · 김득신 · 신윤복이 조선후기의 3대 풍속화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풍속
화를 선창한 사람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아취있는 생활모습이나 민(民)
의 건설한 생산활동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공재 윤두서(옆짧尹斗績， 1668-1715) 와
관아재 조영석(觀我짧 趙榮祐， 1686~ 1761) 과 같은 사대부화가이다 78 또한 김홍도
껴가 ‘벽천황(關天뾰)’ 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유난히 두각을 드러내게 된 배경

으로 일찍이

시서화악(詩書畵樂)에

고루 뛰어났던 명문 사대부 강세황

(1 713~ 1791) 으로부터， 범상한 화원들은 갖추기 어려웠던 시문서화와 음악에 관한
교양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을 꼽고 있다 80
음악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악이 민속악파 다른 표현기법
을 갖는 것은 ‘즐겁되 방종에 흐르지 않고 슬프되 비애에 빠지지 않는 「樂而不流

71 정옥자뚫山 趙熙龍의 詩書 論과 歷史著述J r朝蘇後期 知性史J(서울· 일지사，

1991) , 281-

292쪽.
%

나종면

r18世紀 詩書畵論의 美學的 志向J (1997년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153-155쪽.

껴 하급무관 집안의 중인층 화원이다
%오주석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예술J W진경시대 J (서울. 돌베개，

1998) 2,

159-160쪽.

62
哀而不悲」’ 화평한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한다는 유가적 사고가 깊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민간악보인 『금합자보(琴合字諸)~ (1 572) 서
(序)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대부층의 음악관이 정악의 뿌리이다.

『금합자보』 서.
대체로 악음(樂륨)은 활짝 펴지고 화평하여서 3월의 기상(氣象)과 같아야 한

다. 만일 속에 움츠러진 것이 있고 급촉하면 악(樂)이 아니다. 오읍(五音)을 번갈

아 써서 청성과 탁성「淸獨」이 서로 변화하되‘ 낮은 음과 높은 음「平適」이 서로 어
울려 차서를 뺏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지기(氣地)가 위로 올라가고 천기(天氣)가
아래로 내려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생육(生育)하는 형상과 같다.
(중략)

'"

대개 악(樂)은 음(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으로 천지의 화(和)이니

인섬을 감발시켜 사특한 것을 씻어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음(톱)은 온
유하여 중용을 지키어 생육(生育)의 기 (氣)를 기른다 81

즉 정악에서는 봄날처럼 생동감 있고 화평한 음으로 사특한 것을 씻어 없애고 인

심을 감발시키어， 천지자연과 조화되는 생육(生育)의 기(氣)를 기르는 것을 이상
으로 삼았다. 생육(生育)의 기는 인(仁)과 통하는 것이며 , ‘생육의 기를 기른다’ 는

것은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부여받은 착한 본성을 기른다는 것이다
한편 정악향유층이 점차 확대되어 간 현상은， 가곡에 비해 대중적으로 불리울 수

있는 시조창이라는 양식이 발생하여 19세기 널리 불리워

w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

(1863) 와 같은 시조창집이 상업적 목적으로 방각본으로 출간된 것에서 확인된다 82

거꾸로 민속악의 경우를 보더라도， 판소리는 원래 줄타기 · 땅재주와 같은 잡희

(雜敵)와 함께 마당에서 공연되던 하충민의 예술이었는데. 18세기 후기 이후 중인

층과 사대부층이 향유하게 됨으로써， 잡희에서 분리되어 판소리만 단독으로 누각
안에서 공연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판소리 창자 복색이 광대복색에서 양반복색으

81 r琴合字讀』 序

없 고미숙

『韓國音樂學資料薰書~ (서 울 국립 국악원 .

1989) ,

제 22권 34쪽-

r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一 예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

(1993년 고려 대 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68-170쪽
위 논문에 의하면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조기준

·

박춘경

· 최경식

둥 갓쟁이와 별장정자

지기와 같은 도시하충민인 사계축 소리문등은 한겨울에 파를 기르는 파움을 소릿방으로 하여 음
악을 즐겼는데， 먼저 시조냐 가사 한두 곡율 부른 후에 잡가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했다 ’ 고 한
다 또한 20세기에 민속음악인들이 산조를 배우기 전에 풍류 한바탕을 배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정악과 민속악의 향유층이 상호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향유층을 나눈다는 것이 무
의미하다.

조선후기 정악의 향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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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고 사설과 음악적 표현이 세련되었다.없

따라서 정악파 민속악은 18.19세기에 향유충이 상호 확대되었는데， 그 발생의

뿌리에 따라 표현기법이 다르다고 말활 수 있다.
한편 18.19세기에 전대에 비해 많은 파생곡이 발생한 동인(動因)으로는 중인충
을 중심으로한 여항인이 정악의 적극적인 향유자가 되어， 하나의 재예에 전문적으
로 골볼했다는 점， 상품화폐경제에 따른 예술의 수요가 창작열을 샘솟게 했고， 자
유창조적인 개성을 중시하게 된 점， 관념보다는 감성의 기예적 표현을 중시하는 풍
조가 발생했다는 점 둥을 들 수 있다.

없이보형

r판소리 公演文化의 變動이 판소리에 끼친 影響J r한국학연구J 7집 .269-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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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pects in Appreciating Jeongak
in the Late Joseon

Kim Jong-su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As jungin

*

A class including yeokgwan

~nL engaged in trade, and technicians

commonly accumulated their fortune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y began to
emerge as a cultural center with the help of their intellectual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period some of jungin were dilettantes of art, who entertained themselves

mainly with music.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burgeoning growth of cities brought
about the sharp expansion of entertaining facilities and allowed even the low class
people to have access to art.
In this respect, such musical terms as aak ff~, hyangak ~~~~, dangak ~~, which are

used to explain the early Joseon Dynasty music, are no longer sufficient to explain the
new musical tre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us, the terms like jeongaklE~ and

minsogak B.::.ffr~ are being used by musicologists in Korea.

2. /eongak as a General Tenn
The term jeongak originally indicated not a particular type of music but 'proper
music' in a general way, based on ethical standards. Love song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yeoak

-t;z:~,

performed in the gatherings of a king and his aristocrats,

were criticized for their not being proper music.
In the eighteenth century, however, when commerce and industry develop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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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yals of the real lives of ordinary people began to be approved. And at the same
time, the love songs were no longer criticized as not being 'proper music' in the late
Joseon Dynasty unlike in the early period.

In this respect, jeongak, meaning 'proper music', transforms itself depending on how
value systems and aesthetics of the time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jeongak was enjoyed mainly by the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trace how jeongak was changed in that period of time.

3. The Expansion of Appreciating Class of Jeongak and the Change of
Recognition
1) The Expansion of the Appreciating Class of Jeongak
(1) Sadaebu ±:kx

There are some examples showing that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sadaebu
enjoyed themselves often with geomungo 7j ~.i!.: the letter sent to the Chinese Xiao
Yin f~iX by Hong Daeyong i~:ki}:(1731-1783), the advocate of pukhakpa ~t"¥~1K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prelude to Samjuk geumbo
Seungmu

~Jt1tt(l777-1844),

11= 1t~~J (1841)

written by Lee

the editor of Samjuk geumbo, and <Hyeonjeong-Seungjip-

Do ~TJm~fII> drawn by Kang Sehwang *iitjt(1713-1791), who served as

byeongjo-chamui fi: lJ $~ and hanseongbu-panyun i1i~JffrIJ1"".
The following historical facts also demonstrate that the sadaebu who served as high
ranking officials enjoyed jeongak: Lee Deugyun

Hyeongeum dongmunryugi
gongjo-jeongnang

~1~~L(1553-1630),

1I~~*Jt~Ji~~(1620), served as

IlJlEtl~;

wangja-sabu

the editor of
3:r~fji)( and

Seo Yugu ~1f~, the editor of Yuyeji 1I~~iitJ

(1779-1813), as daesaseong :kP]$;, yejo-panseo mtlJrlJit daesaheon

:kP]~, daejehak:kl£

,,¥; Yun Yonggu 1""ffl"31«1853-1939), the editor of Hyeongeum oeum tongnon
m~J (1886), as yejopanseo fltlJrlJ::j!f and

(2) Yeohangin

U'~~1i1f

ijopanseo ~lJrlJ::j!f.

rdl~A

Since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a newly developed class in terms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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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emerged and joined the ruling class in enjoying art, becoming significant
appreciators. These jungin, sometimes including sangin

1It A, or middle class people,

and cheonin ~A, or lower class people, are generally called yeohangin.
By the time when yeohangin surfaced as a cultural factor through writing Han

il

Literature, gagaek "W:~, committed only to gagok "W:tlt!, emerged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and had their heyday in the late-seventeenth century. The gagaek
class also belonged to yeohangin.
The fact that the original Cheongguyeongeon fWli7k§JJ(1728) contains 65 artworks
of Kim Cheontaek i:7'eil, Ju Uisik

*milt Kim Seonggi i:~~, Kim Yugi i:m~,

Kim Samhyeon i: = W, and Jang Hyeon

5iit under the section name of 6 yeohangins,

shows that yeohangin emerged as a new writing group, unlike the case of sijo 1f,JWll],
which was limited to aristocratic writers.
Among the singers written in "Gogeumchanggajessi Jl it;"J-7rAlWl" of Yukdang A:Jit
version Haedonggayo riEt*"W:~tfrJJ(1767), most of the identified singers belong to jungin.
Pak Hyogwan Ho¥:Jl(1800-1880), one of the major singers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his disciple were also jungin.
2)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Artists
The accumulation of fortunes due to the economy of commodity and money caused
the art appreciators to be expanded from sadaebu to yeohangin. This created the
increase of demand in art. The case of the distinguished painter, Kim Hongdo i:ijLill

(1745-1806), demonstrates the situation: "so many people asked for paintings,
forming long lines at the door, and rolls of silk were piled up, and so he was too busy
to find time to eat and to sleep." The increasing demand for artworks made it possible
for Dohwaseo hwawon il'lr~ at~, and Jangagwon akgong 1t~1Ift ~I to do private
activities freely in addition to public activities. It also created a group, who can make a
living only through art even when they are neither hwawon nor akgong. The fact that
an artist did not have to belong to Jangagwon or Dohwaseo resulted in a new creative
spirit and this brought about a new recognition about artists.
Their freedom to choose what they wanted stimulated artists to commit themselves
to develop their own arts. For example, Kim Seonggi, who performed betwee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and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was so passionat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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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geomungo that he overheard his teacher's playing through the window every
night when he would not teach new tunes. The teacher was so impressed by his
passion and taught him all the new tunes.
Since then, he became the best player of his time to the extent that all the parties
were considered missing something if Kim Seonggi was absent no matter how many
players attended.
Song Silsol 1r-1J 1f, a gagaek between the mid and late eighteenth century, was filled
with enough professional consciousness that he sang in front of his audience after he
mastered his skill thoroughly.
Artists'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their sophisticated arts created the basis on
which the artists were treated fairly as professionals and had easy access to
intellectuals. Some historical facts can be found in this regard: Namwongun

l¥i !JJi:~,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learned how to play geomungo from Kim Seonggi; Nogaje
Kim Changeop

:t;ti. i.-~~(1658-1721), the important scholar of Joseon-seongnihak

'11J!!!.* composed a poem after he met Kim Seonggi at Seoho g!3jli}J and had a
good time during his vacation near Yangju m1+1 in Gyeonggi ~ Province; silsol also
sang his songs to the sound of geomungo which was played by Seopeonggun Ai ~ T, a
~n

*

member of royal family who contributed to diplomacy by visiting Ching

mseveral

times.
In addition, the pukhakpa scholars who pursued the idea of equalizing philosophy

and art r*_-¥t,\!;l,mJ rooted in Cheong's gojeunghak ~Ni* invited Jangagwon

akgong or players of yeohang ro!l{f to their entertainment gathering and played together
with them.

4. The Causes of the Change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s
Music
1) The Music of the Eighteenth Century
Compared with the seventeenth century, the eighteenth century had many
derivative songs from Yeongsanhoesang

mllJ1t;f{l and Boheoja :!V1!1ff.y, and witnesses

the appearance of pleasure songs, which were sung in a flowing way like a strea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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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riod, in a collection appeared the songs like Soyong ,~~ which were sung by
elevating their notes, and Pyeollak *;~, Nak ~ of pyeon jangdan

*;*m, which

transformed 16 beats-meter of Sakdaeyeop l&*~ into 10 beat-meter.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variations in the eighteenth century are that

yeohangin who could focus on their skill professionally became enthusiastic

@.\!:m.m

appreciators of jeongak and performed pungnyubang

actively, and that the

economy of commodity and money and the growth of cities paved the way for the
trend to respect the freedom of creativity of individuals.
It becomes clear when we see the perspectives in composing new songs that the

eighteenth century pai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ty unprecedently.
The late sixteenth century scorebook, Geumhapjabo ~"i'fii<f:~JJ (1572) shows its
negative position against the composition of new songs.
the secular musicians do not know and compose new songs by themselves and
their songs lost order extremely. Those who leamgeum

~

should know about this.

Kim Cheontaek, however, takes a positive tone to the composition of new songs in
the prelude of Jeong Raegyo

j\)*1,£(1681

~ 1757),

which appears in the original

Cheongguyeongeon, an eighteenth century scorebook. The praise for new songs is
shown in the epilogue of Kim Cheontaek, written at the end of Kim Yugi's work. We
can see that the eighteenth century was in favor of composing new songs.
2) The Music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were a number of changes by the time when Yuyeji was published: 5 pitch
scale of gyemyeonjo !Jl!.[ijll/liJ in jeongak changed into 3 and 4 pitch scales; music of high
melody line was favored; the derivatives of Boheoja changed from 10 beat-jangdan in
the eighteenth century's Hangeumsinbo lr~l"i'f;¥'1f~JJ into 6 beat-jangdan since Yuyeji;

13' in the meaning of 'mixed'
appeared in music; Taryeong.fT 41-, Gunak 1Il~ Gunjungchwita lIlrFllJ\.fT, Nogunak ~4t1ll

songs of nong 'jf, sung in a loose way, appeared; 'eon
~,

which were assumed to be played by chwigosu

pJ(t1=t- and seaksu *1H~=t-, were

played with geomungo; Chunmyeongok lfHRBE, Gilgunak ~ ~'2.} and Hwanggyegok ~~,~

BE

were played with geomungo; fast songs like Yangcheonghwanip

1'¥ji1f~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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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What are the reasons for these changes? The fact that seaksu's repertoire such as

Taryeong, Gunak, Gunjungchwita, and Nogunak were in Yuyeji and Samjukgeumbo
published by sadaebu, means that these songs were performed widely. This probably
resulted from the live activities of seaksu in private parties as well as in public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e can find some characteristics: Nong and Nak ~ sung in a loose way, instead of a
solemn way, along with changing Eollong

1§* and Eollak

i3~,

Mitdodeuri

~5:.SC1

and Utdodeuri -:£- 5:.S C1 changing 10 beat-jangdan into 6 beat-jangdan, the popularity of
the fast Yangcheonghwanip, the disappearance of low pitch music. Along with beoneum-

chokjeol ~WifJErn rtoo many notes in a phraseJ andgoeum rl'IJ'lW rhigh pitchJ tendency,
the trend of music with liveliness and secularity seems to result from the expansion of
acceptance of jeongak and the pursuit of emotional world rather than conceptual.

5. Conclusion
When we follow the existing view that jeongak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the
music developed by jungin and local gentry, or silhak _'" Scholars', it is hard to
explain how aristocrats or non-silhak scholars enjoyed music. In this respect, it is fair to
say that the group enjoying jeongak in the late Joseon should include both sadaebu and

yeohangin. Yeohangin, consisting mainly of jungi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jeongak in a diverse way because they, unlike sadaebu, focused on a single
artistic skill.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we should neglect the role of sadaebu
in the development of jeongak. The reason that jeongak has a different way of
expression from minsogak is because it contains the idea of Confucianism, which
supposes that human mind can be tranquilized through peaceful music, pleasing but
not indulging, sorrowful but not morbid [~ffiJ::fli. :RffiJ::f?ilJ.
For the reasons that there were many derivative songs, compared with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we can claim that yeohangin, mainly jungin,
became enthusiastic appreciators of jeongak and focused on one single skill
professionally, that the economy of commodity and money caused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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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in artistic works, whereby creative passion was stimulated, and that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emotional, rather than rational, expressions began to be
seen as important artistic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