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왕작 야약뷰의 활동과 얀팎의 시 각 

이정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머리말 

~ol 왕직아악부(李王a離樂部)는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의 전통을 잇는 

| 궁중악 담당기관으로 현 국립국악원의 전선(前身)이다 일제강점기 

중 마지막으로 개칭되어 약 20년 동안 불려졌기에 이왕직아악부’ 하면 오늘날까지 

일제강점기 장악기관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10년 경술국치 (康

맛國빼)로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면서 조선왕조가 이왕가(李王家)로 격하되어 제례 

를 비롯한 궁중의 각종 의례가 축소되었고， 그 여파로 궁중의 여러 행사에 동원되 

었던 장악기관도 명칭이 바뀌고 감원(減員)되는 등의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혁 속에서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아악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거나 

이습회를 하는 자구책을 벌이고， 대외적으로는 라디오방송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그 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어， 이런 점을 주목한 연구성 

과물이 꾸준하게 발표되었다 2 그리고 궁중음악기관으로서의 본래업무에 해당되는 

1 역대 장악기관의 명칭을 장악원부터 현재까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악원 - 교방사 

(1897) 장악과(1907) 아악대 (1911) 이왕직아악부(1925) - 구왕궁아악부(1945) - 국립 

국악원 (1950) ’ 

2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와 라디오방송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룬 것까지 포함시켜 나열하면 다 

음과같다‘ 
이혜구， “1930年代의 국악 방송" ~국악원논문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7) , 제9집， 249-59쪽; 장 

옥님 , “1930년대 후반의 국악방송연구: 1935-38년의 국악방송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집 1995-96년도~ (서울: 민속원， 1997) , 107-196쪽， 송방송， “1920년대 방송된 전통음악의 공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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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제례에 동원된 양상3도 연구되어，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아악부의 활동 반경 

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습회， 라디오방송， 제례 등을 제외하고도 

특별연주와 내객연주 같은 일도 이왕직아악부의 중요한 활동에 포함되었음을 성경 

린이 회고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사료 1) “1940년 3월 아악부 사무분장 표를 보면， 그때 아악부의 업무가 대강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이 될 것 같다 악사(樂事)에 관한 일은 이왕직 예식과의 

고등관인 유해종(劉海鍾) 전사(典피E)가 감독으로 되고， 아악사장을 그만두고 나 

갔다가 촉탁으로 재임명된 김영제 선생， 그리고 장인식， 김천룡 세 선배가 열하여 

있었다- 이들은 각 부서에 걸쳐 고루 관여하는 이른바 아악부의 상층기구의 구설 

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분장된 사무인데， 부원지도와 단속에는 장 

인식， 제향에 관한 사무에 장인식 김천룡， 특별연주에 이주환， 방송에 나， 이습 

회에 봉해룡， 내객연주에 이재천， 악기보존 및 출납에 김보남 - 김선득 서상운， 

음악이론 연구지도에 김영제 선생， 그리고 합주지도에 김천흥 등이었다 "4 

1940년 당시 분장된 사무이므로， 일제강점기 내내 이러한 구도가 변함없이 유지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내용 외에도 이왕직아악 

부의 다양한 활동을 그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려므로 특별연주나 내객연 

주를 포함시켜 이왕직아악부의 활동상을 전체적으로 재조감하여 볼 펼요성이 대두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연구된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와 라디오방송， 종묘 

제례악과 문묘제례악， 흉례와 관련된 내용 5 왕실 어른의 탄신일 등을 기념하여 설 

행한 궁중 연향6은 제외하고서， 경효전(景孝願)과 의효전(짧孝願)에서의 주악(奏 

양상: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서울: 일지사， 2000) , 제 100집， 

160-210쪽， 송혜진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 

관 연구~ (서울· 국립국악원， 2001) , 331-381쪽， 정영진， “일제강점기 전통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부산: 경성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 16-48쪽;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 
동" ~한국음악사학보~ (서 울 한국음악사학회 ， 2003) ， 145-174쪽 

3 김문식 · 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 - 문화변천사~ (서울: 서울시 
정 개 발연구원 , 2001) , 669-739쪽. 

4 성경린， “아악 방송 n ," ~음악세계~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1977년 8월호). ~국악의 뒤안길』 
(서울 :2애O. 은하출판사)， 56-59쪽에 복간됨‘ 

5 고종과 순종의 장례(舞禮)와 부묘(耐햄)에 이왕직아악부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다. 

6 일제강점기인 1923년， 1930년에 재현된 궁중정재에 대해서는 성경린， “現行 로才의 傳統

『寬齊成慶購先生九句記念 寬齊論文集~ (서울. 국악고등학교 동창회， 2000). 52-80쪽에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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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 활동， 특별연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이어 3장에서는 이왕직아악부와 아악에 대한 안팎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도 검토 

해 보겠다. 이왕직아악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연구한 성과물이 있지만 7 이습회 

와 관련된 사회의 반응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왕직아악부에 근무했던 내부 

자의 시각과 외국인들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 해 보겠다 

2. 이왕직아악부의 활동 

2장에서는 이왕직아악부의 활동에 다룰 것이다. 먼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왕실 

관련 활동 중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효전과 의효전에서의 주악을 살펴본 후 기타 

여러 행사에 동원된 특별연주에 대해 개괄해 보겠다. 

1) 경효전과 의효전의 제례악 

경효전(景孝願)은 명성황후(明成皇}즙 1851-1895)의 혼전(융觀~)이다. 즉 1895년 

을미지변 (ζ未之變)으로 돌아가신 명성황후의 장례8를 치룬 후 신주를 모선 곳이 

다. 전호(願號)를 경효전으로 정한 것은 1897년 양력 1월이다 9 고종(高宗 1852-

1919)이 승하하여 종묘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경효전에 제사를 올렸으 

당겨 있다 또한 1913년 진연에 대해서는 권도회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 

회사적 연구，"(서울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 69-70쪽(“1914(3)년 9월 8일 덕수궁에서 

열린 고종탄신기념 연주회에 아악대 30명， 조선정악전습소 악사 10명， 여령 30명이 참가하였다‘ 

여령의 명단에는 광교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이 15명， 다동기생조합 기생 15명이었는데， 실제 가 

무를 한 기생은 28명이었다 ... (후략) ... ")에 연구된 바 있다 

7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역대 국립음악기관 연 

구.~， 358-360쪽. 

8 명성황후의 국장은 톨아가신지 2년 2개월 후인 1897년에 치러졌으며， 대한제국의 성립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점은 한영우명성황후와 대한제국~ (서울: 효형출판.2001) 참조 

요망 

9 “의정부(議政府)에서 세상을 떠난 왕후(王fP)의 시호(論號) 대안을 ‘문성 (文成)’ 【온 천하를 

경륜하며 다스리는 것을 ‘문(文)’ 이라고 하며 예절과 음악을 환히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 이 

라고 한다-】 , ‘명성(明成)’ 【온 천하를 두루 비치는 것을 ‘명(明)’ 이라고 하며 예절과 음악을 환 

히 갖추고 있는 것을 ‘생(成)’ 이라고 한다.】 , ‘인순(仁純)’ 【어진 일을 하고 의로움에 감복하는 

것을 ‘인(仁)’ 이라고 하며 마음이 바르고 옹화하고 순수한 것을 ‘순(純)’ 이라고 한다.】 으로 하 

고 능호(陸號)의 대안을 ‘홍릉(洪陸)， ‘희릉(熹陸)'， 헌릉(憲陸) 으로 하며 전호(願號)의 대안 

을 경효전(景孝願)’ , ‘정효전(正孝願)’ , ‘성경전(誠敬願)’ 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모두 첫 번 

째 대안대로 하였다 " r고종순종실록~， 고종 34년(1897) 1월 6일(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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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0 W경효전의궤(景孝願懷軟)~(1897-1906)11를 통해 ‘사시(四時: 春 · 夏 · 秋 · 

장) , 납향(觸享)， 정조(正朝) , 청명(淸明) , 단오， 추석， 동지， 세모(歲幕)， 삭망(網 

望)’ 에 정성껏 고했음을 알 수 있다 12 이외에도 명성황후의 회갑을 맞이하여 작헌 

례(簡敵禮)를 올리기도 하였다 13 그 중요성으로 인해 경효전에 쓸 악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악기제작을 감독한 궁내부대신(宮內府大닮) 이하에게 상을 내렸다 14 

경효전제례악의 악장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l歡備考)~ (1908)에 있으며， 음악 · 

악현 · 춤은 『조선악개요(朝購網戰要)~(1917)에 기록되어 았다. 비록 두 자료의 편 

찬시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모두 경효전제례악의 모습을 알려주므로， 두 자 

료에 의거하여 경효전 제례악을 악장 · 음악 · 악현 · 춤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악장은다음과같다. 

〈사료 2) 경 효전 악장15 

영신. 경천명지악(敬天命之樂) 휘문장(徵文章) 9성(成) 

하나의 덕 이 한계가 없고 ←德合王鍾

그옥한 공은 후덕한 대지와 같도다 陰功齊훔壞 

제사일 빛나고 질서 정 연하도다 祝事物有秋

아， 조화롭게 종을 치는 소리여 1 於論鼓鍾響

전폐， 경천명지악 휘문장 

옥백으로 큰 제향을 밝게 하도다 玉쁨昭大享 

옥경과관은미리 벌여 놓고활管宿在倒 

공경대부는 크게 분주하니 많公離흉走 

10 W고종순종실록』 번역본에 경효전을 검색어로 넣으면 502건의 사료가 나오니， 건수만으로도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귀 K2-2416' 이다 

12 경효전 察懷는 『喪禮補編」에 의거하여 마련하였음을 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왕후(王텀)를 장사지내고 돌아온 후 경효전(景孝願)에서 초우(初l흉) 제 

사로부터 시작해서 졸곡(쭈哭) 제사， 사철 제사， 납향(뼈享) 제사，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胡望) 

제사， 민속 명절 제사， 소상(小神) 제사， 대상(大ffc'f) 제사， 모든 관리들이 제사에 참가하는 데 대 

한 문제는 『상례보편(喪禮補編)J에 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r고종순종설록J. 고종 34년 (1897) 4 

월 10일(양력). 

13 W고종순종실록J. 순종 3년 (1910) 10월 27일(양력) 및 11월 15일 기사 참조. 

14 “기본 궁전 뜰의 악기를 만들 때와 경효전(景孝願)의 악기를 만들 때에 감독(藍督)한 궁내 

부 대신(宮內府大토) 이하에게 상을 차등있게 주었다 .. W고종순종실록J. 고종 41년 (1904) 9월 9 

일(양력) 

15 김종수 역주譯註 增補文歡備考 樂考 -(上)J (서울 국립국악원. 1994). 401-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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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악을 모두 갖추었도다 禮樂l或備具

진찬 숭안지 악(몇安之樂) 

변두는 장결하며， 향긋한 제물로 채웠도다 遺豆孔嘉 實以聲香

별처럼 빛나는 고깔은 밝고， 뜰에는 햇불이 환한데 星휴其敵 底燈有煙

의절이 훌륭하고 제물이 많으니， 하늘에서 강녕함을 내려 주시리 維懷多物 自

天降康

초헌. 경천명지악 휘문장 인입(引入) 

곤도에 품물이 형통하고 坤道品物亨

아름답게 도와 하늘에 응하도다 休贊乃應乾

기본은 주남 · 소남에 교화되고 基本化=南

공업은 선대 (先代)에 빛나도다 功業偉光前

헌례(敵禮). 배천장(配天章) 

덕은 태임 · 태사처럼 융성하고， 공은 하늘에 짝하도다 德隆莊삐 功配手天

곤범으로 안을 닦고， 아름다운 공렬은 밖에 펼치도다 뚫範內修 徵烈外宣

밝게 올리는 제물은 향기롭고 방두는 조출하니 昭薦維聲 房豆吉揮

영원히 순수한복을내려주시리 억만년에 이르도록永錫純嚴 憶萬斯年

사성장(思成章) 인출(引出) 

도가 커서 밖이 없고， 황상은 길하고 화협하도다 道大無外 吉協黃흉 

30년간 평탄하였나니， 아! 잊지 못하겠도다 三紀앨傷 於敏不忘、

향긋한 제물을 흠향하시매， 대대로 왕엽이 번창하고 훨被閒響 世基審昌

넉넉함을 크게 드리우시니 , 복리가 많고도 많도다 誠華廠格 福屬構樓

아헌. 광대업지악(廣大業之樂) 의무장(앓武章) 인입 

의리가 해와 별처럼 빛나는데 義理뼈1) 日星 

아름다운 조정 에서 우무를 추도다 짧底手%舞 

좋은 계책이 돕는 바가 깊고 嘉5鄭iJT助深

두터운 덕으로 온 지 역을 품도다 敎德懷區宇

헌례 후재장(훔載章) 

땅은 두터워 만물을 싣고， 생민을 흡족하게 하도다 坤멀載物 乃냄生民 

꽃다운 향기 퍼지어 신과 인간에 이르는데 jX‘香登聞 格手神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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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 플앵선 만무를 추고， 온갖 악기 벌이어 있도다 廣底萬舞 짧屬手陳 

아름답게 울려퍼지는 저 노래에， 계속 정결한 제사 지내리라 倚那伊歌 而續

明禮

숙옹장(關離章) 인출 

봄의 화기는 인도하여 맞이하고， 금의 운행은 만물을 엄숙하게 하나니 春和導

迎金行關物

어찌 교화가 아닌 것이 있으리오? 비와 이슬， 서리와 눈이로다 何莫非敎 雨露

露雪

깊은 식견과 먼 염려는 옛 명철하신 분과 같도다 深識遠慮 J堆古明哲

아정한 노래로 씩씩하게 아름다운 공렬 밝히도다 雅歌維武 以昭休烈

종헌 광대업지무(廣大業之舞) 휘무장(徵武章) 인입 

밝고 통달하섬은 어둡고 미미한 것을 밝히고 明達爛뼈微 

어진 은혜는 훌륭한 사람에게 미치었으니 {二惠及혐觀 

덕을 형상하는 것을 어찌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 象德흩j긍많 

아름다운 명성을 소소에 부쳐 드날리리라 聲名萬蕭짧 

헌례. 거흠장(居歌章) 

큰술잔 올리고 아름다운 음악소리 울리며 統賽없훌 홉g體i때뼈 

우와 형 이 가지런하고 종궁에 척모가 있으며 有錢豆없ij 흉중鍾宮 

살젠 희생은 향긋하며 정결한데， 술잔 올리길 마치도다 맨願芳灌 享敵維終

비나니 , 흠향하시고 복록이 높이 쌓이게 해주소서 應幾居散 福視來뿔 

순하장(純願章) . 인출 

아름다운 덕과 숭고한 빛은 높아서 이름지을 수 없고 徵德뿔光 鍾乎難名

고전을 상고해도 실상 더불어 큰 이가 없나니 積手古典 實莫與京

능히 영원히 공이 종묘 사직에 있으리 而克永世功쫓宗祐 

전례를 모두 거행하여 마침내 이룸이 있도다典則畢學 這用有成

철변두. 수안지 악(綠安之樂) 

온갖 예가 모두 흡족하고 공손하여 마땅하도다 百채뿜具j合 顯若是宜

덕으로 제향 올리어 향기로우니， 이미 황황히 이르셨도다 德享有짧 ↑R많格思 

보궤를 물리매， 복록으로 편안히 해주시도다 靈醫載澈 麗視以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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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수안지악(修安之樂) 

빛나는 침묘에 편안히 계시며， 빈번히 오르내리시니 乃安華寢 續降除而

선께서 먼데 계시지 않고， 바로 뜰에 가까이 계시도다 피輪O많週 在廳郞而

궤와 장막은 누른빛으로 빛나며， 전례를 장식하도다 凡帳煩黃 節賣典而

다음으로 『조선악개요』에 의거하여 1917년(대정 6) 당시 경효전의 음악， 악현， 

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효전제례에 쓰인 음악은 희문 · 진찬 - 기명 · 역성 소무 · 독경 - 영관으로， 종 

묘제례악에서 일부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악현과 춤도 종묘제례에 수반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6 1917년 당시 종묘악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경효전의 제례절차 및 음악17 

차
 -
절
 
-
악
 

두
 

례
 
-
신
 폐
 
찬
 
헌
 
헌
 
헌
 
변
 
신
 

제
 
-
영
 전
 
진
 
초
 아
 
→
。철
 
송
 

음악 

熙文章九奏

熙文章

進購章

熙文 1장，基命 1장，繹成 1장 

昭武 1장，罵慶 1장，永觀 1장 

上同

進購 1장 

上同

;ζ드동느 
~--， 

박 

노래 노래 

暴大金

진고 편종 장고 4 편경 방향 

피리 피리 피리 대금 대금 해금 

暴태평소 

〈그림 1) W조선악개요』으| 대정 6년 현행종묘헌가18 

16 W朝蘇樂懶要J ， 147-148 , 154쪽 

17 W朝蘇짧師要J ， 1갱쪽. 필자가 참고한 『朝蘇찢總要』는 국립국악원 소장본으로， 청구기호는 

'679 전Cf2.7 7- -2’ 이다. 쪽수는 각 장의 하단에 매겨진 번호에 의거하였다. 

18 W朝蘇樂懶要J ，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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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금 

방향 

아쟁 

대금 노래 

편경 절고 

휘 

노래 

7J >1 
。→一

피리 

편종 

〈그림 2) w조선악개요』의 대정 6년 현행종묘등가19 

피리 

""
""'Ï 

피리 

1917년 당시 종묘 헌가에 사용된 악기 는 박 편종 · 편경 · 축 · 방향 · 진고 · 대금 

(大金) . 장고 · 대금(大答) . 해금 · 피리 · 태평소이며， 노래하는 이도 동원되었다. 

전체적으로 단캡이이지만， 피리는 3명， 대금과 노래는 2명으로 구성되었다. 노래하 

는 이가 대금(大金)을， 피리주자가 태평소를 겸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연주를 위 

해 전체 15명 필요한데， 이 중 아악수(雅樂手)가 14명으로 명시되어 있어20 1명이 

아악사장(雅樂師長) 이상이 참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대의 차이가 나지만， 

1930년대에는 박을 아악사장이 연주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21 1917년에도 아악 

사장이 박을 잡고， 나머지 악기는 아악수가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14인의 아악수 

는 개책관(아!橫冠)을 쓰고， 홍주의(紅細衣)를 입고， 남사대(藍絲帶)를 허리에 둘 

렀다.잉 

등가의 경우 헌가의 악기에 아쟁과 절고가 들어가며 해금 · 태평소 · 진고 · 대금 

(大金)이 빠진다. 헌가처럼 피리주자가 태평소를 겸하는 경우 없이 한 명의 주자가 

한 가지 악기만 연주한다는 점에서 헌가와 차별된다 그러나 인원수는 헌가와 마찬 

가지로 아악수 14인으로 명시되어 있어23 부족한 1명은 등가의 예처럼 아악사장이 

고 박을 잡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아악수의 관복은 헌가의 것과 동일하다 24 

경효전제례악에는 춤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악개요』에 대정 6년 당시 보태화지 

무를 소개하면서 경효전의 무원(舞員)도 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 

19 W朝解劉짧要.1. 148쪽， 

20 W朝蘇樂椰要.1. 147쪽 

21 W朝훨합&樂要寶.1. 36쪽. 국립국악원 소장본‘ 청구기호 679.09-조738;;<. 쪽수는 펼자가 새로 

부여한것임-
22 W朝購짧簡要.1. 147쪽. 
23 W朝購樂漸要.1. 148쪽 

갱 『朝蘇樂漸要.1.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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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조선악개요』으| 대정 6년 현행保太和之舞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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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전에 제례에 가로 세로 각각 6명이 열(列)한 육일무가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효전은 순명효황후(純明孝皇탐 1872-1904)의 혼전이다. 순종(純宗 1874-1926) 

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인 1904년에 돌아가시어26 황후의 신위 홀로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효전에 신주를 모신 것이다. 의효전은 경효전과 마찬가지로 악 

현과 일무가 1917년 당시 종묘제례의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27 IF조선악개요』에 의 

효전의 음악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악현과 일무의 존재로 미루어 분명 음악이 존 

재했다고본다 

경효전과 의효전의 제례악은 모두 종묘제례악을 전범으로 삼은 것으로， 혼전에 

올린 것이라는 성격상 지속성을 오래 갖는 것은 아니다 고종과 순종이 승하하여 

종묘에 함께 신위가 봉안되면서 차례로 그 모습을 감추었고， 제례악도 그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미지변으로 돌아가신 명성황후의 혼전에 일제강점기 

로 접어들어서도 굳굳하게 악무를 갖추어 제례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있다고본다. 

이 때 주악은 이왕직아악부에서 담당하였다. 경효전 제례악의 모습을 담은 1917 

년 당시 이왕직아악부의 정확한 인원 등은 알 수 없지만， 1915년에 아악수와 아악 

수장을 비롯한 47명의 아악부원이 존재28하였다. 비록 해마다 감원되는 어려운 상 

황임에도 이들에 의해 경효전과 의효전의 저l 례악이 연행되었음에 틀림없다. 성경 

정 『朝蘇樂階要~， 154쪽 

26 “지시하기를， ‘오늘 술시(成時)에 황태자비(皇太子뼈)가 강태실(康泰室)에서 세상을 떠났 

으니 슬프기 그지 없다 ’ 라고 하였다/’ 『고종순종살록J ， 고종 41년 11월 5일 (양력 ). 

27 r朝蘇樂權要~， 147-148 , 154쪽 

28 r朝蘇雅樂要寶J ， 66쪽 및 『掌樂院樂員屬歷書~， 1-5쪽， 필자가 참조한 『掌樂院樂員屬歷書』은 

국립국악원 소장본이며 청구기호는 청구기호는 679.99 이 496;<. 이다. 두 종류의 책에 명시된 

1915년의 이왕직아악부 인원이 모두 47명인 점은 부합되지만， 아악사장과 아악수의 인원에서 차 

이가 난다朝蘇雅樂要寶』에는 아악사장 1명 , 아악수 46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掌樂院樂員屬歷

書』에는 아악사장에 공란이며 아악수는 4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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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왕직아악부 아악생양성소 371 생으로 들어간 1926년만 해 

도 노장 아악수들이 40~50여 명가량 생존해 있었으며 29 종묘악의 당피리로는 이 

창식(李昌植) , 편종으로는 이영지(李永技)가 출중했다고 하니 30 의효전과 경효전 

의 제례악을 연주할 때 이들도 참석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을 것이다. 

2) 특별연주 

본고에서 지칭하는 특별연주는 이왕가로 격하된 왕실 행사와는 별도로 여러 다 

양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체적으로 명완벽악사 회갑기념 

공연31과 이습회 기념 연주회 등을 기획하기도 하였고， 외국에서 사절단이나 일본 

의 상류층 인사가 방문했을 때 환영 만찬자리에서 연주를 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 

의 연주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음악대회， 자선회， 창경원 벚꽃축제， 위 

문， 건국기념일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은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중심자료로 삼아 먼저 외국사절단 

과 일본 상류층 인사의 방문에서의 연주를 살펴본 후， 기타 각종 행사장에서의 활 

동을 정리해보겠다. 명완벽악사 회갑기념공연， 이습회 기념 연주회 32 도일 연주회33 

에 대한 점은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1) 상류층 인사 및 외국사절단의 방문 

일본 상류층 인사의 방문은 먼저 널리 알려진 다나베 히사오를 들 수 있다. 다나 

베가 이왕직아악부에 방문한 당일 날 종묘제례악 · 문묘제례악 · 연례악 일부를 연 

주하였고 34 영화촬영을 위해 종묘와 문묘제례에 수반되는 악무를 연행하고 명월루 

에서의 궁중연례무를 반주하였다 E 다나베는 송병준 별저에서의 저녁만찬에 참여 

% 성경린국악의 뒤안길~， 78쪽. 

% 성경련국악의 뒤안길~， 94 , 100쪽. 
31 “六十-年間을 - 日 과 如히 李王職雅樂隊에 奉{土한 明完뿔fk 악대에 틀어 간지 올까지 육십 

일년이라는 거룩한 회갑" ~매일신보~ 1921년 8월 24일 3변 

32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335쪽 각주 15번， 360 

361쪽 

g 송혜진， “1924년 1월 교또 부지사의 초빙으로 도일 연주회를 가졌던 이왕직 아악부의 기 

록" ~국악소식~ (서울: 국립국악원， 1991) , 통권 13호 19쪽 도일 연주에 대한 회고록은 김천흥， 

“『心짧金千興舞樂七十年~ (서울: 민속원， 1995) ， 45쪽 

g 김성진 옮김(다나베 히사오 지음)， “조선음악기행( 1 ) ," ~한국음악사학보~ , 제 18집 (1997) , 
117쪽 

% 김수현，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조선음악 조사(調쭉)’ 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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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는데， 이 때 이왕직아악부가 동원된 사실을 『동아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3) ‘다나베의 조선 방문 때 송병준 별저에서에서의 저녁만찬 때 연주’ 

“조선고악을 연구키 위하여 전변리학사(田邊理學士)의 내성(來城)을 기(機)로 

하야 쇠퇴하는 조선고악의 부흥을 도(圖)키 위하야 송병 (宋秉)/백급(伯及) 구사 

무관(具事務官)의 발기 (發起)로 11일 오후 송씨 (宋BÇ) 별저 (別邱)에서 전변씨를 

주빈(主實)으로 하고 귀족(貴族) 이왕직고등아악관총독부(李王職高等雅樂官總督 

府)의 일부고등관(→部高等官)을 초대하여 구체적 방침을 협의하고 고악(古樂) 

의 연주 및 만찬(曉餐)의 향응(響應)을 하였다더라 "36 

이어 다나베가 다녀가고 명완벽 악사장 회갑 기념 공연을 한 다음 해인 1922년에 

는 서양과 일본 상류층 인사가 대거 참여한 연주회 자리에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사료 4) “이왕직아악연주회는 팔일 오후 여닮시부터 시내 장곡천정공회당(長 

갑川메公會堂)에서 열리었는데 정각전에 서양인편으로 영국영샤 불란서영샤와 

기타 여러 귀빈이 왔고 총독부에서는 총독부인과 각국부장의 부인이 많이 왔으며 

민간으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청중이 다수한테 일본인 부인이 많이 와서 만장의 

성황을 이루었다 ... (중략)… 먼저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부터 시작하는데 푸른 

옷을 입고 사모를 쓴 노악사와 붉은 옷을 입은 악수(樂手)가 단에 올라 한가하고 

도 묘량한 곡조를 아뢰기 시작하니 과연 그 풍류곡조의 이름과 같이 태평한 봄이 

돌아온 듯 태고시절이 다시 된 듯하였다. 이어서 수제천지곡， 승평만세지곡， 장 

춘불로지곡， 요천순일지곡， 무령지곡， 만년장수지곡 등 여러가지 곡조를 아뢰니 

모두 육칠백년전 고려조부터 있었던 것을 이조가 된 후에 개(改)한 것이라， 끝으 

로는 아악사장 명완벽씨의 독창과 기생의 합창까지 있었더라 .. 37 

1922년 11월 8일 오후 8시 장곡천정공회당에서 이왕직아악부가 연주한 곡은 태 

평춘지독·수제천지곡·승평만세지독·장춘불로지곡·요천순일지곡-무령지곡· 

악사학보~. 제22집 (1999). 129쪽. 

% “古樂復興協議" r동아일보~ 1921년 4월 13일 2/8(1). 이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 1)," r한국음악사학보~. 제 13집 (1994). 181쪽. 

37 “동아 古樂에 解한 聽웠 성황을 이룬 아악연주회" r동아일보~ 1922년 11월 10일 3/7(2) 이 

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1 )." r한국음악사학보~. 제13집(1994).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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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장수지곡 이상 일곱 곡이며， 당시 아악사장이었던 명완벽이 노래도 불렀다 레 

파토리인 태평춘지독은 여민락 본령， 수제천지곡은 정읍， 승평만세지곡은 관악선 

율로 연주하는 여민락， 장춘불로지곡은 보허자， 무령지곡은 대취타의 아명이며 38 

요천순일지곡은 가곡 태평가의 선율을 연주한 것이고， 만년장수지곡은 가곡(歌曲) 

을 의미하는 만년장환지곡의 오기인 듯하다. 

1922년 당시 명완벽은 김종남(金宗南) . 함재운()或在題)에 이은 제3대 아악사장 

을 지내고 있었으며， 가야금 전공이었지만 여창가곡에도 능하고 음감이 매우 밝아 

율사(律師)라는 칭호를 누렸다고 하니 39 이를 통해 명완벽의 노래는 여창가콕으로 

추측된다. 독목 중 만년장환지곡의 오기로 보이는 만년장수지곡도 가곡을 불렀을 

가능성을높여준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26년에는 서전황태자(瑞典皇太子)가 방문하여 이를 환영하 

는 만찬회장에서 연주하였다. 날짜 10월 12일， 시간 오후 7시， 장소는 용산에 위치 

한 총독관저였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당시 아악사장이었던 함화진을 비롯한 13여 

명이 13종의 악기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신문에 소개된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때 

〈사료 5) 太平春之曲(管樂) 高麗時樂 六白年前

鳳凰哈(同) 新羅時樂 千프百年前 

煩九如之曲(同) 世祖時樂 四白七十年前

昇平萬歲曲(純宗) 世宗時樂 四白九十年前

年壽長之曲(管樂) 世祖時樂 四白七十年前41

신문에 기입된 레파토리는 각각 곡명， 편성， 시대， 연도의 순서로 소개되어 있 

다. 봉황음은 정읍， 송구여지콕은 웃도드리， 년수장지콕은 수연장지목을 의미하는 

밑도드라의 아명이다 42 곡명 옆 괄호 안에 기재된 편성 중 승평만세곡을 ‘순종’ 이 

라고 엉뚱하게 기입하는 오류가 눈에 띈다. 이 뿐 아니라 악곡의 제작 시대와 연대 

를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고 그 역사성에 주안하여 부풀려 놓았다 

만찬회장에서 조선의 아악이 울려 퍼진 바로 다음 날， 서전황태자는 인정전(仁 

政願) 서행각(西行開)에서 이왕직아악부의 악기를 거듭 관람하기도 하였다.엄 

%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와4-350쪽. 

39 성경련， “雅樂師長의 系諸 .. w음악세계~. 1977년 11월호국악의 뒤안길~. 64쪽 

40 “瑞典皇太子願下 十→日장細入城 .. w매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3면-

41 “瑞典皇太子願下 十- 日 ?細入城 .. w매 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3변 . 

잉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와4-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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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7월에는 국제연맹조사단(國際聯盟調훌團)과 관련되어 두 차례에 걸쳐 주 

악(奏樂)하였다. 첫 번째는 총독 관저에서의 환영만찬 때 아악과 정재를 연행한 것 

인데， 각국 영사단(領事團) . 중추원칙사참모(中樞院動{士參課) . 이왕직장관， 총독 

부 각 국장(局長) 등 80인이 참석한 대규모 연회였다.쩌 자세한 레파토리는 아래와 

같다. 

〈사료 6) “이왕직아악대의 유량(뽑j亮)한 고악의 취주(吹奏)를 들으며 연회는 

시작되었는데 (중략) .. 동구시(同九時) 이십분경(느十分煩)에 폐연(閒훌) 그 

사이에 이왕직아악대는 

新羅時代管樂壽齊天

二 高麗時代管樂 萬年長歡五曲

三. 世宗時代鉉樂 昇平萬世五曲

四- 高麗時代管樂 萬波停염、五曲 

五. 世祖時代管樂 長春不老五曲

등을 취주(吹奏)하였다 이 청아한 조서고악에 도취한 일동은 다시 홀에 이 

(移)하여 여기서는 이왕직아악무를 관상하였는데 

→.長生寶夏之舞

處容舞

三.舞鼓

세 가지를 연(演)하여 일동은 박수갈채환희의 절정에 달한 모양이었다 "45 

이왕직아악부에서 국제연맹조사단 환영만찬에서 수제천 · 만년장환지곡 · 승평만 

세지곡 · 만파정식지곡 · 장춘볼로지곡 등을 연주하였고 3종의 정재도 추었다. 만 

파정식지곡은 취타의 아명이며， ‘~오곡(五曲)’ 은 ‘~지곡(之曲)’ 을 잘못 기입한 

것같다 

이왕직아악부의 악무를 감상하여 절정에 도달했던 국제연맹조사단은 다음 날 오 

후 창덕궁 인정전， 주합루(범合樓) . 경성제대， 종로 등을 둘러보고 조선신궁(朝蘇 

神宮)에 참배하기도 하였다. 여러 일정 중에서 수제천 감상도 포함되었는데， 아악 

% “仁政願 西行聞에서 古代樂器를 倒寶" ~매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3면 

뼈 “朝蘇古樂吹奏養 國際的交魔大흥 昨夜 宇桓總督 主f崔， 調흉團 招待H免餐會" ~매얼신보』 

1932년 7월 3일 1면음 · 악 학 6~. 118쪽 
45 “朝蘇古樂吹奏養 國際的交魔大흩: 昨夜 宇t효總、督 主f崔， 調흉團 招待H免餐會" ~매일신보』 

1932년 7월 3일 1면 『음 · 악 · 학 6~.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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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응이 각별했던지 신문기사 제목을 “조사단일행 원더풀을 연발하며 조선 

아악에 도취”라고 뽑았다. 국제연맹조사단원들이 수제천을 듣고서 악기의 이름과 

연주방법을 비롯하여 조선음악의 유래 등에 대해 일일이 묻고 감탄사를 절로 냈기 

때문이다 46 

1940년에는 서반아(西班牙)경제사절단과 독일청년지도자 일행이 방문했는데， 이 

때에도 이왕직아악부의 조선아악을 감상하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지， 한결같이 

‘아악에 도취’ 라는 타이틀로 신문을 장식하였다 47 서반아경제사절단이 방문했을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료 7) “조선호텔에서 첫날밤을 지낸 서반아경제사절단 일행은 9일 오전 11 

시 40분 이왕직아악부에 안내되어 조선고전악을 마음껏 즐기었다. 아악부에는 특 

별히 수제천을 비롯하여 유초신지곡 등 네 종목의 아악을 연주해 틀려주었는데 

일행은 다시 악기진열관을 견학하고 오후 0시 20분 여사로 돌아갔다 "48 

서반아경제사절단은 아악감상과 더불어 악기진열관도 견학하였다 장소는 종로 

구 운니동에 위치한 이왕직아악부의 청사(廳舍)였고 49 감상곡목은 수제천과 유초 

선지곡등네 곡이었다. 

이는 ‘내객연주’를 연상하게 한다. 아악을 듣고자 하는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 

를 내객연주가 거의 날마다 있었는데， 지체 높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악부 

% “오전 10시 7분에 우원총독(宇桓總督)과 회견을 마치고 조선 호텔로 돌아간 국제연맹조사단 

일행은 오후 2시 40분에 다시 호텔을 나와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였다 .... (중략) .. 특히 그들 
은 이왕직아악대의 주연한 수제천(壽齊天)에는 무한히 신비로운 고상한 취미가 있는 것을 깨달은 

듯이 악기의 이름 조선음악의 유래며 주연방법 등을 일일이 물어보며 원더풀 원더풀을 연발하여 

상당히 느끼는 바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고 한다 

P휩醒· 남산에서 장안을 굽어보면서 京城의 歷史도 聽取" w매일신보~ 1932년 7월 3일 2면 『음 

악 학 6~. 119쪽 

47 ‘雅樂에 뼈醒· 西班牙使節團 짧城 第二 R 日程" W매일신보~ 1940년 7월 10일 2면 『음 · 악 
학 6~. 400쪽; “雅樂에 關解. 感歡連發하는 獨좁年指導者 -行" W매일신보~ 1940년 10월 25일 2 
면 『읍 · 악 -학 6~. 411-412쪽 

% ‘雅樂에 P힘醒: 西班牙使節團 鴻城 第二日 B程.. W매일신보~ 1940년 7월 10일 2변 『음 악 

학 6~. 400쪽. 

49 당시 이왕직아악부의 청사는 운니동에 있었다‘ 성경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이왕직아악부의 

청사 이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중구 명동 - 조동 - 서학재 구장악원적 - 당주동 

봉상소 - 종로구 운니통.’ 성경린， “아악부의 존폐 .. W음악세계~. 1976년 4월호국악의 뒤안 

길~. 10-12쪽 및 “아악부의 정착 .. W음악세계~. 1976년 5월호국악의 뒤안길~. 13-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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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었고，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긴 했지만 이왕직장관의 

허가를 얻는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한다 장소는 평소 연습실로 사 

용하던 곳으로， 그 일부를 떼어서 무대로 삼고 대하(臺下)를 객석으로 삼아 내객시 

그 수효대로 의자를 늘어놓고선 아악을 듣게 했으며， 사례비 · 과자대 · 촌지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수입이었다고 한다 50 

상류층 인사와 외국사절단에서의 아악연주는 이외에도 많이 행해졌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상 표면적으로는 일본인들에 의해 좌우지 된 것으로 보이 

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오히려 아악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었던 것은 아 

닌가 역으로도 생각해 본다. 반면 연주 때마다 호평 일색이었던 외국인들이 과연 

아악을 ‘조선의 문화’ 로 인식했는지는 의심스럽다. 

(2) 각종행사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연주를 하여 음악대회， 자선회， 창경원 벚꽃축 

제， 경로회， 위문공연， 건국기념회， 전람회， 음악주간 등 각종 행사에서 연주한 기 

록이 보인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에는 동서음악대회51와 중앙유치원 주최로 열린 음악연주대회에 출연하였 

다.52 1927년부터 1931년 사이에는 창경원(현 창경궁) 벚꽃축제에서 야간공연을 하 

였는데， 수정궁 옆 광장에 마련된 가설무대에서 약 2주일 가량의 야간 공개공연이 

었다. 프로그램에 정재는 넣지 않고 음악만 편성했으며， 비가 올 때는 공연을 중지 

하였다고 한다 53 

1930년에는 조선선궁(朝蘇神宮) 대제전(大察典)에서 아악을 연주하기도 하였 

다.양 조선신궁이란 일제가 선사(神社) 공경풍속을 조선 전역에 보급하려는 것을 

50 ~國樂iB-1홈~， 55-56쪽， 성경린， “아악 방송 H " ~음악세계~， 1977년 8월호국악의 뒤안길~， 

57쪽， 성경린， “아악수장 추억 H ," ~음악세계~， 1978년 1월호 『국악의 뒤안길~， 72쪽， 성경린， 
“츠期 雅樂生툴 VI " ~음악세계~， 1980년 2월호 『국악의 뒤안길~， 142쪽， 

51 ~매일신보~ 1923년 10월 23일 3변. 

있 “오는 25일 오후 8:20분부터 종로 중앙유치원 주최로 음악연주대회를 개최할 터이라는데 이 

왕직아악대의 취악과 서양관현악단의 관련악과 임배세양의 독창과 피아노 합창 등으로 끝에는 경 

성악대의 출연까지 있으리라더라 ” “중앙유아원 주최 음악 대연주회 오는 25일 저녁에 장곡천정 

공회당에" ~조선일보~ 1923년 5월 23일 3면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 1 ) ," ~한국음악사학보~， 제 12집 (1994) , 250-251쪽 

% 김천흥， 마、짧金千興舞樂七十年~， 73-74쪽. 

% “밤重， 嚴蕭， 盛大 極한 朝蘇神宮 大察典: 雅樂奉奏 神慮奉합 전하 총독 군사령관 총감 참 

렬" ~매일신보~ 1930년 10월 18일 2변음 악 · 학 6~ (서울: 민음사， 1999) ,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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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제강점기 남산에 있던 朝蘇神宮

목적으로 1925년 남산에 건립한 것이다. 조선 내의 신사 중 대표격이 바로 남산의 

조선선궁이었다. 조선선궁은 1945년 광복될 때까지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 

현재 남산식물원， 안중근기념관 퉁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 1931년에는 문둥병환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렀 다음 해엔 

1932년 8월 23일에는 신홍만몽박람회에서 연주하였다 56 1937년에는 노인을 위한 

경로회에 참석하였고57 1938년에 용산육군병원에서 군인들을 위해 위문공연을 한 

바있다 58 

% “문퉁病惠者 篇하야 音樂과 讀演의 밤 希望社 慧善計흩tl ， 그들의 위안과 치료비를 엇고자 

『매일신보J 1931년 6월 25일 2면읍 ‘ 악 · 학 6J , 74쪽， 

% “今夜 餘興場에서 朝購표樂을 j寅奏 . 李王職雅樂隊 出演， 秋風에 調和될 彈琴聲 " ~매일신 

보J 1932년 8월 23일 7연 『음 악 학 6J , 125쪽‘ 

57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을 연주하자 그중 조선인 노인 십여 명이 홍에 겨워 자진하야 춤을 

추며 만장의 기분을 새로이 한 바 있었다 한다 경로회를 마친 남(南)총독은 총독부로 향하는 도 

중 관저 앞에 초대받았던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타라하였으나 

그 노인은 감히 차를 타지 못하야 문(文)과장 자동차에 태워 용산 경로회까지 보내었다 한다 ” 

.‘雅樂演奏會에 白髮 老A 醒舞" r동아일보J 1937년 11월 13일 2/ 11 (1) 이수정 ， “ 『동아일보』의 

국악기 사 1921-194α녁 (ll ) ," r한국음악사학보.1， 제 14집 (1995) , 279-280쪽. 

58 "이왕직에서는 무한 삼진 함락을 경축하는 행사의 하나로 30일 오후 1 ‘ 40부터 용산육군병원 

에서 아악연주회를 열어 백의용사를 정성 껏 위문한 바 있었다 문외불출의 고전음악이 가지고 있 

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백의 장병들은 폼이 편치 않은 것도 잊어버리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 

“육군병원에서 아악연주회 이왕직의 백의용사 위문 " ~조선일보J 1938년 10월 31일 2면 검성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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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은 일본 건국 2600년이 되는 해였기에 일제강점기에 이를 기념한 행사가 

있었다. 일본의 건국기념일59은 2월 11일인데 봉축회는 이틀 뒤인 2월 13일에 열 

었다. 

〈사료 8) “빛나는 2600년을 맞이하여 조선방송협회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6:30 

부터 부민관에서 ‘봉축의 밤’을 열고 관계방면 유지들을 초대하기로 되었다. 그 

순서 가운데는 일찍이 현상모집 중이던 당선 창가， 동요， 조선을 예찬하는 노래 

등을 발표할 것이며 특히 이왕직아악부에서도 출연할 터이라 한다 이날 밤 식순 

을보면 아래와같다‘ 

1 인사 

1 국가제창， 2600년 송가 

1 노래와 유희경자， 소양유치원 

1 제창과 독창 

1, 현상모집 당선창가， 제창， 조선예찬가 DK창가대 방송합창단 

1 시음 변마박지(下麻博之) 

1 무용， 학춤 한성준 

1 가요와 신민요 내선(內蘇)양악합주단 

1 아악 이왕직아악부원 

1 영화"60 

의식의 차례를 보면 이왕직아악부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에 놓여 있다. 콕목 

은 막연히 ‘아악’ 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 위의 사료만으로는 더 이상 자세한 점을 

알 수 없지만 11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에 의하면 이 때 황화만년지곡이 합악 

(合樂)의 형태로 처음 연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제8 

주년 기념 이습회 겸 기원 2600년 기넘 아악연주를 하였다 62 

“『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IT)," ~한국음악사학보J ， 제 13집 (1994) ， 250쪽-

59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기원절(紀元節)’ 이라고 일컬었읍. 

에 “기원 2600년 봉축 아악과 가무의 저녁 13일 부민관서 방송협회 주최" ~조선일보J 1940년 2 

월 9일 2면 김성혜， “ r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IT)," ~한국음악사학보J ， 제 13집 

(1994) , 261쪽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J (서울· 민속원， 2000) ， 440쪽 

62 “일목일초에까지 감격이 넘치는 기원 2천 600년을 봉축하는 10 ， 11일 이틀 동안의 세기의 성 

전을 맞이하여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이날 위에 가득찬 성기(聖紀)를 봉축하고자 9일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 반 동안 부민관에서 대야(大野)정무총감을 비롯하여 군관민 및 재성외국인 등 2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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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황화만년지곡 연주장면63 

1941년에는 음악주간 총독부에서 실시간 음악주간에 동원되었고， 음악전람회에 

도 악기 를 출품하였다.없 마지 막으로 1945년 8.15광복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조선 

명을 초대하고 동양고유의 유아한 아악을 연주하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어니와 。l 날 밤 연주 

할 곡목은 1천 3백년 전 신라시대의 궁중악인 수제천율 벼롯하여 처용무 수연장지곡 등 천부 12 

곡목으로서 여기에 사용한 악기는 2171 출연합 악샤는 35-6명이며 지휘는 20년 동안이나 아 
악샤훌 잇는 장인식씨라고 한다 " .. 雅樂 · 奉祝演奏매일신보~ 1940년 11월 9일 3면 『음 ‘ 

악 학 6~ . 416-417쪽 

63 ~이왕직아악부와 사랍틀J (서울: 국립국악원， 1991 ) , 108쪽에 제시된 황화만년지곡 연주장면 

설명에 의하면 1940년 11월 9일 아악이습회에서 연주되었다고 하는데 1940년 11월 9일 아악이습 

회 목록에는 황화만년지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r경성방송국 국악방송 

곡 목록J ， 579 댔O쪽 참조)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과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를 색인한 송방송 

송상혁 外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색인~ (서울 민속원， 2002)에 의하면 가악(歌樂)의 형태로 

불려진 황화만년지곡은 1943년 11월 3일에 방송된 것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1940년 11월 9일 아악 

이습회에서 황화만년지곡이 연주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를 요한다-

% “명랑 건전한 음악을 통하여 국민총력 발휘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자 하여 얼마 전에 조선음 

악협회를 조직하고 음악인들의 새출발을 기약한 바 있거니와 이번 총독부에서는 이 음악협회와 

협력하여 오는 6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음악주간을 전 조선적으로 실기하게 되었다 …(중략) ... 

음악연주를 하여 신록이 우거지는 6월의 총력운동을 더한층 활기있게 하려라고 한다. 그리고 경 

성에서는 특히 이 주간 중에 음악인들을 총동원시켜 음악의 제전을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첫날인 

3일에는 조션악， 둘째날인 4일에는 화악(和樂) ， 셋째날에는 양악(洋樂)의 대연주회를 부민관에 

서 열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악연주회에는 이왕직아악을 비롯하여 조선악계의 기타 기라명성 (橋 

羅明星)이 총 등단을 할 터이며 화양악 역시 전부 일인자들이 출연하리라고 한다. 이러한 연주회 

외에 방송을 통하여 현란한 읍악의 프로를 청취자에게 보낼 터이며 한편으로 음악전랍회도 개 

최할 터언떼 여기에도 이왕직의 회해한 악기가 드문불출하는 전혜롤 깨뜨리고 이 전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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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연주에 특별출연하여 수제천 · 오운개서조 · 만파정식지곡 · 유초신지곡 · 만 

년장환지곡 등을 연주했음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료 9) “특히 금번에는 從來 절대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왕직 아악부 

원이 총출동하여 아악을 공개하고 .(중략) ... 아악곡목을 소개하변 1 管樂 壽齊

天(全) 2. 鉉樂 五雲開瑞朝(6章) 3 合樂 萬波停息之曲(全) 4. 大琴獨奏 柳初新之

曲(上靈山) 5. 歌樂 萬年長歡之曲(言樂， 編樂) 6 合樂 디口朝(全)"65 

이왕직아악부의 특별연주는 조선신궁 대제전이나 일본 건국 2600년 기념 봉축회 

처럼 일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러한 활동상을 해석함에 있어 일제강점기라는 특 

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왕직아악부가 일개 민간단체가 아닌 일본의 궁 

내성에 편입되었던 이왕직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을 거듭 고려해야 한다. 이왕직 

아악부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주관한 행사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3. 이왕직아악부와 아악에 대한 안팎의 시각 

이왕직아악부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고악(古樂)이라는 측면， 즉 오래되고 희귀 

하며 귀중한 음악유산임을 인정받았음을 밝힌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66 본고에서는 

이 점을 제외하고서 논하겠다.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을 감상한 이들은 음악 자체의 미적가치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 자체의 독특함에도 시선을 보냈다. 다나베가 빡빡한 일정 중에서도 악 

기만을 별도로 촬영하였고 67 서전황태자는 아악을 틀은 다음 날 악기를 일일이 다 

에 나타날 터이고， 그 외에 화양악의 가지가지의 악기가 진열되어 전람회에 이채를 띄울 터이며 

이 전람회를 통하여 동서양악기의 비교와 음악의 발전과정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어 총후생활에 

있어서 음악을 통하여 그 섬신의 위안과 생활력을 배가시키도록 하라라고 한다 ” “흡樂報國을 目

標로 樂펄도 靈贊에 總力 :6월 3일부터 음악주간 실시" r매일신보J 1941년 5월 8일 「음 · 악 학 
5J (서울 민음사， 1998) , 45-46쪽. 

% “朝蘇품樂大演奏， 李王職雅樂部 特딩1)公演" r매일선보J 1945년 5월 28일 『읍 · 악 학 5J , 

낌2쪽 

%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358-360쪽-

67 김수현，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조선음악 조사(調호)’ 에 대한 비판적 검토" r한국음 

악사학보J ， 제22집 (1999) ,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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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살펴보았으며 68 서반아 경제사절단은 아악 감상 후 악기진열관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69 경성방송국에서 아악을 방송할 때 해설을 곁들였는데 이 때에도 “조선의 

독특한 아악기의 오묘한 소리”깨라며 악기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소 

리의 향연이 과연 어떻게 생긴 악기들을 통해 생성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이렇듯 악기 하나하나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이왕직아악부는 오랜 역사성이 숨쉬 

는 장이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해마다 감원되는 등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만 졌다. 그리하여 곤궁함 속에 악기의 매매가 운운되기도 하는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71 아악부원의 생활고는 성경 린의 회 고록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사료 10) “매달 17일 월급날은 유난히 아악부가 부산하고 시끄러웠다. 전원이 

모이는 것도 그것이지만， 빚쟁이요， 외상의 수금원이요， 장사치， 식당의 음식 배 

달부까지 들끌어 무든 시골의 장날을 방불케 하였다. 아악부원은 하나같이 영세 

한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 그달 그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만부득이 채무를 지는데， 이게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다. '" (중략)… 월 

급날이 되면， 저마다 차용증서를 들고 위 아래로 부산하니 오르내리던 일이 정말 

% “仁政願 西行聞에서 古代樂器를 倒寬" W매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3면. 

69 “雅樂에 뼈醒· 西班牙使節團 帶城 第二 日 日 程" W매 일신 보~ 1940년 7월 10일 2연 

악 학 6~ , 때O쪽 

W..Q.. 
I그 

70 “雅樂을 解說紹介· 京城放送局에서 새로운 實驗" W매일신보~ 1939년 11월 30일 3면 『음 

악 학 6~ ， 366쪽-
71 “이왕직에서 이왕부터 전하여 오던 고악기 (古樂器)는 대단히 수효도 많이 있고 수천년 이상 

을 지낸 병기라 이것은 웅대한 보품이므로 ‘ (중략) .. 작년에 이상 명기를 유지 보존하기가 곤란 
함을 유감이라 하여 궁내성에서는 보존하기를 혐의하였던 바 요사이에 착수치 아니하면 이왕직 

소속 영인(~^)들은 세셰토록 녹을 받다가 일조에 빈궁한 생활을 하게 되었음으로 목하 가지 

고 었던 명기를 염가로 매도하여 영인 등의 호구할 계책을 하는지라 이왕직의 중요한 명기를 흩 

트리며 부폐하게 함으로 이것을 보호하자는 문제가 있어 궁내성 악기과 간부들이 결의한 결과 동 

파강사 전변상웅씨가 연구 조사하기로 결정이 되어 동씨는 간수명사원과 같이 조선에 건너오게 

되었읍으로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이상을 불일간 공포할 터이라더라 이왕직 악기보관 궁내성 악 

기과 간부들이 회의한 결과 보호 보존하기로 하여 조사를 마치고 불일간 공포해" W조선일보』 

1921년 3월 26일 3면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1건 ( 1 ) ," W한국음악사학보~ , 제 

12집 (1994) , 250쪽‘ 

“이왕가에 전하여 오는 고악기(古樂짧)는 그 수가 많고도 또 천여년 내지 이천년 이상을 지낸 

명기(名器)인데 ... (중략) ... 이왕가의 모든 악수(樂手)들은 대대로 녹을 먹던 데에서 떨어져 가 
지고 빈궁한 생활을 하여 목하는 그가 썼던 명기를 두 가지에 몇 푼을 받지 않고 팔아버려서 

그날의 호구를 하는 샤람도 었다 하며 따라서 이왕가의 중보(重寶)도 산실(散失) 또는 썩은 것 
도 있어서 이에 그 보호문제가 일어나서 궁내성 악료의 간부들이 열심히 분주한 결과 동료 강사 

전변상웅씨로 하여 연구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 (후략) ... " “朝解珍品의 古樂器" W매일신보』 

1921년 3월 26일 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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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선하다. 오죽하면 동료 김강본(金間本)군이 ‘줄 것도 없고 받을 갯도 없는 

김강본이라’ 고 동요처럼 흥얼대고 양양차득한 모습도 그 월급날에나 보는 귀여운 

만화였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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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시달려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 

악부원의 자부심만은 대단했던 듯하다 아악부 내에서는 좌방의 권위가 실추된 현 

실 속에서도 좌방 계열의 아악수가 지니는 긍지가 잔존하기도 하였고，껑 ‘부끄러움 

을 모르는 자랑스러운 궁정음악인 이라고 밝혔다((사료 11) 참조) 

〈사료 11) “귀염퉁이이었을까， 천덕궁이었을까 온실의 화초였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옛날， 장악원의 악공들이 얼마나 천대되었는지는 모르지 

만， 우리는 별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랑스럽게 봉샤한 궁정음악인이었다 

(중략) ... 아악부로 아악을 들으러 용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배청(拜聽)이었던 

사실로， 우리의 긍지를 짐작할 것이다. 문지방이 높아서 좀체로 발을 들이지 

못하였던 아악부의 고고(孤高)， 더러 밖에서 음악하는 사람을 부내에서 만나는 

기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나 상사들의 매우 도도한 기고(氣 

高)를 나는 지금도 눈앞에 그리고， 웃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강 

그렇다고 이왕직아악부 내부에서의 자부심이 고고함만을 내세우는 자만에 가까 

운 것은 아니었다. 아악생모집과 이습회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아악부 내에서는 아악부원들을 신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슴없이 지적하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사료 12) 아악부는 복무규율(服務規律)도 모르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박약(漢 

η 성경린， “雅樂手 列傳 II ," ~음악세계~， 1978년 4월호국악의 뒤안길~， 80-81쪽. 

컸 “아악서는 아악을 맡고， 전악서는 당악과 향악을 맡아， 그 소임이 본래부터 달랐던 모양으 

로， 두 기관이 비록 합병은 되었으나 그 본연한 기능은 좌 우방으로 갈라져 각기 독자적 연주 활 

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일합방 이후 아악부의 직제 개편으로 악생이니 악공인 하는 직 

명과 또는 전악이니 악사니 하는 이름 모두가 아악사장 -아악사 , 아악수장 · 아악수 등으로 개칭 

은 되었으면서도， 실제 저들이 전공한 자비 (差備- 악기)며 기능 그 용처 (用處)에 이르기까지 조 

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아악서의지체가， 즉 좌방의 권위가 전에 비해 많이 

실추된 사실 한 가지 말고는 화방의 줄기인 아악수는 그래도 전날의 관록이랄까 긍지를 버리지 

않는 듯 보였다‘” 성경련， “雅樂手 列傳 1 ," ~음악세계~， 1978년 3월호 『국악의 뒤안길~， 77쪽‘ 
껴 한명희 송혜진 ‘ 윤중강 지음우리 국악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 11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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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할일을 자기가 못하고 의뢰심 (依賴心)만 있을 뿐 아니 

라 분외(分外)의 행동이 허다하니， 

1 관규(官規)를 지키지 못하는 일 

1 공공심 (共公心)과 단체 력 (團體力) 이 없는 일 

1 기술에 대한 연구력 (鼎究力)이 부족한 일 

1 향상심 (向上心)이 없는 일 

1 부화(浮華)에 가까운 곳에 노는 일 

1 의복을 분외 (分外)에 사치하는 일 

1 남비 (ì藍費)로 인한 채무(價務)가 많은 일 

제군은 아무쪼록 깊이 양선실시(詞蘇實施)에 노력하되 아악의 진흥과 기능의 

연마에 대하여는 사섬 (私心)을 포기하고 산병 (身命)을 도(構)하고 사력 (死力)을 

갈(觸)하여 펼히 일예일능(一藝一能)으로 명인거장(名A巨lQ:)이 되기를 표식철 

칙(標識鐵則)으로 하여 사도(斯道)에 정진한즉 일방(~方)으로 사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끼친 예술적(藝術的) 문화(文化)인 우리의 아악을 세계적으로 광포선양 

(廣佈宣揚)하고 따라서 우리 아악부의 갱생은 유종(有終)의 미과(美果)를 얻을 

것이니 제군은 자애자중(自愛自重)하여 신정진( 新精進)하기를 바라고 비는 바이 

다 75 

위의 〈사료 12)는 ‘단체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겉치레하지 않으며， 연주력 배양 

하여 명인거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 아악을 선양함과 동시에 아악부 

가 갱생하는 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악부원 한명 한명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 넓은 마음，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즉 일신(日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 

았던 것이다. 이처럼 아악부 내부에서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스스 

로를 채찍질하며 조선의 아악을 세계에 널리 얄리려는 포부까지 안고 있었다. 

아악을 향한 아악부원들의 단심 (판心)은 근본적으로 ‘아악의 고유 가치 인식’ 과 

관련된다. 함화진이 기자와의 대담 중 “아악은 아악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요， 속화 

하면 아악의 존재는 없어질 것입니다 .. 76라고 언급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75 W朝蘇雅樂~， 140a-141b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서번호 K3-59O, 마이크로필름번호 
MF16-332 ‘ 잘 보이지 않는 글씨는 口로 처리하였음 

76 →記者， “조선 예술계의 전망， 前代조선예술의 조감도 - 大方諸家와 -問-答 ~ ‘조선아악 

의 권위 함화진씨와의 문답，’ " W朝光~ 1936년 11월호 필자는 배연형 - 이정희 · 박수경 편저 한 

국공연예술자료선집 (î) W朝光~ . 륨樂~ (서울 민속원， 2002) ， 190←195쪽에 복간된 것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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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의 가치 묘미 특색은 실지로 연구와 연습을 거듭하지 않으면 도저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7라고 하면서 아악의 가치와 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체험과 인내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왕직아악부의 제3기 아악생인 성경린이 지닌 아악에 

대한 시각도 함화진의 것과 유사한데， 아래의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료 13) “아악 스스로가 지니는 절대가치는 조금도 흔들린다던 감손(減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아악은 대중과 접촉이 없는 한낮 골동품에 불과하다고 

심하게 평론(많論)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아악이라면 그저 고악(古 

樂)이라 하야 예전 읍악인 것만 생각하야 오늘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듯 하 

찮게 보아 넘기려고 드는 축도 많습니다 단지 옛것이라 하여 헌신같이 후루처 버 

린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새것이란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문제는 그러한 

년대의 고금에 있지 않고 그것의 가치판단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귀납되 

어야 합니다 (중략) ... 아악이 아악인 소이는 곧 아악에 갖춰 있는 이 덕성 

(德性)이 있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아악은 그 당담한 음률이 마음을 단정 

하게 하고 인격을 높이는 그러한 도덕적인 효용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아 

악의 덕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별반 공부를 펼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저 아악을 들으며 허심탄회 그 아악에 마음을 맡겨버리연 됩 

니다 주음(主音)이 무엇이다 음계가 어떻고를 천착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율 

이며 장단이며를 의논할 것도 물론 없습니다- 고요히 들으연 들을수록 단순하고 

무미한 듯한 담아한 음조가 어떻게 현묘한 음률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안치고 

부드렵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자의 이르신 미(美)를 다한 형식의 음 

악인 동시에 보담 내용이 배인 도녁적인 선(善)의 음악이 곧 아악의 정신이요 생 

명인 것이올시다. 그러기에 이는 듣고 즐길 것이기 보다 몸소 타고 불고해서 아 

악의 세계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열 번 듣고 백번 틀어 귀를 기르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한 장단이라도 깨쳐가는 것이 아악을 터득하고 아악의 정신을 이회 

(理會)하는데 가장 빠른 길인 것은 말씀 할 것도 없습니다" 78 

사람들은 아악이 오래된 것이어서 소중하다고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대가 아 

니라 아악 자체가 지니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성경린은 보았다. 그 가치는 아악에 

담겨 있는 덕성 때문인데， 아악의 덕성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고 부드럽게 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듣기만 하는 감상자 수준에 머불지 말고 아악을 

77 “優長 · 靈秀 · 古雅 아악의 묘미" ~조선일보J 1937년 1월 1일 1변.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ll) ," ~한국음악사학보J ， 제 13집 (1994) ， 216쪽. 

% 성경린， “아악감상볍" ~朝蘇의 雅樂J (서울: 1947, 박문서관)， 66-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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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주하여 아악의 세계에 동화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함화진과 성경린은 아악의 소중함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래된 것이라는 역 

사성 하나에만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의 시각은 오래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아악의 고유 가치’ 를 꿰뚫고 있었다. 아악의 진면목을 알기 위한 방법 

으로 체험이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아악의 독자성 인식은 연주를 실제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도 보인다. 안확 

은 “본래 아악은 진라는 중화에 있습니다 "79라고 하였고， 이윤재는 “외국학자가 

이 아악에 대한 이치를 한번 들을 때에는 놀라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며 가끔 일부 

러 구경하러 오는 자도 있다 한다 "80고 하여 아악에 담긴 이치의 소중함을 언급하 

였다. 

아악 고유의 미 (美)는 아악을 처음 듣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원더 

풀’ 81 ‘분테루바루(Wunderbar: 참으로 훌륭하다는 뜻)’없라고 거듭 외치며 탄성 

을 아끼지 않았던 예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듣는 이마다 칭찬을 아끼 

지 않은 아악이었기에 일제강점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도 하였다. 아악을 일 

선융화하는 방법잃의 하나로 접근한 것이다((사료 14 참조)L 

” 安自山， ‘세계인이 款數하는 朝蘇의 雅樂 .. w별건곤.n 1928년 5월호自山安!행國學論著集 

五.n(서울. 여강출판사， 1994) , 142-144쪽. 

% 李允宰， “雅樂創製 五百年을 際하야(二)- 世宗大王 聖德을 사모하며 .. w동아일보.n 1933 
년 1월 28일 4/3(5) . 이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III ," W한국음악사학보.n， 제 

14집 (1995) , 269쪽 

81 국제연맹조사단 일행은 오후 2시 40분에 다시 호텔을 나와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였다 

... (중략). 특히 그들은 이왕직아악대의 주연한 수제천(壽齊天)에는 무한히 신비로운 고상한 취 

미가 있는 것을 깨달은 듯이 악기의 이름 조선음악의 유래며 주연방법 등을 일일이 물어보며 원 

더풀 원더풀을 연말하여 상당히 느끼는 바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고 한다’”’ 

을 連發하며 朝蘇雅樂에 P힘解· 남산에서 장안을 굽어보면서 京城의 歷史도 聽取" W매일신보』 

1932년 7월 3일 2면음 · 악 학 6.n， 119쪽 

82 “조선호텔에서 점심을 마친 일행은 두시가지나 창녁궁을 방문하고 다시 이왕직아악부로 가 

서 신비스럽고 그욱한 동양고유의 아악에 일동은 숨막힌 듯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나 

서 ‘분테루 바루(참으로 훌륭하다)’ 하고 몇 번이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아악부를 불러나와 일행은 

제국대학 구내와 박문사(博文좀)를 거쳐 장춘단공원을 한바퀴 다시 남산기숨을 돌아 조선호텔로 

돌아왔다 " .. 雅樂에 關解 感歡連發하는 獨좁年指導者 ←行" W매일신보.n 1940년 10월 25일 2면 

『음 악 학 6.n, 411-412쪽 

없 植村幸生植民地期朝蘇κ;};vt0宮廷륨樂il)調훌장èh< ι〉 τ 田邊尙雄 「朝蘇雅樂調효J il) 

政治的文服J ，朝購史冊究會論文集』 第35集(東京 朝蘇史ìiff究會， 1997)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 

다 



이왕직아악부의 활통과 안팎의 시각 

〈사료 14-1) “아악을 배청(拜聽)하고 나는 조선예술의 최오의(最典義)에 접한 

것 같으며 조선음악이 절정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 (중략) 영국사 

람이 인도를 뺏기어도 셰익스피어는 영원허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이 우 

리는 션일문화교류(활日文化交流)의 입장에서 보아서라도 조선의 모든 보배를 

앓는 수가 있더라도 우리의 아악만을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없 

〈사료 14-2) “어쨌든 조선에서 정풍의 길버악(吉備樂: 아악)을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길비악은 조선음악과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장래의 음악도 될 수 있고 또 일선융합이라는 점에서라고 해도 지극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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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일문화교류， 일선융합을 운운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왕직아악부를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급기야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목적 하에 거짓 신문광고 

를 내고， 아악보존회를 조직하여 경비를 모으기도 하였다((사료 15 참조>) ,86 

〈사료 15-1) “이왕직아악대는 세계에 유명한 것으로 수백 종에 이르는 각종 악 

기는 우주 자연의 음향을 발하여 우주에 일대 교향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며 

(중략)"， 현재에는 팔십 여명의 악사가 이백여종을 연주하게 만들어 놓고 매년 

사만원의 경비로 유지하여 오는데 전일본 궁내성에 근무하던 전변(田邊)보와 구 

보(久保)보는 아악대가 세계에 진귀한 것임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여서든지 

자기들이 관리하여 어떤 목적을 채우려고 아악대를 이왕직에 맡겨두면 마침내는 

멸종되고 말터이므로 자기틀이 궁내성에 교섭하여 재단을 만들어 놓고 영구허 보 

존하여야 되겠다고 일부 일본신문을 이용하여 션전하고 있음으로 이왕직에서는 

분개하여 그 내막을 조사 중이라는데 (후략)"，"앙 

〈사료 15 ‘2) “이왕직아악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고악으로 조선의 자랑거리라 

할만한 보배인데 요새에 동정에 있는 몇몇 일본인은 이 아악을 보존하여야 되겠 

다고 아악보존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보존회 경바로 각 방변에서 금전을 모집하 

는 중이라고 하여 이왕직에서는 그 경과를 주목하는 중이라는데 이에 대하여 이 

% 성경련韓國륨樂論5tn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6) , 179쪽에 재인용된 姜世響， “아악을 拜

聽하고" W春秋』

% 다나베 히사오， “조선에서 일본음악.’ 김수현，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조선음악 조사 

(調흉)’ 에 대한 비판적 검토" W한국음악사학보~ , 제22집 (1999) ， 142쪽에서 재인용 

% 김수현，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조선음악 조사(調흉) 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음 

악사학보~， 제22집(1999) ， 144쪽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87 “世界의 자랑 雅樂을 數個 日本A이 기유" W동아일보~ 1928년 4월 26일 2/1(3) 이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1 ) ," W한국음악사학보~， 제 13집 (1994) ，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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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직의 말을 들으면 동경에서 일어나 아악보존회라는 것은 이왕직 아악을 보전하 

는 것이 목적이라 하나 아직 이왕직에 대하여 아무러한 교섭이 없는 것을 보니 우 

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외다마는 소문을 들으연 구보(久保)라는 사람이 아악 

보존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큰 상점이나 회사 같은데 대하여 다수의 금액을 요 

구하는 일이 었었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그러고 보면 생각건대 부정한 목적을 가 

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유력한 인사를 회원으로 하 

여 기어코 빼앗아 가려는 목적인 듯 하외다마는 이러한 불순한 단체에는 결코 

내어놓지를 못할 것이며 혹시 정당한 조직볕에 상당한 내용을 가진 단체에서 아 

악대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이왕직의 필요한 때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어 놓 

아도 좋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은 약 오만원인데 현상을 유지하자면 이왕직 셰비 

에 큰 삭감을 당치 않는 한에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겠다 하더라 "88 

일본에서 가져가려고 애썼던 조선의 아악을 언론에서는 ‘세계적인 자랑거리’ 라 

며 큰 스케일로 접근하였다. “조선의 아악은 고전악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89 

이라든지， “세계에 자랑할 조선아악" 90 “조선이 가진 세계적 자랑의 하나인 우리 

아악 .. 91 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아악을 연주하는 이 

왕직아악부에 대한 시각 또한 “세계적으로 빛나는 역사를 가진 아악을 그대로 전 

해가지고 있어 그 이름이 셰계적으로 알려진 이왕직아악부"92라는 문구를 통해 그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악은 유럽까지 널리 알려져， 영친왕이 유럽여행을 하 

며 도리어 아악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깨닫고서 아악의 악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할 

정도로93 세계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 “正體모를 日 A等 李王職雅樂에 華延" w동아일보~ 1929년 1월 30일 5/1 (2). 이수정， “『동아 
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1 ) ," w한국음악사학보~， 제 13집 (1994) ， 197쪽 

。1
E 

% “李王職 雅樂은 東洋의 最古典樂 좁諸에 기록하야 영원히 보존" W매일신보~ 1928년 7월 9 

90 W조선일보~ 1935년 7월 6일 3면.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1 ) ," W한국 

음악사학보~ , 제12집 (1994) ， 279쪽 

91 “四千年前의 樂器登場 千年前 新羅樂演奏 明夜 雅樂公開를 앞두고 人氣漸高 A類가 가진 最

高 最뽕의 典樂" W동아일보.~ 1938년 10월 6일 2/1(5). 이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 
1940년 (0 ," W한국음악사학보~ , 제 14집 (1995) ， 282쪽 

% “朝廳雅樂界의 先道 !짧和鎭!x: 勇退" W동아일보~ 1939년 4월 15일 2/9(2). 이수정， “『동아일 
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0 ," W한국음악사학보.~ , 제14집 (1995) ， 283쪽 “雅樂精進 40年.

李王職雅樂師長 }或和鎭!x: 購退" W매일신보~ 1939년 4월 14일 2면음 -악 · 학 6~ (서울· 한국음 
악학학회 , 1999) , 349쪽 

% “아악은 이와 같아도 유명한 보배인 만큼 이왕전하께서도 구라파를 시찰하시던 길에 우연히 

그 아악이 세계에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게 되어 여행도중에서 아악을 영구히 보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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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아악 고유의 가치와 미’ 를 깊이 인정하는 것 

이었으며， 그런 아악을 연주하는 이왕직아악부를 바라보는 내 · 외부의 시선 또한 

아악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은 작게는 ‘조선 

의 아악’ 이었지만， 세계적인 인지도의 측면에서 넓게는 ‘세계의 아악’ 이기도 하 

였다. 

4. 맺음말 

이왕직아악부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조선아악의 전통을 지켜왔다 조 

선 왕실의 의식과 관련되어 경효전(명성황후의 혼전)과 의효전(순명효황후의 혼 

전)에 제례악을 올렸다. 경효전에 올리는 음악은 종묘제례악을 일부 차용한 것이 

었으며， 1917년 당시 종묘제례에 쓰이는 악현과 동일하였고， 이에 맞춰 가로 세로 

각각 6명이 열한 36인으로 구성된 육일무를 추었다. 의효전의 악현과 일무도 경효 

전의 것처럼 1917년 당시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악현 일무와 동일하였다. 음악 

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점들이 경효전의 예와 같은 것으로 보아 경효전에 

서처럼 종묘제례악을 일부 썼으리라고 추측하였다 모두 종묘제례악을 전범으로 

삼은 것이었다. 

한편 조선 왕실과 상관없이 일본 상류층 인사와 외국사절단의 방문을 비롯한 각 

종 행사에 동원되어 조선의 아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아악을 처음 들은 외국인들 

은 모두 도취되었고， ‘원더풀’ 을 연이어 외치곤 했다. 아악은 일차적으로 오랜 역 

사성이란 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어 감상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그 갚은 

의미와 가치에 흠빽 젖어 들게 했다. 이러한 아악의 진면목에 대해 아악부에 몸담 

고 있는 내부자 뿐 아니라 외부자도 인정하였고， 나아가 세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 

였다. 아악은 이왕직아악부 내 · 외부 뿐 아니라 일본인과 세계인에게 그 존귀함이 

알려진 문화유산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져 연주되고 있기도 하다. 

이왕직아악부는 민간단체가 아닌 궁내성에 소속된 이왕직의 한 기관이었기에 일 

제가 주관한 행사에 동원되는 등 다소 불미스러운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변 완전한 악보가 있어야 될 터이니 속히 서양식 악보를 창정하라는 말씀이겠음으로 이왕직에서 

는 방금전 이 왕직 양악대장 백우용씨를 불러 악보를 만툴게 하였다더 라 “世界의 자랑 雅樂을 

數個 日本人이 기유" ~동아일보~ 1928년 4월 26일 2/1(3) 이수정， “『동아일보』의 국악기사 

1921-1940년 ( 1 ) ," ~한국음악사학보~， 저']l3집 (1994) ,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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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는 박봉을， 크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아악을 져버리지 않 

았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 의의를 결코 평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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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wangjik Aakbu *.:ElFaX~ff~ (the Royal Music Institute of Yi Household) was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court music, following the tradition of Jangakwon ¥:~~JG of 

ChosOn period. It is also the predecessor of today's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lL~~~JG. When Chosm Dynasty lost its autonomy to 

Japan in 1910, its original status was degraded to Yiwang-ga *.:E* (Royal Yi 

Household). Consequently, the official ceremonies, including royal rituals, were 

downsized, the Jangakwon was renamed, and the number of musicians performing in 

the court was cut back. 

During the time of these inevitable changes, Yiwangjik Aakbu made extra efforts to 

grant itself new roles besides its original one, which was to perform music in court 

ceremonies. For instance, it recruited and trained new music students (Aaksaeng ~'i.) 

while holding Iseuphoe U:~ir (regular concerts) as a means of being active. It also 

participated in radio broadcasting. 

The present paper examines Yiwangjik Aakbu with the focus on the music 

performance and special performance in Gyeonghyojeon :W:~~ and Uihyojeon f,;:~~. 

Additionally, it analyzes perspectives on Yiwangjik Aakbu and Aak n~ (Korean court 

music) from inside as well as from outside. 

Gyeonghyojeon was the mortuary tablet of Myeongseonghwanghu BJln\t~§ (Empress 

Myeongseong, 1851-1895). In other words, it is the place where her mortuary tablet was 

enshrined after her funeral in 1895. Until Gojong ;Wj* (King Cojong, 1852-1919)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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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s buried in Jongmyo *JWl (Royal Shrine), memorial services for Myeongseong

hwanghu were devotedly held in Gyeonghyojeon, always accompanied by music. 

The details of Gyeonghyojeon's ritual music are recorded in Jeungbomunheonbigo wtjif 

tllt::tJlk1Fm::?5.!l (1908) and Chosmakgaeyo w¥Jl~~~.!l (1917). Jeungbomunheonbigo keeps 

the record on songs, while Chos'{nakgaeyo contains the records on music, instruments 

used, and dances as of 1917. The music performed at Gyeonghyojeon rituals were 

Huimun ~~Jt Jinchan ~~, Gimyeong ~6B-, Yeokseong *¥n)t, Somu sgJi\, Dokgyeong J:&lf 
and Yeonggwan 7"kR and these were partially borrowed from Jongmyo rituals. 

The instruments and the dances were the same as those of Jongmyo rituals. As of 

1917, the instruments used on Heonga 'f~ (Upper Stage) of Jongmyo were Bak 1S, 
Pyeonjong *~~j, Pyeongyeong *~~, Chuk rfl:, Banghyang 1J~, Jingo ~.a Daegeum ::ki:, 
Janggo ftRZ, Daegeum ::k~, Haegeum 1i:~, Piri .11, and Taepyeongso :t:zp.mi, 
accompanied by singers. In general, each instrument was performed solo with the 

exception of Piri (three) and singing (two). Sometimes a singer also played Daegeum 

and Piri player switched to Taepyeongso. In the rituals on Deungga ~~ (Lower Stage), 

the differences compared with those of Heonga were the additions of Ajaeng 3f~ and 

Jeo/go ~PRZ and the absence of Haegeum, Taepyeongso, Jingo, and Daegeum ::ki:. Unlike 

on Heonga, where sometimes one performer played more than one instrument, on 

Deungga each of the performers played only one instrument. Total fifteen performers 

were on both Heonga and Deungga, and there were total thirty-six additional dancers 

standing in six lines, six dancers in each line for Yugilmu ~{Jf~. 

Uihyojeon was the mortuary tablet of Sunmyeonghyohwanghu M1a)j4~j§- (the first 

wife of King Sunjong, 1872-1904). Because she died in 1904 before her husband 

Sunjong *,iIi.* (1874-1926) became the king, her mortuary tablet had to be enshrined in 

Uihyojeon instead of Jongmyo. The rituals in Uihyojeon, like in Gyeonghyojeon, the 

instruments used and the dances were the same as those of Jongmyo rituals as of 1917. 

Although there are no records on Uihyojeon music in ChosOulkgaeyo, one could assume 

that, given the presence of the instruments and the dances, music was certainly 

performed there, too. 

The ritual music of both Gyeonghyojeon and Uihyojeon, borrowed from Jongmyo 

ritual music, stopped being performed after a while, when the mortuary tablets of 

Gojong and Sunjong were respectively enshrined in Jongmyo. So also disappear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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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 music itself. However, it is quite significant that even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memorial ceremonies accompanied by music and dances continued to be 

performed at the shrine of Myeongseonghwanghu who died in 1895. 

Special concerts were given at different occasions apart from those of Royal Yi 

Household. These performances took place at welcoming parties for foreign 

delegations or Japanese dignitaries. There were also concerts specially arranged for 

them on other stages. In addition, Yiwangjik Aakbu was called upon in various events 

including music competitions, charity events, cherry-blossom viewing at 

Changgyeonwon ~llrrL visits to military camps, major ritual ceremonies at 

ChosOnsingung ~f.flfjiWg, and Japan's National Foundation Day. The list of its activities 

can be found in newspapers published at the time. 

Yiwangjik Aakbu's performances in those events ranged widely from instrumental 

music to singing and dancing. Instrumental music included Teapyeongchunjigok *Zf
*Z alL Sujecheonjigok • M~Z aIL Seungpyeongmansejigok jl.Zf-;t; ~Z all, 
Jangchunbullojigok-If*7j'~ZffB, Yocheonsuniljigok ~~~ B ZffB, Muryeongjigok :fik$ 

ZffB, Bonghwangeum JlUI\II4', Songguyeojigok 1$ifLfrQZffB, Nyeonsujangjigok ~.*ZffB, 

Manpajeongsikjigok J;i&:1~,'f:!,ZffB, and Yuchosinjigok tgpfJJ~!TZffB. Sometimes Gagok l:lX 

ffB (lyric song) was also performed, while Jangseanboyeonjimu *1:.]($Z", 

Cheoyongmu ~~ .. , and Mugo .. n were danced. 

People listening to these music performed by Yiwangjik Aakbu were often positively 

surprised by how old and rare these music, a precious heritage, actually were. The 

audience, also taking great interest in the uniqueness of the instruments, paid their 

respect for the admirable music and its esthetic values. 

Yiwangjik Aakbu was extraordinary in many aspects, including how it performed 

each of the instruments. Despite its high spirit of tradition, since Japan's forced 

occupation in Chosm began in 1910, Yiwangjik Aakbu had to face a series of difficulties, 

such as witnessing its members being cut back. Under such difficult circumstance, 

there were even ungraceful rumors that its members were selling instruments in black 

market. However, the pride and spirit of Yiwangjik Aakbu lived on and its members 

made extra efforts to expand the institution's roles such as recruiting new students 

and to hold Iseuphoi (regular concerts). Not only that, Yiwangjik Aakbu diSciplined its 

members by emphasizing its codes of conduct: "Obey the rules. Do not be preten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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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masters by practice. This is the way to make our music worldly and, at the 

same time, for us to survive." 

The Yiwangjik Aakbu members' devotion toward Aak can basically be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Aak's indigenous values.' 5eong Kyeongrin states that "People say 

Aak is precious because it is old.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not its age but rather 

the absolute values that Aak possesses. These values are due to the virtuous character 

i~'li within Aak, which can be understood as something that makes its listeners calm 

and gentle." This statement represents the view of the Yiwangjik Aakbu members. The 

originality of Aak was acknowledged by people like An Hwak and Lee Younjae, who 

never performed the instruments. The foreigners, who experienced Aak for the first 

time, repeatedly cried out their admiration. Japanese, on the other hand, tried to take 

an advantage of Aak's popularity by approaching it as another tool to serve its 

colonization efforts. They even attempted to relocate Yiwangjik Aakbu to Japan. 

The media covered Chosm's Aak, which Japan attempted to make its own, in large 

scale, describing it as 'world's pride and joy.' Aak was also widely known in Europe, 

which pleasantly surprised Youngchinwang ~iIl.::E (King Youngchin) on his trip in 

Europe. Realizing for the first time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Aak, 

Youngchinwang supported the project that took up the task to translate Aak's music 

into written scores. The perspectives on Aak, both from in - and outside the country, 

focused on their recognition of Aak's 'indigenous values and beauty.' And the 

perspectives on Yiwangjik Aakbu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se. Yiwangjik 

Aakbu's Aak, an invaluable cultural heritage, was widely known for its nobility not 

only in Chosm but also in Japan and the Western world. On a smaller scale it was 

'Chosm's Aak' but, given its international recognition, it was also 'world's Aak.' 

Considering that the same Aak is still being performed today, Yiwangjik Aakbu's 

historical role and its significance should not be undermined. Although its status and 

existence as a mere agency of Royal Yi Household were threatened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and even it sometimes had to disgracefully perform in 

official Japanese ceremonies, Yiwangjik Aakbu fought through the difficult times to 

save Aak which still exist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