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왕작 야약뷰원 양성 소의 음악교육 연 유

성기련(서울대학교 강사)

1. 머리말

[j ñ 1 왕직 아악부원양성소는 20세기 초 사회 ·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전통
- I 사회에서와 같은 세습적 음악 전승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아악부원을
양성하기 위해 1919년 이왕직 아악부에서 부셜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이 교육기관
은 이후 1950년대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거쳐 현재의 국립 국악중 ·

고등학교로 그 맥을 이어오며 많은 국악인을 배출해 왔고 근대 국악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에
대해서는 원로 국악인들의 수필 형식 회고문과 20세기 국악사 관련 기술에서 빈번

히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거나 또는 개괄적인 선에서
그치고 말아 근대 국악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 및 교과과정의 특정 등 총체적인 면
이 학술적으로 세세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한 혼란기 동안 이왕직 아악부와 관련

한 기록자료가 상당수 소설되었으므로， 당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아악부원양성소

l

이왕직 아악부의 음악교육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에서 발행된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에 원로들의 회고담 및 각종 자료의 형태로 정리된 바 있으며， 山本華子는 『직원록』 자료를 검토
하고 생존 원로 5인을 대담하여 이왕직 아악부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교육부분에 관해 다룬

바 있다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립국악원， 1991) 및 山本華子李王職雅樂部κ 關
숫&究究

『職員錄~t 聞흥取”調흉창中，~、 ì;::

振興財團， 2002) 참조.

-J ,

W좁f王學術論集」 제 20집(東京: 韓國文化돼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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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원로들이 생존해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검증을 통해 이왕직 아악부원양성

소에서의 음악교육의 특정과 의의를 논하는 작업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본고에서는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출신 원로 국악인들의 회고담 및 직
접 증언，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 관련 악보 및 기록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왕

직 아악부원양성소의 교과과정과 교수방법의 특징을 밝히고 더 나아가 아악부원양성
소의 음악교육이 근대 국악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체계화 및 근대화를 위한 변화

전통사회에서 궁중음악을 연주하고 전승해 온 악인들은 모두 세습 음악인이었

다. 장사훈과 성경린의 다음 글들을 통해 장악원의 세습 음악인 집안 출신의 연주
가들은 대부분 출생 후부터 음악인이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성장함에 따라
단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때 장악원 풍습은 이러했다 악사청과 전악청이 있었다. 전악청에는 兒童房 將來房

成才房 · 參上房의 네 반이 있고， 따로 처용무를 배우는 五相房이 있었다.

아동방은 섭이 · 삼세 되는 악인들이 음악 공부를 하는 곳이고， 여기서 업을 마치고
십육 · 칠세 되면 장래방에 들어가서 역시 음악 수련을 쌓게 된다 장래방에서 기량
이 우수해서 가위 일가를 이루게 되면 다시 성재방에 들고 師表 자격을 완전히 갖
추게 된 연후에야 비로소 참상방에 든다 다시 말하면， 초년반 · 중등반

고등반의

순서를 거치는 셈이다. 또한， 이들이 수업하는 방법에는 長牌와 所業房이 있었다‘
장패는 대개 삼월 삼일부터 구월 구일까지 육개윌 동안 매일 오전 구시부터 오후

육시까지 장악원에 출근해서 공부하고， 소업방은 쭈期 수업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대개 십일월 일일부터 십이월 이십사일까지 오후 육시부터 밤 열두시까지 수업한
다. 그런데， 소업방 수업은 악원에서 하는 수도 있지마는 대개는 스승의 집에 가서
배우는 일이 많았다. 이와 같이 장패 · 소엽방의 과정을 치르면서 아동방 · 장래

방 · 성 재 방을 거 쳐 참상방에 이르면 교사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 이 다 3
악원의 악인은 거의 세습이요 또 계급이 엄격하여 악사는 악사의 子↑至이었고

2

종희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원로로는 2기 김천홍， 3기 성경린

4기 김

· 이창규， 6기 이강덕 퉁이 있다 이창규에 의하면 4기생 중 2병 정도가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고 하는데， 일찍이 국악계를 떠나서 연락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2004년 8월 18일 이창규 대담
3 장사훈국악개요~ (서울

정연사，

1961) ,

2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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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공은 누대 악인이요 따라서 전악 이상의 가문은 대개가 거문고 · 가앗고 등 현
악을 전수하였고 악사들은 피리 · 젓대

해금을 자자손손 계승하는 것이었다. 악

인이 남자를 출산하면 벌써 그달부터 視을 받고 십여 세로 장성하면 비로소 악원
에 출사하는 바 성업에 따라 屬階가 自在하였다 즉 처음 악원에 틀면 아동방이니

여기서

2,

3년 동안 기초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다， 아동방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장래방에 진학되어 고도의 악과를 수습하는데 여기서 제법 ←家를 이루면 다시
성재방에 들게 된다- 그 뒤 오랫동안 정진함으로써 가위 범사격에 이르면 드디어

參土房에 列하는데 여간 재절로는 어려운 것이다 4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회의 세습적 음악교육 방식을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일
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고， 장악원에서와 같이 일반교육을 배제하고
음악교육만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도 없었다. 출생 직후부터 음악을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음악인으로 성장하여 활동하고 또 자손에
게 같은 직업을 물려주는 과정을 반복해 온 세습 음악인들에게는 장악원식의 교육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20세기 전반기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 지망한 학생

은 대부분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장악원에서 전승되어 온 음악을 접해 본 적이 없
는 초심자들이어서 전통적인 음악교육 방식이 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왕직 아악
부로서는 아악생들에게 이왕직 아악부에 전승되는 전통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전문 연주가이면서 동시에 큰대사회에 적합한 음악인으로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된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근대화시키는 데에 있어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은 김영제와 함화진이었다 5 김영제와 함화진은 장악

4 성경린한국음악논고~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6) , 177쪽 참조-

5 현재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장악원은 고종 34년(1 898년) 교방사로 개칭되었다

이후 순종 원

년 (1907년) 장악과라 불리며 국악사장 이하 305 인을 두게 되었으며 1911 년 다시 아악대로 개칭되

었다가 1925년 이후 아악부로 불리게 되었다 장악과 시절에는 악원(樂院)의 장을 국악사장이라

고 하였고 아악대 시절부터 악원의 장을 아악사장이라고 불렀으나， 현재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
사장과 아악사장을 구별짓지 않고 초대 국악사장인 김종남을 제 1 대로 간주하여 아악사장의 재임
기간을 따지고 있다， 1909년 10월 26일 초대 통감인 이토오 히로부미 (伊購博文)가 사임하고 제 2

대 통감 소네 코스케(曾爛克助)가 취임할 무렵 이남희라고 하는 비국악인이 잠시 제2대 국악사장
을 맡은 적이 있으나 이왕직 아악부 이래 국립국악원에서는 역대 아악사장의 계보를 꼽으며 이남
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의해 제 1 대부터 제 5대까지의 아악사장을 재임 순으로 나열하면 제 1
대 국악사장 (1907년 취임 ~1909년 사임)으로 김종남， 제 2대 국악사장 및 초대 아악사장 (1909년 10
윌에서 1910년 5월 이전 취임 ~1916년 사임)으로 함재운， 제 3대 아악사장 (1916년 취임 ~1929년 사
임)으로 명완벽， 제 4대 아악사장(1 929년 취임 ~1932년 사임)으로 김영제， 제 5 대 아악사장 (19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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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명문 음악가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은 특별한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유년 시

절을 보냈으나 소년 시절 갑자기 전악으로 임명됨으로써 악장으로의 소양과 지식
을 쌓기 시작했고 6 이후 빠른 승진을 거쳐 40대 중반에 파격적으로 아악사장에 임
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영제와 함화진은 이미 제 3대 아악사장인 명완벽의
재임시절부터 아악사로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왕직 아악부의 연주 및 교육과 관련
한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명완벽이 이론 및 행정에 그
리 밝지 못한 데다가 칠순 가까이에 아악사장으로 임명되어 상당히 연로하였기 때
문이다 7 따라서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설립 초기부터 김영제와 함화진 두 아악
사가 아악생의 교육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8 김영제와 함화진에 의해 이

끌어졌던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아악생 교육을 위한 변화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1)

교재용 악보의 제작

지금까지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서 학생들을 교습할 때 악보가 쓰이지 않았고

구전심수(口傳心授)식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9 아악부원양성
소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수업 시간에 쓰기 위하여 교재용 악보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10

취임 ~1939년 사임)으로 함화진이다 역대 아악사장의 계보 및 그 취임 과정에 관련해서는 국악고
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서울 은하출판사， 2αJO) ， 60냉7쪽 참조
6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75쪽 참조‘
7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 ~한국음악사학보 17집~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6) , 57쪽 및 성경린조선말과 근대를 이은 궁중음악의 인맥 j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럽국악원， 1991) ， 3쪽 참조，

8 아악부원양성소 2기생 김천홍에 의하변 입학 후 병완벽이 설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성경린에 의하면 명완벽은 1926년 당시 84세로 늦게 출근하여 자그마한 처
소에 늘 혼자 았다가 악원들의 합주가 잘못된 것을 가려내어 지적해 주기도 하였으며 일찍 퇴근

하였다고 한다， 2004년 8월 12일 김천흥 · 성경린 대담 및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
(I) j ， 52쪽 참조.
9

이는 1926년부터 5년간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 재학한 성경린이 『한국읍악논고』에서 당시

의 교수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당시 수업시간에는 악보 없이 수업했을뿐 아니라 꺼

내어 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라고 회고한 글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 수업시간에 악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1931년 3월 졸업한 371 생까지의 일이다 이에 대해
서는 다읍 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성경린한국음악논고~， 170-171쪽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71 생인 김천흥과 371 생인 성경린과 달리

4

기생인 이창규와 김종희는 수업 시간에 악보를 교재로 배포받아 사용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한
다 8월 18 일 이창규 대담 및 8월 7일 김종희 대담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133

아악부에서 악보를 만든 것은 김영제(1 883~ 1954) 의 주요 공적이라고 한다. 김
영제는 순조 때의 유명한 악사 김창하가 종증조부(從曾祖父)이고 초대 국악사장을

지낸 김종남이 양조부(養祖父)이며 가야금 연주자로 이름 높았던 김종표가 조부인
악원의 명문 출신으로， 가야금 전공이었지만 음악이론 등에 밝았다고 한다

11

김영

제가 아악생 교재로 쓰기 위해 악보를 만든 사실은 김천흥과 성경린， 장사훈 등이
공통적으로 기술한 바 있는데， 이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대금과 해금을 전공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가야
금， 양금 등의 악보는 따로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피리， 태금， 해금의 악보는 마땅
한 것이 없었으며 지도하시던 선생님들 역시 악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았었던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우리들은 실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악보를 채록
해 갔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정리， 발전된 것이 오늘날의 관악기보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뿌듯한 기

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악보작업의 완성에는 김영제 악사님의 커다란 노력이 숙
겨져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피랴， 해금， 대금의 연주를 시켜놓고 그 소리

를 들으며 악곡을 파악하신 후， 손수 그 곡들을 정간보에 젓리하셨던 것이다 12

괴정선생은 피리사범 최순영 선생， 대금사범 유의석 선셋

해금사범 이순룡 선

생 등에게 심제의 연주와 구음을 청취하면서 채보하여 나갔다. 선생은 비상한 음

감의 소유자로서， 실로 복잡하고 미묘한 관악 가락의 채보사업을 완성해 놓은 것
이다 이 사업 하나만으로도 김영제 선생의 이름은 영원히 불후일 거라고 생각한
다 13

오당 함화진 선생의 아악명인열전에 의하면 현재 전승하는 피리의 연주는 오로
지 고종 때의 악사 이인식 선생의 공적이라고 일컬었다 이인식 선생은 피리의 명
수로 당시 피리의 기예가 매우 침체한 것을 선생의 노력으로 정리하였다는 이야

기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악보로서 완전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이 또한 열전 중 괴정 김영제 선생조에

‘선생은 아악사장으로 악리를 연구하고

관악의 보법을 수정하고 참고서를 수집하여 악생의 교과자료에 보충하였다’ 는 내
용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설로 오늘날의 피리， 대금， 해금의 악보는 이것이 모두
괴정 선생의 고심 (苦心) 노력 (努力)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피라는 관악의 중
11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갈로(I) J ， 57쪽 참조

12 김천홍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서울

민속원， 1995) ， 43쪽 참조

13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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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이루어 최순영 아악사와 이봉기 수석의 연주를 빙거(떻據)하여 괴정 선생께

서 채보하신 것이었다 14

김영제님은 부조(父祖)대의 업을 이어 받어 가야고를 전공했고 지상(紙上)에
발표된 글은 없지마는 이론에도 투철했다

1897년 전악으로 임명되어 1932년 아

악사장의 직을 함화진님에게 물려주기까지 30여년 동안 아악에 공헌한 바 적지

않다 국악 자료의 모집， 악서편찬， 악보의 정리， 악기의 수리， 정말 그 업정이 크
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18년 15에 처음으로 부설된 아악생양성소의 교재 편찬에

는 특히 수고가 많았다. (중략) 우리 나라 전체 음악을 정 간보에 올려 악보화한
일이라던지 대악후보나 속악원보등 고악보를 상고하여 이제까지 연주되지 않던

음악을 재연시칸 공은 잊을 수 없다 16

이상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서 교재로 썼던 관악보는 김영제가 피리에 최순영

과 이봉기， 대금에 유의석， 해금에 이순용(=이순룡) 등 당시 아악부에서 활동하던
노악사들의 가락을 중심으로 하고 아악생들에게 반복 연주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얻어 직접 채보를 통해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관악보 제작의 경우 이에
관여한 김영제의 구체적인 행적과 제작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현악보 제작의 경우
에는 그 경위를 현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천흥에 의하면 현금， 가야금， 양금
등의 악보는 따로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17 아악부 현악보의 직접적 전신이
되는 악보에 대해서는 김천흥과 성경린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하지 않다. 그
런데 한국음악학자료총서로 영인된

아악부 악보’ 의 관악보와 현악보가 모두 동일

한 체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8 역시 현악보도 관악보와 같은 시기인 1920

년대에 다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현악보의 정리 작업에는 함화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함화진은 1900년대 말 명완

14 김태섭
15

· 정재국성경린

서문J ，피리 구음 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1983) 참조.

1919년 처음으로 아악생을 모집하였으나 장사훈이 1918년으로 기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

으로추정된다，

16 장사훈국악개 요~， 285쪽 참조.
17 2기생인 김천홍이 부전공을 배웠을 때

2004년 8월 12일 김천홍

· 성경린

양금보가 거문고보와 같이 묶여 있었다고 하였다

대담.

18 현재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영언된

아악부 악보 는 함화진 아악사장 시절 (1932~1939년)

전형철이 이왕직 아악부로부터 빌려가 펼생으로 하여금 베껴쓰게 한 것으로 1949년 이왕직 아악

부(당시 구황궁아악부)에서 다시 구입한 것이다 김영운은 이 악보에 실린 악곡의 상한선을 1929

년으로 잡은 바 있으며， 악보 해제에서 아악부 악보라 부를 것을 제안하여 현재 이러한 명칭이 통
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영운국립국악원소장 아악부 악보J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8권(서
울 은하출판사， 1989) ,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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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함께 조양구락부에 관여할 당시 현악보 정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명완

벽이 아악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양구락부의 악보 간행 작업이 어느 정도 이왕직
아악부로 연계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함화진은 ‘아악보 작성의 공이 있다’
고 평가되어 왔다 19

4기생인 김종희와 이창규가 공통적으로 매 시간 악보를 배부받아 수업을 했다고
하여 4기생이 입학하던 김영제 아악사장 재임시절인 1931 년 이전에 이미 교재용 악
보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에 쓰였던 교재의 하나는 471 생이었던
김성진이 소장하고 있던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 i'제 4회
아악생 교과철』에는 문묘제례악 악보， 종묘제례악 악보， 그리고 여민락 · 보허자

등의 피리 악보 21 7} 수록되어 있으며 , 악보뿐만 아니라 지 (鷹)와 약(麗) 등 악기의
제도

주법 - 자세 및 구음과 율명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는 4기

생 김종희， 이창규 등이 공통적으로 1 .2학년 악과시간에 배웠다고 증언하는 학습
내용과 일치하므로，징 즉 김성진 소장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은 아악부원양성소의
4기생이 1931 년과 1932년에 걸쳐 사용한 교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아악부원
양성소의 4기생들은 『제 4회 아악생 교과철』 외에 전공악과 시간에도 악보를 배부
받았는데， 가야금 전공 이창규에 의하면 봉해룡이 필사23하여 등사한 악보를 교재

로 사용했다고 한다. 성경린은 ‘김영제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악서 · 악보 · 악기 등
의 교재를 독당(獨當)하여 처리하다시피 했다’ 라고 회고한 바 있는데，장 이 자료를

통해 당시 김영제가 아악생의 교재를 매우 꼼꼼히 만들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있다.
19 장사훈국악개요~. 288쪽 참조

20 김성진 소장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표지 우측에는 ‘소화 6년 4월’ 이라고 쓰여져 있다. 즉

4기생인 김성진이 1931 년 4월 입학 후 지급받은 교과서의 모음인 것이다. 이 교과철은 남상숙 ·

이종숙 두 분이 제공해 주셨다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용할 수 있게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
린다
21 1 .2학년용 교재에 수록된 여민락 · 보허자 등의 악보는 피리보인데， 피리보가 수록되어 있

는 것은 김천흥， 성경린， 김종희， 이창규 등이 증언한 바와 같이 3학년 때 전공악기를 배우기 전
당피리와 향피리로 짧은 악곡을 배우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강 아악부원양성소 재학 당시의 학습내용에 대한 원로들의 회고담 빛 증언 기록과 「제 4회 아악
생 교과철」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제는 다음 장에서 하겠다

깅 아악부원양성소 3기생인 봉해룡은 아악부와 국립국악원 필사 담당이었다고 한다， 서한범(국
악사 양성소 4기)에 의하면 국악사 양성소 초기 시절에도 봉해룡이 필사한 악보를 교재로 사용하

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악사 양성소 시절의 악보는 아악부 시첼과 달리 32정간보를 쓰지 않고 16
정간보를 썼다고 한다 2004년 8월 27일 서한범 전화 대담
24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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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악이론 교육의 시행
아악부원양성소에서 쓰인 교재용 악보를 완성하여 교육의 체계화를 이루는 데에
김영제의 공이 컸다면， 함화진 (1884~ 1949) 의 공은 양악교육을 도입하고 오선보채

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음악교육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함화진은 증조 함윤옥이 악사직에 봉직한 이래 조부 함제홍이 헌종 때 전악을 지내
고 부친 함재운이 제 2대 국악사장을 지낸 악원의 명문 집안 출신이었지만， 소학

교 · 일어야학교 · 중동(中東)학교 부기과를 졸업하는 등 신학문 · 신지식의 소유자
이기도 했다 엉 함화진의 이러한 독특한 이력은 그가 제 2대 아악사장 명완벽의 재
임 시절 이래 이왕직 아악부 소속 악인들의 레코드 취입， 라디오방송 출연과 이습

회 개최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이왕직 아악부가 근대사회에 맞도록 변화를 꾀
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함화진은 아악부원양성소와 관
련한 정책 결정에도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어

수업과 함께 양악이론 수업을 시행한 것이다. 함화진이 이와 같은 새로운 과목을
아악부원양성소의 교과과정에 도입하게 된 의식의 전환과정은 함화진의 다음 회고
문에서 잘드러난다.

전일 양악대가 이왕직이 되었다가 경비 문제로 부득이 해산하게 될 때에 아악
생에게 양악을 가르치면 일거양득이라 하여 나에게 동의를 구하여 왔다. 이때에

나는 대답하되， 지금 아동들의 심리 상태와 현실 정세로 보아 외국의 것이라면 무
엇이나 무조건 하고 추종하는 이 때에 만일 아악생에게 양악을 가르치게 되면 아
악생의 정신은 고전악보다 훨씬 취미를 붙여서 양악에 기울어질 것은 필연의 사
실이라 그러한즉 아악은 필경 그 이름만 남을 것이니 절대 불가라 거절하였다

그러한 지 약 10 년 후에 사회 정세가 급변하고 외국 문화가 접종하여 유입함에

따라 아악이 세계척으로 진출하고자 하면 먼저 과학적으로 발달된 셔양 음악을
참고하여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각오하고 당국에 제의하여 양악의 기
초 상식을 가르철 필요가 있은 즉， 양악 교사 한 명을 용멍하고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할 것을 청구하여 양악의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서양 음악의 기본
상식이라도 배우자연 자전(字典)쯤은 찾아볼 정도로 영어과를 가르치게 하엿으
니 이때의 정세가 이만치 변환되었고， 또 이만한 설계에는 상당한 노력과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26

염 성경련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 64쪽 및 성경린조선말과 근대를 이은 궁중음악
인의 인맥 J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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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30년대에 들어 함화진은 또 한 차례 타의에 의해 근대적인 사고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와 과정은 아래 이혜구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1934년 방송국이 일건 한국의 자랑인 아악을 일본 전국에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아악사장 함화진씨는 아악이 궁 밖으로 공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방송국의 요청을 불리쳤다. 방송국측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더욱 소

개하고 싶어 이번에는 이왕직 장관에게 공문서를 보내어 허가를 얻는데 성공하였
다. 상관의 명령으로 싫은 것을 해야할 아악사장 쪽은 앙앙불락이었다 함화진씨
와 나는 아악사장에게서 아악에 관한 지식을 많이 배웠고 그분도 어려운 일이 있
으면 나에게 상의하게 되어 더욱 더 친하게 지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악이 속세
에 나오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에는 희귀한 고대예술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그 빛

을자랑하고있다강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에서 양악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1928년이고 궁중

음악이 처음 라디오 방송을 탄 것이 1934년이다 따라서 함화진도 고심 끝에 새로
운 사회문화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고 이를 아악

부원양성소 및 아악부의 행정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함화진의 이러한 사고의 전환
과 관련한 궁극적인 배경이 조선 아악을 보급시키고 근대화시키려는 목표를 위한
것이었음은 1939년 10월 8 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수록된 그의 회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28

아악부원양성소에서 본격적으로 양악이론 수업이 시작된 것은 371 생부터였다.
처음 양악이론 수업은 전 이왕직 양악대장29 백우용이 1928년 아악의 오선보 채보
작업을 위해 촉탁으로 임명되면서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백우용은 오선보

채보 작업에 열중하던 중 1930년 6월 병을 얻어 타계하였다 30 백우용 이후 이가라
시 테이자부로(五十凰爛三郞)가 후임으로 왔으며 1933년 무렵부터는 일본에서 서
양음악을 공부한 이종태가 양악이론 수업을 맡았다 31 그 외 이시가와 기이치(石川
% 한병희

· 송혜진

윤중강우리국악100년~ (서울: 현암사 .2001). 115-117쪽에서 재인용.

27 이혜구나의 30대 J.

희수기념 만당 속문채록~ (서울: 천보인쇄주식회사.

1985).

405-때6쪽

차조

28 한명희

송혜진

윤중강우리국악~. 113-114쪽 참조

영 이왕직 양악대는 1915년 일단 해산되었다. 장사훈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1974).

223쪽 참조
%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23쪽 및 장사훈국악개

요~. 2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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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一 )32의 경우 1930년대 중반 매년 여름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아악의 오선
보 채보 작업을 하면서 원하는 아악생 및 아악수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작곡과 양악

이론 교육을 했다고 하여 33 역시 어느 정도 양악 교육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아악부에서 전승하고 있던 ‘아악’ 즉 궁중음악의 오선보 채보 작업은 영친
왕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씩 아악부에서는 오선보 채보 사업을 상당히 비중있게 추

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시가와의 오선보 채보 작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실제
채보는 전공에 따라 아악부원양성소 371 성경린， 이주환， 이석재와 4기 장사훈， 김
기수， 이덕환， 이창규， 김철영， 주성배 등이 나누어 했고 이시가와는 471 생 김종희

의 도움으로 총보로 정사하는 것만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35 이는 이시가와가 채
보 작업을 한 후 첫 피아노 시연회를 가지자 아악부의 소장 음악인들이 채보상의
문제로 인해

‘조선의 아악’ 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여 그와 타협을 하였기 때문이라

고 한다 36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의 음악인들이 이시가와의 오선보 채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선보 채보 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함화진이
도입한 양악교육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아악부원양성소의 양악 교육 시행의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함화진이 의도했던 근대사회에 걸맞는 음악인 양성이
라는 목표는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1 이창규에 의하면 4기생이 3학년이 되던 해부터 이종태가 양악이론 수업을 했다고 하므로，

1933년에 이종태가 부임한 것이 된다 2004년 8월 18일 이창규 대담32 송혜진이왕직 아악부와 인연을 맺었던 바깥 사람들J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립국악원， 1991) , 145-146쪽 참조.

영 2004년 8월 18 일 이창규 대담
% 성경린의 회고록에 의하면 영친왕이 아악의 악보채보를 지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27년 유럽여행을 떠났던 영친왕은 유럽의 왕실 등에서 예전의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한다 이왕전하는 우리나라에도 수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아악이 있다고

자랑하셨다는데， 이때마다 유럽의 원수들은 그 좋은 ‘조선의 아악’을 오선보나 음반에 수록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친왕은 1928년 유럽에서 이왕직으로 급히 전보를 띄우고， 아

악을 양악의 오선보로 채보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아악부는 이날부터 악보 채보사업에 들어갔다
그전에도 악보채보사업은 김영제 선생 등에 의해 추진돼 왔지만，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I) J ， W한국음악사학보~ 18집 (경산: 한
국음악사학회)， 68쪽 참조.
E

일본측에서는 이시가와의 채보 작업에 대해 다나베 히사오가 몇십년 동안 이시가와가 공들

인 작업의 완성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 I 日支音律

關係￡李王家륨樂'J ，東洋音樂昭究~ (동경: 동양음악학회， 1939) , 제 2권 제 1호 참조.
% 장사훈국악개요~， 255-2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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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및 교수방법 고찰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운영되었고. 171 생부터 771 생

까지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7기생의 경우 1945년 입학 당시 일본측의 패전의 기운
이 짙었던 영향으로 이왕직 아악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광
복이 되어 이왕직 아악부가 와해되자 실질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악

부원 양성소는 실질적으로 1 기생에서 6기생까지 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기부
터 6기까지 아악부원양성소의 교과과정은 악과를 공부하면서 일반학과를 병행하도
록 되어 있었으며， 음악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나뉘고 이론과목은 아악

이론， 양악이론， 보법창가 등으로 또 실습과목은 다시 보통악과와 전공악과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일반학과와 이론과목의 경우에는 이왕직 아악부에 촉탁으로
와 있는 학자 또는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악과
와 전공악과는 이왕직 아악부 소속 악사들 중 사범급 이상인 아악사장， 아악사， 아

악수장 등이 가르쳤다 37 거문고와 가야금 등은 아악사장과 아악사가 맡아서 가르
쳤고 그 외 대부분의 악기는 사범급인 아악수장이 가르쳤으나， 다만 271 생 재학시
절 해금 전공과 같이 아악수장 중 특정 악기 전공이 없는 경우 아악수가 가르치기
도하였다 38

아악부원 양성 소 규정 은 1920년 처 음 제 정 된 이 래 1922년 . 1926년 . 1931년

1941

년 이렇게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아악생양성 규정을 참고하면 제 1 기 이후 점진적

으로 학제와 교과과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악과 및 학과 모두 점차 과목수가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정원은 1 기생 9명 .271 생 이후 18명

6기생 이후 30명으로 증원

되었다 39 이번 장에서는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교과과정 및 교수
방법을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의 변천과정’ 과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학습내용’
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37

1920년대 이후 이왕직 아악부의 직제(職制)는 아악사장， 아약사， 아악수장， 아악수， 아악수

보의 5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김천흥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110쪽 참조，
38 2003년 9월 16 일 김천홍

성경린 대담(오용록 자료 제공)

39 ~국악연혁~ (서울: 국립국악원， 1982) ， 140-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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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 및 교수방식의 변천과정
@제 1 기

제 171 생은 1919년 입학하였는데， 홍보가 덜 되어 신입생 9명 중 8명이 아름아름
으로 온 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의 친척 또는 자제였다고 한다.때 제 1 기생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기생 모집 다음 해인

1920년에야 아악생 양성규정이 정해진 것을 보면 첫 해에는 교과과정의 틀도 완전
히 잡혀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 3월 29일 개정된 아악생 양성규정에
의하면， 매년 4월 봄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해 3월까지를 1년 교육과정으로 산정했
을 때 만 3년 동안 교육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1920년 당시

‘현재의 재학생’

즉

1919년에 입학한 제 171 생의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입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41

1920년 아악생양성규정에 부기된 아악생의 매주 시간표는 〈표 1)과 같으며

년 제정

1920

‘아악생 학과배정표’ 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양 〈표 1)

중 ‘성악’ 이란 김천홍에 의하면 종묘제례악과 연례악43의 구음 학습용을 말하는 것

〈표

과늙팩칸~
학과목

1) 제 1 기생 매주 시간표

악리
성악
한문

습자
수신

일어
실습

악조

기악

계

3학년

2학년

1 학년

6
6
2
2
2
2
13

6
6
2
2
2
2
악조·기악·일무 13

33

33

6
6
2
2
2
2

‘
악조

뼈 성경린현대국악개관J ，한국예술총람 개관편~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 기악·

악장 13

33

1964) , 459쪽 참조，

41 ~국악연혁~， 140-141 쪽에서 재인용.
42 ~국악연혁~， 141 쪽에서 재인용，

43 아악부원양성소에서는 실제 악곡과 악기를 배우는 악조 및 기악 등의 실습과목을 크게 제례

악

연례악

· 전공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연례악이란 궁중의 연례 혹은 의식 등에 쓰이던 음악으

로 제례악을 제외한 곡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 낙양춘， 보허자， 여민락’ 퉁이 여기에 해당한

다’

얘 김천홍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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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1 기생 학과배정 (1920 년 제정)
학습내용

1 학년

악조

문묘제례악 6궁，종묘제례악곡

기악

편종， 편경， 특종， 특경， 금， 슬，

소， 훈， 지， 약， 적， 진고， 절고， 축， 어， 박， 필률(=당피리)
2 학년

3학년

。~3::

종묘제례악곡

기악

편종， 편경， 방향， 필률(=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대금(大金) , 진고， 절고， 축， 박

일무

문묘제례 일무(문무， 무무)， 종묘제례 일무(보태평지무， 정대업지무)

악조

여민락， 령， 보허자， 만， 낙양춘， 정읍， 영산회상， 평조회상， 별곡， 취타， 가곡

기악

편종， 편경， 방향， 필률(=당피리

향피리)， 대금， 해금， 장고， 좌고， 건고，

현금，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박

악장

종묘， 경효전， 의효전， 경학원
"---

이고， <표 2) 의

‘악조(樂調)’ 는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영산회상 등 실제 악콕의

학습， 그리고 ‘기악’ 은 실제 악기 연주법의 학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 2)과 〈표
2) 를 통해 볼 때 1920년 아악생양성규정에 의해 제 1 기생에 적용된 교과과정의 경우
학과의 비중에 비해서 악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악과 중에서도 실제 연주와 관련

된 악조 · 기악 · 악장 · 일무 수업 시간이 음악이론 수업 시간의 2배이다. 이를 통
해 초기 아악부원양성소는 전공악과에 상당한 비중을 둔 음악교육을 추구했음을
알 수 았다. 이러한 점에서 1 기생의 교과과정은 전통사회 장악원의 음악교육 전통

과통하는점이 많다.

@제 2기

제 2기 아악생은 1922년 봄 - 가을 두 번에 결쳐 각각 9명씩 모집되었다 현재 국
립국악원에는 아악부원양성소 제 2기생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제 2기생을 1921 년에 모집했다는 설과 1922년에 모집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 설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1921 년보다는 1922년에 제

2기생을 모집했다는 설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형 김천룡에 이어 한
학기 뒤인 1922년 가을에 추가 입학잭 즉 편입했다 는 2기생 김천흥의 회고담에는
입학 후부터 4학년까지의 학습과정이 당시의 여러 정황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의 증언이 왜곡된 기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 당시 봉학기는 4월에 시작하고 가을학기는 10월에 시작하였다

1920년 제정된 아악생양성규

정 8조에도 아악생의 학년은 4월 1 일에 비롯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마친다고 규정하고 었다
『국악연혁~， 14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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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둘째. 1920년 3월 29일 아악생의 재학 기간을 만 3년으로 정했는데 바로 다
음 해인 1921 년에 바로 1 년 전 제정된 규정을 어기며 새로 학생을 모집했을 가능성

이 적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921년에 2기생이 입학했다는 설을 신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조선총독부에서 예산을 문제삼아 이왕직 아악부의 존폐 여부를 논
했던 시점에 아악부가 아악생을 모집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정황상의 판단 때문。171

도하다
제 271 생 모집과 관련한 유일한 1920년대 기록은 『朝蘇雅樂要寶』으로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고 다나베 히사오가 저자로 알려져 있다 47 이 『朝蘇雅樂要寶』중 아악

생 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大正八年 雅樂生九 À( 見習生)7 新幕養成^’
年 第二며雅樂生九 À7 幕集^’

‘大正十一年七月 雅樂生九 À7 增幕 ν 第二며雅樂

生二編入久’ 의 세 줄로， 직역을 하면
성함，’

‘大正十

1919년 아악생 9명 (견습생)들 새로 모집 · 양

‘1921년 제 2회 아악생 9명들 모집함，’

‘1922년 7월 아악생 9명들 증모하여

제 2회생에 편입함’ 이다 48 이 기록을 근거로 자칫 제 2기 아악생을 대정 10년 (1921
년)과 대정 11년 (1922년)에 두 번 뽑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

여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성’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
정 8년(1 919년) 기록을 제외한 1921 년과 1922년 기록은 모집을 시작한 시점을 언급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271 생 모집과 관련한 이 기록은 271 생이 입학한 시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입생의 모집 공고는 그 전해 말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922년 4월에 입학한 초기 입학생 9인도 그 전해인 1921년 말에 모집
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따라서 다나베는 271 생의 모집이 1921년에 있었다고 기록
한 것이다.앵 그리고 입학생을 9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는 아악생양성규정이

1922

년 6월 16 일에야 개정되자 .50 1922년 10월에 입학했던 추가 입학생은 7월에 들어서

%

김천흥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참조

47 r朝蘇雅樂要寶』은 윤명원에 의해 다나베 히사오가 저자이며 1921 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수현은 1926년이 『朝蘇雅樂要寶」의 작성 연도임을 밝혔으며 , 이 책의 저

자가 다나베 히사오가 아니며 이왕직 아악부에서 펀찬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제기하였다. 윤명
원이왕직아악부 시대의 엽적 J.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J (서울. 국립국악원. 1991) 및 김수

현다네베 히사오의 ‘조선음악 조사’ 에 대한 비판적 검토J ，한국음악사학보J22집(서울
음악사학회 ,

1999)

한국

참조

앵 『朝蘇雅樂要寶J (국립국악원 소장본 청구기호 679.09-조738A) ， 67쪽 쪽수는 공동연구자 이

정희가 부여한 것을 따랐음.
49 단 1919년의 경우 아악생양성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공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악부원의

자제 및 친척을 급하게 모았음을 고려할 때 1919년 초에야 모집을 시작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143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2기생 모집에 있어서 처음에는 1 기생과 마찬가지로 9명을 뽑았다가 뒤늦게 9명

을 추가모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21년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조선아악 관
련 조사보고51 이후 이왕직 아악부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 영향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1922년 6월 16 일 개정된 아악생양성규정 제 5조에 의하면 재학기

간을 이전의 만 3년에서 만 5년으로 연장하였으나， 52 1922년 4월 이미 제 27] 생의 절
반을 뽑았으므로 재 학기 간과 관련한 이 규정은 3기 생 이후로 적용되 었다.않 1922년
에 입학하고 1926년 졸업한 2기생의 재학 기간은 4년이었는데 54 이는 재학기간이
3년이던 제 1 기생과 재학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저1]37] 생 사이의 과도기적 양상이었

을것이다.
27] 생은 몇 가지 일반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분히 악과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17] 생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 2기생의 경우 특기할 점은 당시 일부 학
생들에게

‘겸공(薦攻)이라고 하여 비파 및 양금과 같은 부전공 악기를 하나씩 더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1 기에 없던 비파 등의 부전공을 2기생에게 교육한 것

은 이왕직 아악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와 음악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
적으로 선전하고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50 ~국악연혁 J ， 141 쪽 참조，

51 다나베 히사오의 한국 방문 일정에 관해서는 송혜진이왕직 아악부와 인연을 맺었던 바깥
사람틀J ，이 왕직 아악부와 음악인틀~， 143-145쪽 창조

52 ~국악연혁 J ， 141 쪽에서 재인용‘
%

여기서 제2기생을 1921년에 모집했다는 설의 진위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경린

은 아악부 관련 기술에서 1922년에 2기생이 모집된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현대국악개관」에서는
1921 년에 2기생을 모집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4기 .5시 .6기생의 모집 연대가 모두 잘

못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없으며 착오에 의한 잘못된 기술로 보인다. 한편 김천룡의 사위 남정우
가 최근 기술한 『노하의 계절』에도 2기생인 김천룡이 1921 년에 입학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천룡이 1921 년 입학하고 한 학기 후인 1922년에 김천홍이 입학했다’ 고 기술하는 등 정확

한 연대 고증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2기생이 1921 년 모집되었다는 셜은 신빙성
이 낮다‘ 다만 지금까지 1921 년 입학설이 있어 왔던 것은 3기생이 입학한 1926년부터의 재학기간

이 5년이었던 탓에 2기생의 경우에도 졸업연도인 1926년의 5년 전에 신입생을 뽑은 것으로 잘못
추정해 온 탓이 아닐까 판단한다. 장사훈이 기술한 『국악대사전』에서는 아악부원양성소의 1 기생
이 1917년 입학했고 2기생은 1921 년 입학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아악부양성소 471 생인 저자의

입학 당시 재학기간이 5년이었던 점을 잘못 적용해 생긴 착오로 보인다. 성경린현대국악개관J ，
『한국예술총람 개관펀 J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64) , 59-60쪽 남정우노하의 계절 J (서울
2001 , 은하출판사)， 39→58쪽 및 장사훈국악대사전J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615쪽 참조‘
%

엄밀히 말하여 1922년 봄학기인 4월에 입학한 9명의 경우 4년을 재학하였지만， 가을학기인

10월에 추가입학한 9명의 경우 3년 6개월을 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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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을 배정받은 학생들의 경우 171 생 55과 함께 밤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곤
했다는 김천홍의 증언으로 미루어 2기생도 1 기생과 마찬가지로 장악원 전악청의

장패(長牌)와 소업방(所業房)에서 행해졌던 전통적 음악교육만큼이나 집중적인 음
악활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린에 의하면 271 생의 음악실력이 매우 뛰어
났다고하는데 56 이는학과및 음악이론수업 등에 대한부담감이 상대적으로적어

서 아악생들이 전공 및 부전공 악기 교습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일 것
이다

@

제 371

371 생이 입학하던 1926년부터 5개년 제도가 확립되었고 응시자는 보통학교 5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으며 일반 학과 및 악과 과목이 대폭 늘어나는

등 아악부원양성소는 제도 및 교과과정의 체계가 더욱 잡히게 되었다 .371 생은
271 생과 달리 정식으로 일어

1.

한문 · 산술 및 성대시험 57으로 구성된 입학시험을 치

고 들어온 학생들이었다 58 당시 아악부에서 청사 정문에 공고한 371 생의 모집규정
은다음과같았다.

55 1 기생은 졸업 후에도 부전공을 2기생과 같이 배우거나 정재공연에 271 생과 함께 참여하는
등 계속적 수업을 통해 아악부원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2기생 김천홍의 경
우에도 아악수보가 되고 나서 가곡을 비롯하여 중국어， 영어 등 여러 과목의 수업을 받았다고 하

였다. 김천홍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참조，
%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 OIh 73쪽 참조.

57 성경린에 의하면 성대시험이란 흑판에

‘나

누

너 ·노

느’ 의 다섯 글자를 적어 놓고， 선

생이 발음하는 대로 따라 부르라 이르고， 낮은 음 나에서부터 차례로 높여 제대로 따라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신입생들의 기본적인 음악적 자질을 가늠하는 시험이었다. 국악고등학교동창회，
『관재성경린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30쪽 참조
% 김천홍의 증언 및 1926년 개정의 아악생양성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만 받던 1.2기생과 달

리 3기생부터는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김천흥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56쪽 및 『국악연혁~， 141-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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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 저13 회 아악생 모집 광고 >59

•. 모집원수 · 十八인(경성부 호적에 있는 자에 한함)
- 자격 보통학교 五학년 정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연령 - 만 十-세부터 十七세까지
.시험·일어-한문，산술·성대-신체검사

•

수학년한-五개년
마감

· 三월 三十→일까지

재학 중은 월수당 및 학용품을 지급함
기타 상세사는 본부에 내문할 것

대정 十五년 三월 르十→일
경성부운니동九八번지

이왕직 아악부
전광(電光) →二五八

371 생은 아악부의 노악사들에게 배운 마지막 세대이다. 성경린에 의하면 재학
시절 김영제

함화진의 아악사 2인， 그리고 이수경， 최순영， 유의석， 박덕인， 안덕

수， 박덕현의 아악수장 6인 60이 주로 악기 및 악곡 관련 수업인 보통악과와 전공악
과를 맡아 가르쳤다고 한다 노악사들의 경우 가야금， 거문고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악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수업도 악보 없이 구전심수로 받는

전통적인 교수방식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잡한 관악보의 경
우 교사가 악보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후 악
곡을 공책에 악보로 기록하곤 했다고 한다 다음은 371 생의 전공 악과의 교수방식
에 대한 성경런의 회고이다.

스숭이 참고로 하는가는 별로 하고 사제간의 교수에 있어 전혀 악보가 개입되
지는 아니하였다. (중략)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서의 악보는 사제 공히 부질없
는 것이어니와 학생이 비망(備忘)으로 뒤에 악콕을 기보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

다. 그렇더라도 배우는 자리에선 아니되고 배우는 자리를 떠나서 비로소 허용되
었다. 악보는 정간보에 율보로 기보되었는데 복잡한 관악보는 교사가 제작하여

반포하기도 하였으나， 교수시간에는 일체 내어볼 수 없었다 나의 경험으로 미루

어도 내가 전공한 거문고의 악보， 즉 〈여민락>. <영산회상>. <보허자>. <가곡〉 등
의 제악보는 내 스스로의 기보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선생의 악보를 필기하진 아니
하였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의 기보상의 차이는 있어도 그 원점이요 대강에 이동

59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구순기념논문집 국악의 뒤안길~. 129쪽에서 재인용
%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5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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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同)은 있을 수 없었다 61

371 생은 하규일이 1926년 처음 아악부원양성소에서 교수하게 되자 처음 정식으

로 가곡을 배우게 된 세대이기도 한데， 가곡의 교습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교수방
식이 적용되었다. 당시 하규일의 가곡 수업에는 이미 졸업을 하고 아악부에서 아악
수 및 아악수보로 있던 171 생과 2기생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특별 교과목’ 이라고

하여 참가하였다고 하는데，앙 함께 참여한 김천흥의 회고에 의해 가곡 수업시간의
악보 활용 상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가곡을 공부하게 되자 강의시간마다 고령이신 하선생께서 정간보에 교재로 쓸

가곡을 손수 채보해 가시며 그 악보로 지도해 주셨다 그때만 해도 교재로 쓸 만
한 가곡악보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하선생께서 쓰셨던 악보의 간수
는 지금과 달라서 32칸의 악보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음정， 박자， 가사， 창법， 시김새 등까지 자세히 구분해서 악보화하셨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선생께서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들에게 그날 배운 악보
를 건네주시며 베껴서 공부하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면 분펼글씨를 잘 쓰는 사
람이 32칸 줄이 새겨져 있는 큰 칠판에 써놓았고 우리는 그것을 베껴 적어 공부했
였다 이렇게 하선생에 의해 최초로 작성된 성악 악보가 남창가곡 40여종， 여창가

곡 27종， 가사 8종， 시조창 다수 등으로 계속 전해지게 되었다 63

이상 371 생부터 아악생의 교과과정과 아악부원양성소의 학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대적으로 틀이 잡혀가고 있었지만， 실제 악과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악보 없이
구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악보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보다

우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기부터 김영제가 중심이 되어 교재용
악보 제작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371 생의 경우 이와 같이

‘교습 이후 악보 활용’

의 교수방식이 적용된 것은 당시 교사 중 노악사들이 악원에 즐비하고 있었고 64 이
들은 전통사회에서 악보없이 구전심수(口傳心授)식의 음악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악곡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악보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일부 관악곡이나 가곡의 경우 수업시간 이후 교사에게 악보를
61 성 경 련한국음악논고~， 170-171 쪽 참조
62 김천홍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69쪽 참조‘

% 김천흥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59쪽 참조
%

성경련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 ， 5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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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받거나 또 학생들 스스로 악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제 4기 이후
1931 년 입학한 4기생의 경우에는 18명 모집에 180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여 65 아

악생도 더욱 다양한 이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기

생과 마찬가지로 학과시험과 함께 및 간단한 음악성을 시험받고 입학한 4기생은
이전 아악생들보다 더 다양해진 교과목을 공부하게 되었다 66 다음은 1931 년에 개
정된 아악생양성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아악생 증가학과수업 총시수 일람표’

중

악과에 관한 것만을 추린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31 년 당시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
〈표 3) 雅樂生 增加學科授業 總時數 -寶表( 1931 년 개정 )67
제 1 학년

제 2 학년

제 3학년

제 4학년 제 5 학년

普通科

聲樂

O

。

O

O

。

·專攻科

器樂

O

O

。

0

O

~

實習

。

0

O

O

O

科

合奏

。

。

。

0

O

O

O

품

歌科

비고

795

夏樂 177

歌

。

O

O

2055
882
69
172

舞

0

。

O

152

樂章

察樂 135
專攻 483
歌曲

123

歌詞 40
時調 9

舞科

{양舞 90
普通舞法62

樂
理
科

樂理

雅樂理論

O

O

품樂通論

。

0

諸法Q읍歌

O

O

0

O

490
98
294
49
49
49
49
48

。

O

품響學

。

융樂史

O

품樂原理

0

作曲法

O

合n릅

。
L-

___

득

'----

65 2004년 8월 8일 김종희 대담
66

2004년 8월 8일 김종희 대담에 의하면 4기생 김종희에 의하면 입학 당시 학과시험과 함께 창

가를 부르는 창가 시험과 피아노로 두， 세 개의 음을 치고 그 중 한 음이 어떤 음인지 알아맞히는
매우 간단한 청읍 시험을 보고 입학 여부를 판가름했다고 한다 단， 같은 4기생인 이창규의 경우
2004년 8월 18일 대담에서 음악과 관련한 입학 시험을 치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371 생 때에 이미 성대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4기생의 경우에도 음악적
자질을 알아보는 시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창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종희의 증언
대로 4기생 입학 시에 간단한 창가 시험과 청음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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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목은 크게 음악과목과 악리과목으로 나뷔었고 음악과목은 다시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 그리고 노래과， 무용과 등으로 나뉘었으며 악리과목은 아악이론 및
음악사， 음악원리 등으로 세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1931년부터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과목의 증가보다도 아악부원양
성소의 핵심 교과목인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교수방법이 달라진 것이었다. 보통

악과란 1.2학년 때 배우는 것으로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과 당피리 · 향피리로

몇가지 연례악 소곡을 익히는 것이고， 전공악과는 개별 전공악기의 실습을 말하는
것으로 영산회상 등 여러 악곡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68 교수방법의 차이란 371 까

지

‘교습 이후 악보 활용’ 의 방법이

‘교습 당시 악보 활용’ 의 방법으로 바뀌면서

나타난다. 성경린은 5년제 및 입학시험의 확립으로 인해 1926년 3월 제 371 아악생

의 공모는 비로소 궤도에 올라서 아악생 양성에 있어서 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어 마
땅하다고 하였으나 69 교수방법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1931년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차이는 1931년 직전부터 서서히 일어난 교사들의
세대교체와 연관이 있다.

1931년을 전후하여 많은 수의 노악사들이 연로하여 사임하거나 작고하고 아악부
가 크게 물갈이되었다 1929년 아악사장 명완벽의 서거를 계기로 1 기 김득길(이후
김덕규로 개명) . 병호친 · 박창균 세 명이 아악수장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2기 장
인식이 김천홍과 3차의 접전 끝에 아악수장이 되었으며 얼마 안 있어

271 이병성，

김천룡， 김천홍이 차례로 아악수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7。 이러한 아악부 개편의
영향으로 아악수 및 아악수보로 재직하던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의 선배들이 1931년
에 입학한 471 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71 김천흥과 이창규의 회고를 통해 2기
생과 4기생의 악과별 - 전공별 교사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1931년 이후부터 기존의 교사들과 함께 아악생을 가르치게 된 1.2.371 생 김득

길(후에 덕규로 개명) . 이병성， 장인식， 김천룡， 김천흥， 김영윤， 이석재 72 등은 학
67 W국악연혁~. 142-143쪽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은 보통악과

· 전공악과의 학습내용은 271 생 김천흥 .371 생 성경린， 4기생 김종희 및

이창규가공통적으로증언하는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다음절에서 보다자세히 다루겠다
69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29쪽 참조，
70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75-76쪽 참조.
71 4기생을 가르쳤던 김천흥은 1920년대 말까지는 노악사들이 많았으므로 3기생은 가르치지 않

았고 4기생부터 가르쳤다고 하였다 2004년 8월 12 일 김천홍 · 성경린 대담.
72 표 작성에 참고한 회고담 및 증언은 다음과 같다

김천흥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33쪽 및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33쪽. 2004년 8월 18일 이창규
대담 단， 4기생에게 피리를 가르친 김덕규의 경우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의 사진자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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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기생 및 4기생의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교사 변화73
2기

세부과목

1.2
학년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악과

편종·편경
지

방향·북

훈-약·적·소

편종

편경·방향

절고

진고·대금

장고·박·당피리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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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고익삼， 박덕현，
안덕수

구음
당피리

함화진

김득길〔→ 덕규〕

이수경，강희진，유의석

이병성 (2기)

당피리: 최순영

김득길 [• 댁규J (1 기)

연례악

당피리

최순영

김득길 [• 덕규J (1기)

샤」、-그「Z

향피리

최순영

이병성 (2기)

3학년

가야금

함화진-김영제

함화진 - 김영윤 (3기)

이후

거문고

함화진·이수경

이수경

대금

유의석

- 장인식 (2기)

김천룡 (2기)

이순용(대풍류)
전공

해금

이원끈〔→원성〕

김천홍 (2기)

(중광지 곡 · 가곡반주)

악과
피리

최순영

최순영 - 김득길〔→덕규J(17])

생 시절 ‘교습 이후 악보 활용’ 을 하여서 노악사들과 달리 악보가 익숙한 세대들이
었기 때문에 교습에 있어서 악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471 생이었던 해금 전공 김
종희와 가야금 전공 이창규는 1 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수업 시간에 항상 악보를 꺼
내어놓고 수업받았다고 하였는데

1931 년부터는 김영제가 중심이 되어 1920년대

초부터 제작을 준비해 온 아악생 교재용 악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쓰이게 된 것
이다.강
고 추가한 것이다 4기생 이창규는 가야금을 포함한 여러 전공의 교사틀을 일일이 잘 기억하고 있
었으나 피리의 경우 최순영 이외에 젊은 교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창규가 이와 같이

김덕규가 전공교사로 활동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4기생의 전공수업이 시작된 1933년
김덕규가 요절하였기 때문이다 김덕규 사망 후 4기생의 피리 전공 수엽은 한동안 최순영 아악사
혼자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5기생 김태섭과 6기생 이강녁이 이석재 (3기생)로부터←피리를 배웠

다고 하므로， 김덕규의 후임으로는 이석재가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처 표 속의 인물들 중에는 유년 또는 청년 시절 사용하던 이름을 이후 바꾼 경우틀이 있다 예
를 들면 해금 천공의 이원근이 피리 전공의 아악부 선배 이원근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원
성으로 개명하였고， 김득길은 이후 김덕규로 개명한 것 등이다

개명한 경우에는 팔호처리하여

새로 바뀐 이름을 병기하였다
껴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에 수록된 4기생의 수엽 모습을 찍은 사진자료들을 보면 대금

전공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악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악보 사용은 피리， 거문고 전공

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었을 것이다 홍미로운 점은 이수경 , 함화진， 최순영 등 원로 악
사와 함께 젊은 교사가 가르치는 사진에는 악보가 보이지 않지만， 원로 교사 없이 젊은 교사만 가
르치는 대금 전공생과 해금 전공생의 경우에는 악보를 펼쳐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6기생의 피

150
4기생부터의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수업에 있어서는 1.2기생의 교육에서와

같이 여전히 구음을 중요시하면서도 악보를 사용하는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아악
부원양성소에서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탈피한 체계화되고 근대화된 음악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제와 함화진이 주축이 되어 노력해 온 아악생

교육의 체계화 및 근대화는 1931 년에 입학한 471 생 이후로 마침내 구현되었던 것이

다. 아악부원양성소 471 생 이래 정착한 이러한 교습방법의 큰 틀과 악보들이 현재
국악교육 현장으로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악부원양성소에서 이루어진 음악
교육이 근대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학습내용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악부원양성소는 171 생이 입학한 1919년 이후 여러 번
의 아악생 양성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과정 및 교육제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371 생부터 양악이론 과목이 정식으로 도입되는 등 교과목이 증가하고 2기
생 때 생긴 부전공이 371 생 때 다시 없어지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아악부원양성소 음악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 학습내용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아악부원양성소에 입학하면 처음

1 , 2학년 때에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그리

고 피리로 짧은 연례악곡을 배우는데 이것이 보통악과이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전공 악기를 배정받아 전공악과의 학습을 시작하는데

전공 배정에 있어서 아악부

의 악사들 중 교사들의 판단이 중심이 되고 아악생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75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학습내용을 원로들의 회고담 및 증언과 아악부 시

절 악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다.

@보통악과의 학습
371 생 성경린과 471 생 이창규는

1 .2학년 때 배우는 보통악과의 수업에 대해 다

음과같이 회고하였다

우리가 처음 배운 실기교육은 문묘제례악이었다. 중국서는 공자악이라 하여 제

리수업을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에서도 역시 교사와 학생들 모두 악보를 펼쳐 놓고 있는데， 이러
한 사진들을 통해 젊은 세대일수록 악보 사용을 더 선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틀~， 42-43쪽 참조
연 2003년 9월 16일 김천흥 · 성경린 대담(오용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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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악이라 부르는 이 문묘제례악은 봄 · 가을 1 년에 두 차례의 석전 때 아악사 ·
아악수들이 연주하는 곡이다- 이 곡은 비교적 쉽고 단조로운 편이었다 그 다음에

는 종묘제례악을 배웠다 1 년에 네차례 종묘에서 대제를 지낼 때 봉주하는 곡이
다- 종묘제례악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돼 있다. 세 번째로 배운 게
연례악 소곡이었다. 궁중에서 왕과 왕세자의 탄신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연
주하는 목으로서 낙양춘

만

본령

해령 · 보허자 등이 있었다 76

황종궁을 비롯하여 십이율 궁과 송신， 협종궁， 송신임종궁， 송신황종궁을 합하

여 십오궁이며 문묘악 구음으로 시작하여 편종， 편경의 십육가 율명을 책상 위에
적어놓고 구음을 하면서 타종하는 연습까지 하였으며 편종， 편경， 지， 훈， 약， 적
등 각 악기의 취주법까지 일일이 완전학습을 하여야 했으며 일년 중 두 번 시험으
로 18명의 성적순위가 결정나고 1 학년 학습이 끝납니다.

다음 2학년에는 조선조 이왕가의 열성조를 모신 종묘제례악 공부가 시작이 됩
니다- 종묘제례악은 보태평지악의 희문을 비롯하여 11곡과 정대업지악 소무를 시
작으로 11 곡 도합 22곡으로 설습을 시작하면 편종 편경으로 종묘악 전곡을 숙독

함은 물론 처음으로 당피리로 김을 익혀 시일이 경과하여 어느 정도 익숙하여지
변 가락을 떼이기 시작하여 차례로 종묘악 전콕을 취주 완결하여야 당피리의 시
주(試奏)가 이루어지고， 또한 종묘제례시 집박악사는 악작과 악지를 알림과 동시

에 한 악곡에 네 차례씩 치는 박을 유의할 것이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피리로는 고려조 악으로 태평춘지곡(令) . 서일화지곡(解令) . 경록무강
지곡(慢) . 기수영창지곡(洛陽春)과 조선조 세조시 악으로 장춘불로지곡(步虛子)
등을 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향피리를 학습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세종시 백성과
더불어 즐겼다는 저 유명한 승평만세지곡(與民樂)을 배우기 시작하여 (중략) 그
후미에 송구여지곡(윗도드리)과 수연장지곡(아래도드리)이 부착되어 있어 반드

시 연주하고 끝마치는 것이 통례로 돼있습니다

7

위의 회고담에 의하면 371 생과 471 생은 수업을 받는 구체적인 학기에 다소 차이

가 있었던 것 같으나 1 학년에서 2학년 사이 문묘

종묘제례악을 구음과 각종 악기

로 학습하고 이어서 피리로 연례악 소곡을 배운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이는 2
기생 김천홍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하면 보통악과 시간에는 먼저 문묘제례악을 구음%으로 익히고， 다음으로 편
76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56쪽 참조
?

이창규 '4기생 이창규의 아악부 시절회고 “나의 아악부 시절과 아악부의 친구들η

아악부와 음악인들~ (서울: 국립국악원. 1991). 83-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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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편경， 방향， 절고， 진고 등의 타악기와 훈， 지， 약， 적， 소 등의 취악기를 배우

게 된다. 종묘제례악의 경우에는 ‘나누너노느’ 의 구음으로 기본 가락을 먼저 익히
고 편종， 편경， 방향， 절고， 진고 등의 타악기를 배웠으며 이후 대금. 장고， 박을 배
워야지만 본 실습에 들어갔다 당피리로도 종묘제례악을 배운다고 한다. 또 연례악

인 여민락 만， 낙양춘， 해령， 본령， 보허자 등의 짧은 악곡을 당피리와 향피리로 배
우게 된다 79 그런데 이와 같이 원로들이 보통악과 학습에 대해 회고담과 직접 증언

에서 밝힌 내용은 김성진소장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내용과 일치한다

11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수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
딩 표지 · 소화 6년 80 4월 『제 4회 아악생 교과철』
팀소화 6년 4월 1 일 아악수시간표
됨십이율병

댐 문묘제례악악곡 :4월 8일(火)황종궁 /4월 11 일(金) 대려궁 /14일(火) 태

주궁 /17일(金) 협종궁 / 21 일(火) 고선궁 /23일 중려궁 /24일 유빈궁81
圖 6월 1 일(月) 지(鷹)의 제도 · 촌법

취법 · 자세

조율법

댐 6월 8일(月) 지(鷹)의 계명 율명

78 문묘제례악은 악정의 쇠미와 계승 악사들의 이산 등 여러 가지 연유로 한때 악장이 생략되고

구음만이 불렸다가 1980년 해경악회(海활樂會)에서 악장을 복원 발표한 후 그 악장이 현재까지
불려오고 있다. 아악부원양성소에서 익힌 문묘제례악의 구음 가락은 김기수가 정간보 형태로 정
리하여 『국악전집』에 실었는데， 현재 김천홍도 거의 같은 가락을 기억하고 있다국악전집~ 7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0). 44-47쪽 및 2004년 8월 12일 김천홍 · 성경린 대담 참조
79 김천홍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32쪽 참조. 다만 김천홍은 『섬소김천홍무악칠십년』의

32

쪽에서는 편종의 구음을 ’당， 둥， 텅’ 으로 배웠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담에서는 피리구음인 ‘나누
너노느’ 로 배웠다고 하셨다. 최근 대담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아악부원양성소에서 피리

구음을 ‘계명’ 대신으로 사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피리 구음으로 배웠다는 최근 구술이 더욱 신빙
성이 있다 2004년 8월 12일 김천흥
%

성경린 대담

일본 연호로 소화 6년은 서기 1931 년이다

81 단제 4회 아악생 교과철』 문묘제례악보 부분의 각 콕 앞에 기록된 요일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1931년 4월 탈력과 비교해 볼 때 틀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한 기울임체로
처리하였다 참고로 1931년 4월 달력은 다음과 같았다

일

5
12
19
26

윌

6
13
20
27

화

'T-

조}i1L

二디그L

1

2

3

4

7
14

8
15

9
16

10
17

11
18

21

22

23

24

25

28

29

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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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굉종묘제례악곡

띠약(驚)의 제도·촌법 ·취법 ·자세 ·조율법
뼈 오휴곡

진색곡

유길국 · 혁우곡 · 독경곡 · 휴운독 · 희유곡82

믿 유황곡 · 정동방곡83
펌경록무강지곡(慢)
멈 기수영창지곡(洛陽春)

릴태평춘지곡(本令)
圖서일화지곡(解令)
圍 장춘불로지 곡(步虛子)
멈 승평만세지곡(與民樂)
범 종묘 악장(樂章) 및 종묘제례 관련 내용
멍송구여지곡

수연장지곡

이창규에 의하면 한꺼번에 악보 또는 교재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 시간 필요한

교재가 배포되었다고 하였는데영 따라서 이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은 평소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김성진이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서 받은
낱장의 수업 교재들을 묶어 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재의 악곡 및 악기의 수록
순서는 김천흥 - 성경린

이창규가 구술한 보통악과의 학습순서 및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약’ 에 관한 내용이 종묘제례악 뒤에 들어가 있는 점은 김성진이
교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김천홍 및 성경린
등 2.371 생이 배웠다고 언급하지 않은 경모궁제례악과 문소전 등의 제례악에 쓰

인 정동방곡 · 유황곡이 들어간 점이 눈에 띄는데， 이 곡들은 2.3기생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김영제가 악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에 집어넣어 471 생부터 배
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85
없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에는 개별 악곡명만 나열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 곡들은 경모궁
제례악곡이다

없 이 두 곡은 태조 고황제(高皇帝)를 모신 문소전에 쓰이던 제례악이다. 유황곡은 문소전 제례
의 종헌례에서 쓰이고 둑제의 철악으로 연주되었고， 정동방곡은 문소전 제례의 아헌례에 쓰였다
김태섭
84

%

정재국피리 구음 정악보~.28.32쪽 참조.

2004년 8월 12 일 이창규 대담

경모궁제례악은 종묘제례악을 발훼하여 만든 곡일 뿐 아니라〔장사훈증보한국음악사(서

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426-428쪽 참조 1. 광무 3년(1 899년 )11 월 12 일 경모궁에 가서 책보

(冊寶)를 올리어， 장헌세자 시호를 신문환무장헌광효대왕이라 하고， 묘호를 장종이라 하여 11 월
25일에 종묘에 부묘함에 따라 장종에 대한 제사를 종묘에서 행하게 되어 경모궁은 사실상 역사에

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이재숙외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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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악과의 학습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악부원양성소에서는 악곡과 악기
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일단 구음을 충분히 익힌 후 실제 연주에 들어갔다는 것이

다

장사훈과 김천홍이 지적하였듯이 아악부원양성소 시절의 이러한 학습방법은

악곡 파악과 곡이 지닌 악상， 가락과 박자， 음정 등 많은 음악적 요소를 고루 섭렵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수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전공악과의 학습

전공악과는 3학년부터 배우게 되는데， 총 4년을 재학했던 271 생의 경우는 2년，
그리고 5년을 재학했던 371 생 이후로는 3년 동안 전공악과를 공부하게 된다. 전공
의 배정은본인의 의지와상관없이 교사의 판단과재량에 따라이루어졌으며， 전공
수업은 스승과 일대일 개인교수의 형태가 아니라 전공자가 한 자리에 모여 스승에
게 단체로 교습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공이 정해진 3학년부터 배우는 곡은

관악 전공의 경우와 현악기 전공의 경우가 조금 달랐다 관악기 전공자의 경우 관
악 중섬의 연례악곡들을 추가로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현악기 전공자의 경우를 성경린 및 이창규의 회고담 및 대담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여민락 · 수연장 및 송구여 · 영산회상 - 천년만세 · 평조회상 · 보허사 · 취

타 · 가곡’ 의 순으로 학습했다고 한다 87 여민락 전곡을 배우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전공 악곡 학습의 순서와도 거의 일치한다.

관악 전공의 경우 『섬소김천홍무악칠십년』에 의하면 ‘문묘악을 제외하고 종묘제
악서부터 보허자 등 많은 곡과 여민락 등을 차례로 배웠다 고 하였고， 오용록과의
대담에서는 ‘종묘제례악， 만， 낙양춘， 해령， 본령， 보허자， 여민락， 영산회상， 도드

리， 평조 영산회상， 거문고 영산회상， 가곡’의 순으로 배웠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김천홍의 회고담과 증언은 관악의 경우 악곡이 많아서 배운 순서에 다
42~43쪽 참조 1. 김천홍은 대담에서 경모궁제례악을 처음에는 배우지 않았고 나중에 악보를 만틀

어 배웠다고 하였다 초기에 경모궁제례악을 배우지 않은 이유는 종묘제례악과 크게 다르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다. 경모궁제례악과 관련한 김천홍의 증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모궁

제례악은 처음에 그때는 안 했어요. 나중에 찾아나와서(필자주: 당시 맥락상 ‘찾아내서’의 의미
임)‘ 경모궁이 있기나 했나， 나중에 악보 있으니까.' 2004년 8월 12일 김천홍 · 성경린 대담，
% 김천홍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33쪽 및 장사훈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글~(청주: 운

초 민족음악자료관 .1992).360쪽 참조.
%

성경린다시 태어나도 아악의 길로(I) J.56쪽 참조.
이창규

참조.

í471 생 이창규의 아악부 시절회고

나의 아악부 시절과 아악부의 친구들 J.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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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혼동이 있고 한두 곡 누락될 수 있지만， 현악과 마찬가지로 역시 현재 관악 전
공자가 배우는 악곡 및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잃

다만 현행 교육과 아악부원양성소 교육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구음 교
육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악보를 수업 이후에 활용했던 3기생 이전이
나 학습 당시 활용했던 471 생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학습에 있어서 악보란 단
지 선생에게 배운 가락을 잊지 않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
시 악보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락만이 율자보와 각종 기호로 기보되어 있었고， 구음

은 이미 학생들이 체득하고 있었으므로 악보에 병기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국악교
육 현장에서는 교과과정에 산조 및 신독 등이 편입되어 각 악곡별 학습 시간이 상

대적으로 줄어든 한편 이수해야 할 일반 학과목도 적지 않은 등 교육환경상의 문제
로 인하여 아악부 시절만큼 집중적으로 구음교육을 하기 어렵다.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에서 구음을 강조하였음에도 당시 체계적으로 악보화되지는 않았는데 89 이

는 이후 구음 중심의 교육이 약화되고 율명 중심의 교육 중심으로 국악 교육이 변
화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에 수
록된 보허자보와 여민락보이다.

%

다만， 경모궁제례악과 유황곡 · 정동방곡은 앞 절에서 언급했등이 4기생 이후 학습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참고로 3 기생 이석재의 제자인 5기생 김태섭과 정재국이 펴낸 악보 「피리 구음 정악

보~ (서울. 은하출판사， 1983) 의 수록곡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종묘제례악， <경모궁
제례악>， <유황곡 - 정동방곡> , 경록무강지곡(만)， 기수영창의곡(낙양춘)， 태평춘(본령)， 서일화
의곡(본령)， 장춘불로지곡(보허자)， 승평만세지곡(여민락)， 도드리(수연장 · 송구여)， 유초신지
곡(평조회상)， 중광지곡(영산회상)， 천년만세， 절화， 만파정식， 표정만방(삼현영산회상) , 경풍년，

수제천， 동동， 가곡‘
% 국악기의 구읍법은 주법과 음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대마다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

으며〔이상규국악기 구음법의 사적 고찰J(서울: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1. 같은
사람이 같은 구읍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선율의 맥락에 따라 한두 가지 이형이 있기도 하다〔김정
자정 악가야금보~ (서 울 · 수문당， 1979) ,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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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아악생 교과철』에 수록된 보허자보와 여민락보를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영인된 『아악부 피리보』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체제 및 가락이 거의 같다. 다
만 『아악부 피리보』에서 한 정간 내에 세 음을 기보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
는 경우와 왼쪽으로 쓰는 경우가 모두 나타나는데~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보허

자보와 여민락보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경우만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아악부 시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법이 보다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악부원양성소 471 생들에 의하면 『제 4회 아악생 교과철』 외에 전공악과 시간에
도 따로 악보를 배부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봉해룡이 필사%하여 등사한 악보들을

교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아악부원양성소 시절에 썼던 봉해룡 필사 가야금보는
『제 4회 아악생 교과철』 내의 피리보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으며~아악부 가야금
보』보다 잔가락이 더 많다. 봉해룡이 필사한 다른 전공 악보들이 발견되어 『아악부
악보』와 비교된다면， 이왕직 아악부 시절 음악의 실체를 보다 세세히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91- 92

%

아악부원양성소 371 생인 봉해룡은 아악부와 국립국악원 필사 담당이었다고 한다. 서한범(국

악사 양성소 471)에 의하면 국악사 양성소 초기 시절에도 봉해룡이 필사한 악보를 교재로 사용하
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악부 시절과 같은 32정간보가 아니라 현행 악보와 같은 16정간 체제로
기보하였다고 한다 2004년 8월 27일 서한범 전화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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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의 차이로 인해 야기된 아악부원양성소 시절의 음악과 현재의 음악의 차
이를 조금 더 비교해 본다면 당시는 세부적인 장식음 등 잔가락의 구사에 있어서

연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보다 많았다. 왜냐하면 다
음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앞 꾸멈음 역할을 하는 장식음의 경우 정간과 정간 사
이에 쓰여져 있는 등 그 섯가를 연주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3 이

창규에 의하면 실제로 당시는 스승에게 악곡을 배운 후 실제 연주를 할 때 연주자
개인별로 조금씩 시김새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94

당시 아악부원양성소 시절의 음악교육이 현행 교육에 영향을 미친 흥미로운 사
실을 하나 언급해 보면 2기생 김천흥에 의하면 당시 악기별로 그 악기에 맞는 구
음을 사용하였으나 유독 해금만은 피리 구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

해금 스승이었던 아악수 이왼근 등이 어쩌다가 ‘가기가기가 껑껑 깡깡’ 등 해금 구
음을 하면， 다른 노악사들이 듣기 좋지 않다고 해서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영
따라서 1 .271 생 재학 당시 이미 해금 구음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김천흥이 4기생을 가르치면서는 피리 구음만을 사용하여 그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다. 전통적 음악교육에서 근대적 음악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아악부원

양성소의 음악교육이 현행 국악교육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로써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다.

@합주
아악부원양성소 교육의 장점 중의 하나는 아악부원양성소가 아악부와 긴밀히 연
계되어 있어서 아악생콰 아악부원의 교류가 자유롭고 빈번했다는 점이다
91

2기생

현행 악보의 기보체계는 김기수에 의해 다시 한 번 정리되었다- 대략적인 약속의 의미로 전

해오고 있던 악보와 경험과 기억에 의지하면서 연주되어온 과거의 음악들이 김기수에 의해 정확
한 음섯가를 갖게 되었고 악기 특유의 주법이나 시김새

서한범죽현 김기수론J.

표현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한국음악사학보~ 17집(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6) 참조.

92 아악부원 소속 노악사들의 경우 악보가 필요 없었으므로， 전형철이 함화진에게서 빌려간 악

보틀도 결국 악생들을 위한 교재용 악보였을 것이다

1 .2 학년 때 배우는 보통악과용 교재가 따

로 있었고 여기에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악생들이 1.2학년 때까지
전곡을 숙지하게 되므로아악부 악보』에는 경종보를 비롯 어떤 악기의 악보에도 제례악곡이 실

려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이왕직 아악부 악보와 현행 악보의 체제상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연주상의 차이에 대해

서는 변미혜가 지적한 바 있다. 변미혜정간보의 기보체계에 관한 연구J.
울: 한국국악교육학회. 1996). 73쪽 참조
94 2004년 8월 18일 이창규 대담，
95

2004년 8월 12 일 김천홍

성경린 대담-

국악교육~ 14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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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흥이 아악부원양성소 졸업 후 아악수보가 된 뒤에도 특별교과목이라고 하여

3

기생들과 함께 가곡 수업을 받았던 것처럼 아악생들은 악곡을 하나 하나 배워나가
다가 그 곡을 아악부원들이 합주 시간에 연주할 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화되어 있었다 .471 생 이창규는 전공 시간과 별도로 합주 수업이 있었다고 하였는
데% 선배들의 합주 수업에 참여했을 때의 감흥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전략) 여민락을 마치고 연이어 기초적인 연습곡으로 알려진 송구여지곡과 수
연장지곡을 이수한 후 기회가 있는대로 국악연주실인 일소당에서 선배악사님들
을 모시고 최순영 아악사 선생님의 지휘로 관현합주로 연주할 수 있었던 것도 보
람된 일이었으며 특히 여민락 각 장의 여음을 피리의 기능보유자 한 분이 고음으

로 부는 음색은 색다른 감흥을 일으켰으며 나로서는 처음으로 국악관현합주의 진

가를 맛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97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첫 면에 아악수 시간표가 있는데， 아악수 시간표가 아
악생 교과철에 포함된 것은 학습한 곡을 아악부원들이 합주 시간에 하면 아악생들

이 함께 참여하여 연주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첫 면에
수록된 소화 6년 (1931 년 )98 아악수 시간표를 보면 아악수들은 매일 연이어 두시간

정도씩 합주 시간을 갖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민락부터 영산회상， 제
례악， 가곡에 이르기까지 당시 장악원으로부터 이왕직 아악부로 전승된 모든 곡을
다 연주하게 되 어 있었다 99

이처럼 이미 이수한 곡의 경우 아악생이 아악수 이상이 참여하는 합주 시간에 참
여할 수 있었던 것은 371 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성경린의 회고에 의하

면 371 생 재학시절에는 매주 월요일에 모든 아악부원들이 출근해 문묘악부터 가독

%2004년 8월 12일 이창규 대담망 이창규

'4기생 이창규의 아악부 시절 회고 “나의 아악부 시절과 아악부의 친구틀 J. 84쪽

참조
98 W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첫 변에 설린 아악수 시간표에는 소화16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소

화 16년은 1941 년이므로 『제 4회 아악생 교과철』의 일부 요일이 잘못되어 있듯이 소화6년의 오기

로보인다‘
% 각 요일별로 합주시간의 연주곡목을 살펴보변 월요일에는 표정만방

보태평
보태평

· 승평만세， 화요일에는
- 정대업 · 중광지곡， 수요일에는 기수영창 - 태평춘 · 서일화 - 취태평， 목요일에는 응안 - 정대업 · 어휴 - 정동 · 유황 · 경록， 금요일에는 해령 · 수제 · 만파 · 절화 · 함령 - 금전 -

경풍， 토요일에는 만년장환지곡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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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아악부에서 연주하던 전곡을 연주하였으며 하루에 못 마치면 이튿날까지 계
속하였다고 하는 점이 4기생 재학시절과 다르다 100

@악과시험

아악부원양성소의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 시험에서는 악상의 표현 등 음악성의
표출 여부보다도 학습한 전곡을 암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101 암기가 강조되었

던 것은 아악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아악수보 및 아악수로 임명되어 활동할 때 제례
악 및 연례악 등을 모두 암기하여 행사장에서 연주를 해야한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

문이었을것이다.

제 271 아악생인 우리들이 문묘악과 종묘악의 전곡을 끝낸 것이 1923년 봄， 그

러니까 1 학년 학기말로 생각된다. 같은 271 생이라 하더라도 봄학기에 업소한 학
생들보다 한 학기 뒤에 입소한 9명에게는 정말 고되고 바쁜 시간들이었다.(중략)
이때의 악과의 실기시험 방식은 곡명이 적힌 종이를 당일날 선생님 앞에서 제비
를 뽑아 시험을 치루는 방법을 썼었다 지정해 준 몇 곡을 연습하는 것과는 달리

문묘악 전곡， 종묘악 우조 12곡 또는 계변조 11 곡의 구분만 지정받아서 시험을 치
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험볼 장르로 제시된 전곡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직 철없던 우리들에게는 과중한 제도였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대개

의 악곡을 기 억 하고 있지 않나 한다 102

아악부에 들어가서 최초의 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중략) 우리틀이 그간에 이

수한 과목은 문묘제레악의 전곡과 종묘 제례악의 일부가 되는데， 그것을 모조리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악생 시험의 범위요， 부담이었다 (중략) 그런데 육궁
전곡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황종궁 · 고선궁 · 중려궁 · 이칙궁 - 남려궁 - 송선황종

궁 여섯 개의 제비를 미농지에 만들어 그걸 선생님 앞 탁자 위에 두변 한 사람씩
나가 그 중의 하나를 고르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육궁 속에 어느 궁 한곡이 나

올 것이어서 그걸 목으로든， 혹은 편종 · 편경 등으로 연주하면 되었다 그러니 자

100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6-17쪽 참조

101 성경린에 의하면 시험관으로 들어오던 함화진은 완전히 암기하면 100점， 암기하지 못하면

50점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암기의 정도에 따라 80점
로 못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50 점을 주었다고 한다

70 점을 주기도 하였으나 암기를 제대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7쪽 참조.
101 김천홍심소김천흥무악칠십년~. 33쪽 참조

1따 국악고퉁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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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전콕을 머리에 넣어두지 않아선 아니 되는 것이 어느 곡이 걸릴지 전혀 예측이

아니 되는 때문이었다. 종묘제례악의 시험도 꼭 같았다 103

위는 271 생 김천흥과 371 생 성경린의 1 학년말 시험 즉 연종시험에 대해 회고한

것이다여 2기생의 경우 1 학년 말까지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 전곡을 다 배웠고
3기생의 경우 문묘제례악 전독과 종묘제례악 일부를 배웠다는 점이 다르지만 전곡

을 암기해야 하는 시험의 방식은 모두 같았다. 이러한 시험 제도는 아악부의 음악
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악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음악과 익숙해지는 데에 큰
자극이 되었으며 김천홍이 언급하였듯이 이로 인해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의 원로들
이 현재까지도 10대 소년 시절 배운 음악들을 그대로 숙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국악 전공 학생들의 시험보는 방식도 학습한 곡들을 암기하고 제비를 뽑아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이왕직아악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묘제례악이나 종묘제
례악과 같은 장편의 곡이 시험과목에 들지 않고 또 1년에 4차례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되어 암기해야 할 콕목의 분량이 적어졌다는 점과 음악성을 암기 여부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4. 맺음말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는 20세기 초 이왕직 아악부에 재직하던 음악인들에 의한

세습적 음악 전승이 어려움에 처하자 새로운 아악부원을 양성하기 위해 1919년 설
립되었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는 1919년부터 아악생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 기

생의 경우 3년제로 시작하였다가 2기생의 경우 4년제로 되었고 371 생부터 5년제가
정착되었다 1919년 4월에 171 생 9명이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졸업하였고. 1922년
4월에 271 생 9명이 입학하고 1922년 10월에 추가로 9명이 편입하였으며， 1926년

4

월에 3기생이 입학하였다. 171 생의 경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왕직 아악부에
속한 직원들의 자제 및 친척 위주로 아악생을 받았고 271 생 때에는 신체검사만 시
행하고 아악생을 모집하였으나 .371 생부터는 기본적인 학과 시험과 음악성을 시험

103 국악고통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j. 134쪽 참조
1여 371 생까지 시험은 1년에 두 번 있었는데， 12월의 연종시험과 3월의 진급시험이었다고 한다

〔국악고등학교동창회관재성경린구순기념 국악의 뒤안길 j ， 133쪽 참조J. 그러나 이창규에 의하
면 4기생부터는 각 학기말에 한 번씩 두 번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2004년 8월 18일 이창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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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대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아악부원양성소의 교육과정은 일반 학과와 음악관련 과목으로 나뒤고， 음악관련

과목은 다시 음악과와 악리과로 나둬었다. 음악과는 다시 보통악과

전공악과 · 노

래과 · 무용과로 나뒤었고， 악리과는 다시 아악이론 · 양악이론을 비롯한 과목으로
세분되었다. 아악부원양성소의 이러한 교육과정은 17] 생 (1919년 입학)부터 2기생
(1 922년 입학)， 3기생(1 926년 입학)， 47] 생(1 931년 입학) 등 각 기별로 조금씩 차

이가 있게 되는데， 17] 생의 경우 전통사회 장악원의 음악교육과 같이 음악과가 교

과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후 새로 입학하는 후배들의 경우 점차 학과 및 악
리과도 비중 있게 공부하게 된다 1919년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설립 이후 아악

생의 모집에서부터 아악생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은
김영제와 함화진이었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서는 4기 이후부터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수업 시간에 악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악보의 제작이나 교과목의
증가는 모두 김영제와 함화진이 주축이 되어 노력해 온 아악생 교육의 체계화 및
근대화의 결과였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은 본격적으로 악보를 음악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한 1931 년 무렵 즉 4기생이 입학한 시점에 그 체제의 틀이 거의 잡히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는데， 1919년부터 각 기수별로 세부적인 교과과정이 조금씩 변화하였음
에도 아악부원양성소 음악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악과와 전공악과의
학습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보통악과와 전공악과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271 생인 원로 김천흥의 증언과 371 생 성경런， 4기생 김종희

이창규의

증언이 거의 일치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학년 보통악과 수업시간에는 구음 및 각종 악기로 문묘 · 종묘제례악을 학습
하고 피리로 짧은 연례악곡을 학습하였으며

3학년 이후로 전공악과 수업시간에

전공 악기를 배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전공악기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

라스승의 배정에 따랐으며， 스승은선체 조건을주로고려하여 전공악기를배정하
였다 당시 아악부원양성소 음악교육의 특정은 개인 학습보다는 단체 학습을 중요
시하여 보통악과는 물론 전공악과 시간에도 여러 명이 함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다. 그리고 아악부원양성소 보통악과 및 전공악과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지금과 다
른 차이점은 구음 교육을 매우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에서 악보를 사용한 것은 47] 생 이후나 수업시간에 악보를 사용하지 않은 3기생 이
전까지나 마찬가지였다.
일정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를 졸업한 아악생들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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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 및 아악수로 채용되어 아악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졸업 이후에도 이틀

은 아악부원양성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어 및 일어 등의 학습이나 가곡 수업
등을 청강하였다. 또한 아악생들도 졸업 이전부터 이왕직 아악부의 음악 활동에 참
여할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아악부원들의 합주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아직
음악적으로 미숙한 아악생들이 아악부의 노연주자들 및 젊은 선배 연주자들과 함
께 합주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음악적으로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아악
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장래의 아악부의 음악성을 키워줄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 아악생들은 1년에 두 차례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음악
시험에서 중요시되었던 것은 음악성의 표출보다는 시험 때까지 배운 곡들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암기가 중요시되었던 것은 아악생들은 졸업 후 바로

아악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례 및 연례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때문
이었다고생각된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에서 이루어졌던 교과과정 및 교수방식의 변천 방향이 현
재 국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는 초기 장악원의 전통
적 음악교육을 탈피하여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를
10여 년 거쳤으며， 김영제와 함화진의 노력으로 1930년대 초 교재용으로 쓸 악보와

교육체제의 큰 틀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아악부원양성소의 음악교육은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 후신인 국립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국

악과의 국악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정리된 악
보 및 가락이 지금도 교육현장에도 중요하게 전수되고 있다는 점과 전공 학습에 있

어서 악곡을 학습해 나가는 순서의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 등이다. 다만 당시
교육현장에서 구음을 매우 강조하였음에도 율자보 중심으로 악보를 제작하고 구음

을 정리하지 않아서 현재 구음 교육이 약화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남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전통사회에서의 세습적 음악 교육을 체계

적이고 근대적인 음악 교육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아악부원양성소 음악교육의
근대사적 의의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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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usic Education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3:.~~$~ ~J$tJiJf
Kiryun Sung(Seoul National University)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J:~m~fm~ }tnX:JiJf (the Training School under
Royal Music Institute of Yi Household) was established in 1919 by musicians
belonging to Yiwangjik Aakbu, as they found themselves difficult to teach
patrimonial music and wanted to train new musicians in a more formal school. This
training school had continued its tradition through the 1950s when it existed as

Gukaksa Yangseongso

~~gfjJ}tnX:JiJf

under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n:~~~}t later succeeded by the National Traditional Music
Middle and High School ~n:~~9"-i%J~*1~. Throughout this long tradition, the
respective institutions have trained and educated a significant number of traditional
musicians, thus holding an important place within the modem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systematic academic research on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as the origin of modem academic institution for
Koran traditional music. The present paper thus attempts to close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ts curriculum and its Significance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senior
musicians who graduated from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accepted the first group of students (Aaksaeng) in
1919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It then changed its academic program for four years,
applicable to the second group of music students. The program was finally settled for
a period of five years beginning with the third group of students. Hence, the first
group, consisting of total nine Aaksaeng, entered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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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19 and graduated in March, 1922. The nine students of the second group
entered the training school in April, 1922, joined by additional nine in October the
same year.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accepted the third group in April, 1926.
As it was still unknown in 1919, the school recruited students who were mostly either
children or relatives of the Yiwangjik Aakbu's musicians. The second group of Aaksaeng
went through a simple physical test in order to qualify. It was the third group who
had to pass proper qualifying process such as basic subject tests and the vocal cords
test to prove musical talent.
The academic program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consisted of general
subjects and music subjects, the latter being divided into practice and theory. The
practice classes consisted of general instruments, major instruments, vocal and
dancing, while the theory classes consisted of Koran music theory and Western music
theory. The academic curriculum for the first group (entering in 1919)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second group (entering in 1922), continuously evolving for
the succeeding groups of student. For instance, the first group of Aaksaeng was taught
mostly Korean music practice following the tradition of Jangakwon ¥:~H*
(predecessor of Yiwangjik Aakbu). However, the curriculum was later diversified to
include other subjects such as music theory. There were two key men who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erms of recruiting the students as well as training them: Kim
Youngjae and Ham Hwajin. They not only created a systemic academic program but
also modernized it by diversifying subjects and using musical scores, which were
taught to Aaksaeng beginning in the 1930s.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music curriculum appeared to have a formal
structure by 1931, when it began to teach the newly entered students musical scores in
its music instructions. However, despite the changes in the general curriculum, what
one could consider as the core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music education,
namely general music classes and major instrument class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Kim Cheonheung (second group), Seong
Gyungryn (third group), Kim Jonghee and Lee Changkeu (third group), the academic
contents of general music classes and major instrument classes were as follow:
In general music classes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the students learned

Gueum D1f (verbal notation) in addition to playing ritual music with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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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and short ceremonial music with Piri (vertical bamboo flute with reed).
Starting in the third year, students learned their major instruments in major
instrument classes. Students did not have a choice of their major instrument, but
rather the teachers assigned it to each student based on their evaluation of the
student's physical conditions. A unique characteristic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music education was that the students were taught in groups instead of
in individual lesson sessions. This emphasis on group teaching was applied not only
in general music but also in major instrument classes.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another emphaSiS was on Gueum, which is different at present time.
Gueum was equally taught to the fourth group of students, who used musical scores,
as to those of previous groups, who did not used musical scores.

Aaksaeng, who had graduated from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with certain
level of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were hired as Aaksubo (trainee musician yet to
become Aaksu) and Aaksu (general musician) at Yiwangjik Aakbu. Even after their
graduation, they maintained close ties with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continuously learning new subjects such as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s as well as
auditing classes such as in Gagok (Korean traditional lyric songs) at their alma mate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aksaeng and Yiwangjik Aakbu actually began before
graduation: Aaksaeng were granted from time to time a chance to play in Yiwangjik

Aakbu's orchestra performance. Such opportunity served quite valuable for both the
students and their seniors in Yiwangjik Aakbu. On one hand, the students, still
premature in their music career, could use such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competences, while, on the other hand, Yiwangjik Aakbu eagerly provided such
opportunities to their prospective members.
All Aaksaeng were tested twice a year, and the tests had more emphasis on
memorizing the songs learned in the school rather than on individual student" s
musical skills. This emphasiS was probably due to the practical reason that Aaksaeng
immediately jOined Yiwangjik Aakbu after graduation and needed to participate in
rituals and ceremonies as official members.
How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evolved ha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oday's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attempted to change the traditional way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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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education that it had inherited from Jangakwon to modern and systematic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over ten years. By the early 1930s, thanks to Kim
Youngjae and Ham Hwajin, it was able to establish textbooks and teaching system
within a larger academic framework. This framework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 later influenced not only the musical education of the National
Traditional Music Middle and High School, its direct successor, but also those of
today's colleges that teach Korean traditional music. Despite the fact that teaching of

Gueum was heavily emphasized at that time, Gueum was never really organized in
any systemic way. Instead, musical scores were written mainly in the form of Yuljabo
(musical scor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thereby weakening the emphasis on

Gueum in today's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however, remains as a
minor setback in the overall evaluation of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important role in the tradition of Koran music education. Its great efforts and various
attempts to transform what had been primitive teaching of patrimonial music to
modern and systematic institution of music education deserve Yiwangjik Aakbuwon

Yangseongso's unique place in h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