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려 음악 연 유 난제 (쫓鍵)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조교수)

1. 머리말
-=-1 근 고구려 음악과 발해 음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고구려 음악 연
~ 구의 한계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1 당면한 고구려 음악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을 연구할 자료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음악 기록이 부재
한 상태에서 그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기록의 부재는 직접적으로 고구려 음악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고구려 음악의 흔적을 담
고 있는 벽화 등의 자료가 남한에서보다 북한과 중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어 접근

하기 힘들며， 이 때문에 설제 벽화를 살펴보고 연구를 작성할 기회가 거의 없다
는 것도 또 다른 연구의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고구려 음악 연구의 한계점들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살펴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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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고는 이러한 필자의 고민의
흔적을 정리한 글이라 할 수 있다.

2.

고구려 음악 연구 난제 검토

1) 고구려 음악 기원 및 변화에 대한 문제 2
지금까지 고구려 음악을 연구할 때 고구려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
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기왼은 고구려의 음악적 기원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기원은 바로 고구려가 위
치하고 있는 영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고구려가 국가로서 정착하고， 고구려
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의 시대성을 고려 하여 그 지역 출토 문물들을 연구 분

석한다면， 현재 영성한 고구려 음악 자료들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고구려 역사의 시작은 만주 지방에서 거주하던 부여족(夫餘族)에서 나온 민족
이 처음 송화강 유역에서 살다가 남하하여 동가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에 걸쳐
살면서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려나 부여족도 부여 · 동부여 · 북
부여 등으로 부여족의 어느 민족인지가 명확치 않으며， 고구려를 구성하였다는

예맥족(歲箱族)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구려를 건설한 부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고구려 음악 기원을 논하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

이다. 고구려의 주측 세력이 되었던 부여족의 음악 문화가 고구려 음악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다.

최근 부여국의 경역에 대한 논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노태돈의 “부여국
의 경역과 그 변천”이라는 글에서 지적하는 바， 부여의 역사 연구도 매우 영성하
거니와， 부여국의 중심지도 장춘， 농안 등이 통설만 나와있는 상황이며，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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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음악사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 권오성은 『韓國藝術史輩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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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품樂史~(서울:

大韓民國 훨n단院， 1985) 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이옥의 “고구려 민족형성

과 사회"(서울: 교보문고， 1984) , 267-68쪽을 인용하여， 한국 고대사 중의 고구려사 중 음악
사는 적어도 예 나라의 시작인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서술되어야 하고， 시대적으로 달라졌

던 고구려의 강역의 문제에 따라서 만주 및 중국 지방에 산재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악도
등의 편년은 물론 종래 중국 음악으로 취급되었던 사항이 고구려 음악으로 파악되어야 할 문
제도 생길 것이라는 탁견을 제시하였다.

고구려 음악 연구 난제(難題)

79

자료의 발굴로 인해서 더욱 다양한 의견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연

구들을 종합하면， 부여국의 중심지는 중동부 만주의 주요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셈이라 한다. 부여족의 일부 민족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이 되었지만， 고구려와
이웃하며 부여는 410년 고구려에 복속케 되기까지 부여 스스로의 음악 문화를
간직하였을 것이므로， 부여의 음악 문화의 고구려 유입 또한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건설 부족으로 보는 예맥족의 경우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3세기 경의 기록인 『후한서~(後漢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고구려
를 맥이(顆렷)라고 하였고， 이보다 이른 기록인 『한서~(漢書)에서는 고구려를 예
인(箱 A)과 맥 인(顆 A) 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후한서』 동이전 부
여조에는 부여국의 영토가 예전의 예족(歲族)의 영토라는 기록이 보이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기록들이 보인다고 한다. 최근 예맥족이 원래는 고조선의 세력
이었던 예족과 고구려의 세력이었던 맥족을 고구려가 통합하여 예맥족으로 불려
지게 된 것이 아닌가 보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3 이러하다면 고조선의 음악 문
화도 부여의 음악 문화와 함께 고구려의 음악 토양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4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주몽(高朱豪: 東明聖王)이 졸본부여(후本技餘.
桓仁지방)에 고구려를 세운 것이 기원전 37년이며， 기원후 3년에는 유리왕이 지
금의 동구에 해당하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통구 지

역은 고구려의 강역으로서 이후 조성된 고분들을 통해서 고구려 음악 문화의 흔
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구려는 주변 국가 및 민족과 끊임없는 영토

전쟁을 치루면서， 고구려의 강역은 그 크기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음악 문화는 시기에 따른 고구려의 강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기에

따른 고구려의 음악적 대외 교섭의 대체적인 경향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덕일고구려 700년의 수수께끼~(서울: 대산출판사. 2000) , 130-38쪽.

‘

중국 측 사료인 진(팝) 진수(陳壽) 편찬의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東奏傳)에는 “동

이(東헛) 사람들이 농사절기에 맞추어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기록
이

있으며 , 이는 일종의 제천의식으로 풀이된다. 북방의 부여(夫餘) . 고구려(高句麗) . 예( ì歲)

에서도 벌어지는 의식에 대한 기록으로 각기 정월에 벌이는 영고(迎鼓)과 10월에 벌어지는
동맹(東盟)， 무천(舞天) 등의 의식행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여， 고구려， 예의 문화가 서
로 공통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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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동이문화권의 음악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한민족의 연원과 맥
이 닿아있는 동이문화권의 음악 문화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를 위해 산동， 요
녕 지방 등의 선사시대 문화권에서 출토된 악기 유물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션 상에서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 그 권역 내에서의 악기
유물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고구려는 성립이후 광개토대왕 및 장수왕 때 강성해져. 5 세기 후반 서쪽으로
는 요서지방을 사이에 두고 북위와 대치하고， 남쪽으로는 아산만과 영덕을 잇는
선까지 밀고 내려가 신라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길림인
북부여에 진주했고， 말갈족의 대부분을 복속시켰으며， 동쪽으로는 현 북간도 지

역에 있었던 동부여 지역을 병합하였다. 그러므로 북부여 지역과 북간도 지역，
요서 지방 등이 고구려의 세력권에 있었으며， 이 당시 이러한 지역들의 음악 문

화와 그 이전의 고구려 음악 문화의 교섭이 분명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면， 고구려의 음악 문화는 매우 복잡하였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음악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국의 한대 음악 문화를 틀을 수
있다. 변미혜는 “안악(安돕) 제 3호분의 주악도(奏樂圖)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意
義)에 관한 고찰”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 한 음
악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였다. 변미혜는 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구려 음악 문화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인용

1) 첫째 , 안악 제 3호분의 주악도가 보여주는 음악문화는 순수한 한계

(漢系)의 음악이며， 당대의 고구려에서 충분히 자기화된 고구려음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무릎 위에 뉘여 타는 현악기는 거문고가 아닌 중국의 쟁 또는 금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한계의 음악문화는 적어도 평양천도를 전
후한 5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고구려 음악화 될 수 있었다. 셋째， 고구려 음악
문화는 본토음악에 한의 음악을 먼저 수용하고(예컨대 후대의 고분벽화에 보이

는 대각‘ 완함‘ 고 등이 이것이다) 이어서 서역음악을 수용하여 7세기에는 수의
궁정에서 9부기를 열할 만큼 융성한 발전을 보였다.5

5

변미혜， “안악(安폼) 제3호분의 주악도(奏樂圖)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흘、義)에 관한 고

찰" ~한국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1984) , 저1113 . 14 집 합병호 112 쪽.

고구려 음악 연구 난제(雖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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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 1) 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고구려 안악 3호분에 보이는 주악도의 양
식과 같은 도상이 중국 요녕의 봉태자분에서 발견되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대의 요녕 지역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음악 문화는 실제로 고
구려의 음악 문화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6 하지만 아래 요
녕 봉태자분 주악도(奏樂圖)와 잡기도(雜皮圖)에서 볼 수 있는 악기들은 순수하

〈 도판

1 ) 요녕 봉태자분 주악도 및 모사도7

〈 도판

6

2)

요녕 봉태자분 잡기도(모사)

한대 요녕지역의 고분의 묘주 문제는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

한다 묘주의 국적에 따라서 요녕 및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악기들의 국적 또한 결정된

다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안악 3호분의 악기를 어떻게 고증하는 가에
대한 고민은 뿔邊成雄저 , 宋芳松역

정 창권 • 돈황 · 고려를 찾아서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서

울: 삼호출판사， 1992) 에도 나타나고 있다.
?

왼쪽 주악도의 모사도로 보이는 오른쪽 도상의 방향의 의심스럽다. 李文信， “適陽發現的

르座량畵古흉文物參考資料~(北京:

文化部文社會文化專業管理局，

15-50쪽 도판은 18 , 23 쪽 인용함. 아래 〈도판 2> 는 17쪽 인용.

1955) , 제 5기(총57호)，

82
게 한계의 악기들로 볼 수 없다. 이형비파(찢形뚫휠)는 서역에서 유래한 악기이

며， 장적(長富)의 경우도 외래에서 전해진 악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미혜의 위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 고구려 음악은 본토음악과 한의

음악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을 통한 서역음악과의 교류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스스로 서역과의 교류에 대한 논의
도 펼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돈의 “고구려 · 발해인과 내륙아시아 주민과의 교
섭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구려에서 4세기 이후 중국세의
퇴조와 함께， 고구려의 몽고고원， 이후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에 이르는 지역과
의 교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8

2) 고구려 실제 음악과 일본으로 건너간 고려악(高麗樂)의 관련성 문제
고구려의 음악과 관련된 흔적이 일본에 남아 있다. 일본에 전승된 삼한악 중
고구려， 백제， 선라 음악은 고려악으로 불렸는데， 여러 일본 문헌에 고려악이 기
록되어 있어 고구려음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문헌의

고려악은 고구려가 존재하였던 시기보다 훨씬 뒤의 것으로 일본 문헌상에 등장
하는 음악틀로부터 고구려 음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가 바로 풀기 어려
운 난제라고 생각한다. 아래 엽동 · 김건민이 『인지요록~(仁智要綠)에 수록된 고
려악 악곡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도표를 인용한다.9 ~인지요록』은 ‘인지의 기’인
쟁〈筆， 고또〉 악보로 기보되어 있다. 아래 표는 『인지요록』에 수록된 고려곡 중
에서 태식조(太食調， 즉， 일월조)에 해당하는 악곡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표 1) 에 제시된 몇가지 악곡들은 최근에 이지선에 의해서 새롭게 역보

되었다 10 필자 또한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악곡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마다 일본

의 고려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구려 음악
의 흔적을 아래 「인지요록』에 수록된 고려악 악곡들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8

노태돈고구려사연구~(서울: 사계절. 1999). 528쪽.

9

도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인지요록』에는 고려평조에 林歌， 고려쌍조에 蘇志摩￥11. 地

久， 登天樂， 白演 등이 있다. 비파보인 『삼오요록』에는 고려일윌조 곡으로 高麗龍， 頻序 등이
더

발견된다. 葉陳~ I함樂古禮釋讀A上海: 上海音樂出版社.

2001).

124-142쪽 참조. 악보는

288-431 쪽 참조
10

이지선，.~삼오요록』과 『인지요록』의 고려악 연구

음악연구~(서울: 한국국악학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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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엽동 · 긴건민의 『인지요록』 태식조 악곡 분석 결과

조식명 변호

食

악곡명

전체

조식

곡명유래

악곡구조

앞좌숫

鳥蘇는
석된다

오소리강으로

해

고음계 E 상조
신음계 E 궁조

1

新烏蘇

17

2

古烏蘇

13A) (A) (B A) (A1) B A1

3

iÄ1힘德

16

，?-~a ~ ~a) ~ ~1 a: a~)
A l(a2 b (b 1) a1 a2 a3)

4

進宿德

20

a a1 b b1 c c1

심율겐표효족

5

!꺼 *후

22

A B C e1

쇠효겐토흐좀

6

皇仁할

破28

A B C( A1) B C1(A2) D

7

阿夜뼈利

18

a (b c d c1 e c2 c3 a1)

8

겨흩 破

12

A A1

9

志뼈傳

14

A B

破10

파 (a

10

太

83

歸德候

A A1 B (A2) B A2 B

뿔O

서(

破12

파(

*

12

新河浦

5

AB

13

1í~都흡Ií;농
~~;"';;"':，::"

8

(a) (b) (c) (a1)

14

長保樂

8

파(A B) 급((B1) (B2))

15

進曾1'IJ 古

12

(a) b c (d)

16

遍옳胡德

8

abc c1

17

石川樂

16

(A) A1 (A2) A1

18

뼈뼈함양

19

보짧八仙

20

新蘇짧

16

21

*內蘇￥Ij

破12
急12

22
23

ft

物

H

10
12

(a) b c b1 c1

24

仁和樂

10

A A1

25

延윷樂

11

A A1

26

Ií!l媒樂

*솜

破4x7

急10

퇴주도

지주

’

고음계 E상조

고음계 E 상조

왕인박사를 노래한
로보인다
아직기의 역음으로
다.

것으
보인

요의 성종 재위시 통치하
던 현 무순시

북쪽을 말

할단:
함경남도에 속하는 항구
를맘하다일영 도지라고 하는데 도
욱지와 여기는 사람의 이
름이 아닌가 한다
장보란 일본의 일조천황
을말한다.

주가류의

고음계 E상조

쇠융콰토흐족
고음계 E 상조

쇠율겐표효족
고음계 E 상조

쇠율겐걷효족
고음계 E 상조

쇠효겐토효족
고음계 E 상조

선음계 E궁조
고음계 E 상조

(a) b c d a1)
e f g gl)

악곡으로

보인

쇠율겐玉호족
고음계 E상조

쇠율콰E흐족
고음계 E 상조
신음계 E 궁조

대식조(3F 상)
二펼족또최l
고음계 E상조

쇠율겐토효츠
고음계 E 상조

쇠효표토효족

단

고읍계 E상조

임가석천이라 한다

쇠율겐토효존
고음계 E 상조

파(a (b)) 급((c) (d) e)

破13
急無規 파((a a1 b)) 급( c (d))

고음계 B 우조

쇠효켈뀔최존

고려악의 지서와 가지서
중 하나로 보인다.

b c b1 c1 b c)
급 ((a) e c1 f)

급18

소독

도그암략할

다.

11

調

익며

흙을 뚫고 나온다는 말이

序13

與呂 뼈

고음계 E상조

쇠율겐효호족

쇠을겐표효존
곤륜 혹은 팔션이라한다삼음열
중심의 오음음계

sol , la , do

a a1 b b1
파((a
급(

b c d e d1))
a1 b1 c1 d2 e1 d2 )

破12

파(a

急12

급(a3

도라지를 말한다.
노동민요로 보민다.
일본의 광효천황과
천황의 년호이다.

일본 제호천황의

오음음계
우다

년호이

묘

a1 b a2)
a4 a4)

일본 작곡가의 곡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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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악에는 상조식의 음악이 많다논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고려악 악곡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곡이 7음 음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삼한악 즉，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음악의
음조직이 대부분이 7음 음계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 물론 위의 〈표 1) 에
서 볼 수 있듯이 5음 음계도 존재할 것이다. 고구려의 음악을 조선 성종대 「악학
궤범』 등의 문헌에서 우리의 음악이 중국 내 5조 중의 치조와 우조에 해당하는
평조 및 계면조로 거의 통일된 현상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은 문제가 있는 접근일 것이다. 아래는 이지선의 위 논문에서 인용한 「인지요록』
과 『삼오요록』 고려일월조 30곡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고려일윌조 구성음이다.

옳三파파꿇::.~기
.--~‘e--빠i‘-

궁

상

스::Jt<상균드호포츠읍

U

'--e--유，，-‘---"~- ‘---l

각

변치

치

우 변궁

궁

상

각

변치치

우연궁

〈악보 1)~인지요록J 고려일월조

다른 예로 삼국시대 신라의 대금의 악조병(樂調名)에서 살펴보면， 그 악조명이

중국의 당속악 28조에 속하는 악조명이 여렷 보이는데， 이를 보더라도 7음 음계
음악은 보편적으로 연주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음악
의 악조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지션은 고려일윌조 악곡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음계， 음의 진행경향， 지속성，
장식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대체적으로 이들이 싱조식 음계를 하고 있다는

엽동 · 김건민의 결과를 재확인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비와보에서 변궁음이 상
조의 변궁음보다 반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상조가 궁조와 융합된 형

태이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음의 진행경향에서는 4 , 4도 도약진행이 거의 보이
지 않고， 순차진행이 많이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궁과 치는 다른 5

성에 비해 음을 지속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변치와 변궁은 장식성이 강한 음이라
밝혔다 11 하지만 이것은 고려일월조에 한한 연구이고， 일본 고려악이 실제 고구

11

이지선， “『삼오요록』과 『인지요록」의 고려악 연구

음악연구A2005) ， 제 3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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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선라， 백제 등의 삼한악과 발해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려

한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선도 위 논문에서 “고려악의 명칭은 6세기 중엽부터 2세기에 걸쳐 일본에
전해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이 9세기 악제개혁으로 인하여 하나로 합쳐져

생긴 것이다. 악제개혁 전의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에서는 횡적(橫옮) . 군후， 막목
(莫目)이， 신라악에서는 금이 사용되었는데， 피리의 한 종류로 추정되고 있는 막
목은 히치리키〈짧第〉로， 횡적은 고마부에〈高麗옮〉로써 쓰이게 되었고， 거문고와
가야금의 역할은 비와〈昆뜰)와 고토(짧)로 대치된 것으로 보인다. 악제개혁으로
인하여 고려악에 한국음악의 특성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지
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악은 분명 고구려의 음악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정
도까지 고구려의 음악 특정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인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고구려 고분벽화 악기 고증 문제
고구려 고분벽화 악기 고증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서 본 음악과 악기”에 이미 상술한 바 있다.1 2 이에 대한 문제점은 비교적 명료하
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악기 명칭이 무엇인가 고증하는 것인데， 고분벽
화에 악기 이름을 부기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악기에 대한 관련 문
헌이나， 주변 국가의 악기 명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악기 고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중국이나 북한 자료를 사용 불명

확한 고분벽화의 도상을 이용하여 고증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악기 고증에 문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악기 고증과 관련되어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거문고나

횡적류의 악기에 대한 고증보다는 비파류에 해당하는 악기를 가지고 악기 고증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음악과 악기”
에서 비파류의 악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인용 2) 안악 3호분 후실의 주악도에 보이는 악기의 하나인 완함에 대해서

12

이진원，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음악과 악기 .. ~고구려 연구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서울: 학연문화사，

2004) ,

17집，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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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완함은 그 모양과 연주법이 비파(좋흙휠)와 비슷하며， 죽림칠현(↑얘;*七

賢)의 한 사람인 완함이 비파에 능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당나라

때의 것은 둥근 봄통에 긴 자루(掉)를 박았는데， 이 자루에는 137R 의 고정주(固
定柱)가 있으며， 줄감개〈鉉輔〉에 네 줄을 매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비파와 흡사한 둥큰 울림통에 긴 자루를 가지는 현악기를 완함이라 고증하는 데
에 큰 문제없이 남북한 학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다. 동한의 부현(博玄)의 비파부

(뚫王핵武)에 의하면 완(玩)은 당시 사람들이 금(琴). 쟁(筆) . 축(~κ) . 공후(쩔양)
등을 참고하여 창제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진비파(奏좋픔휩 혹은 윌금
(月琴)이라 부른 기록이 있다 한다. 남북한 학자들 모두 완함이라 부르는데 크게
이견이 없으므로 완함이라 불러도 무방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용총의 무용도에는 본디 완함의 연주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주재결이
작성한 〈표 2) 에서 무용총의 악기에 완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사서

에 기록된 고구려 악기에 비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악기는 탄쟁， 추쟁， 와공
후， 수공후를 제외한 비파와 오현이 있다. 여기서 오현이 어떤 악기인지 현재
학계에서는 그 설이 분분하다. 오현이 직경비파인 오현비파를 말하는 것인지，
오현이 칠현금의 모체가 된 오현금， 즉 금인지 고증할 수는 없다. 당대 오현비

파가 이형(잦形)이며 , 월형(月形)이 아니긴 하지만 『통전」에 “완함은 5 현이다
진비파보다 그 자루가 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3 이 오현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완함을 말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완함관련 현악기를

울림통의 모양을 중시하여 4현이건 5현이건 간에 모두 완함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며 , 또한 5 현인 현악기를 오현으로 부르고 4현인 것은 완함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럼 주재결의 〈표 2) 를 중섬으로 해서 완함

관련 악기들의 악기적 특정을 조사해 보면 〈표 5) 와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표 5) 에서 볼 수 있듯이 무텀벽화에 보이는 완함관련 유물틀의 줄감개의 수가
4개인 것과 5 개인 것이 있다. 세칸무덤과 장천 1 호분에서 4개로 추정되는 줄감
개를 가진 것이 보이며， 오회분 5호묘와 장천 1 호분에 5개인 것이 있다. 송방송

은 “長 JII 1 號慣의 룹樂史學的 點檢”에서 장천 1 호분에 줄감개가 4개인 완함과 5
개인 오현(비파)이 있다고 고증하고 있으니 원형의 울림통을 가진 비파류 악기
를 줄감개 수의 여부에 따라 완함과 오현으로 구분한 것이다 14 이러한 구분에

13

진양의 『樂書』 卷 241 5a-6a 에 다음과 같이 월금(月琴)에 대한 소개가 있다 “月琴形圓

項長上按四鉉十三品柱豪琴之徵轉鉉應律룹~j[;j때造也혐太宗史加 一鉉名其拉日金木水火土自開元中
編入雅樂用之효得책之遺해Ij願大中間待訊張隱쏠者其妙應倫圍中亦多能者
당 태종이 완함 4 현에 1 현을 더 추가하여 5 현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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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진일보된 연구를 통한 고증이 기대된다.1 5

비파류 악기 고증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살펴보자. 울림통의 모양으로

비파를 분류할 때 원통형의 울림통을 가진 비파를 중국에서는 원형음상비파(圓形
룹箱좋릎좋， 이하 원형비파)라 하고， 서양 배 모양의 울림통을 가진 비파를 이형비
파(잦形똘똘)라고 한다. 원형비파의 기원설을 볼 때 『태평어람 ~(太팎/돼寶) 권 583
악부에는 한대(漢代)의 부현의 〈비파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대에

원형비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형비파의 기원에는 ‘오손셜’(烏孫16設)과 ‘현
도셜’(랬羅說)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오손셜’ 보다는 현도셜’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하다~통전』 권

144 악 4에 의하면， 비파를 진한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 원

래 호중(胡中)에서 나왔는데， 민간에서 전하는 바 한제(漢制)라고 하기도 한다
라는 기록이 있다. 관련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을 아래 〈도판 3) 에 제시하여 보
았다.
〈도판 3) 에 보이는 도상들을 정리한 〈표 2) 를 보면， 악기적인 특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의 수， 고정주의 수， 발(撥) 사용의 유무， 줄감개의 수 등이 거의 대부
분 벽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악기 고증에서 보이는 어려움
의 하나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원형의 울림통을 가진 비파
도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의 국제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자료

중 『통전~(通典)， ~신당서~(新曺書)， ~구당서~(舊庸書) 등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현악기 중에 완함이라는 명칭의 악기를 찾아볼 수 없다. <표 3) 에서 정리한 자료
를 보면 고구려악기 이름에는 완함이라는 명칭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필자는

14

宋芳松長)1 1 1號t貴의 音樂史學的 몇때했J ，韓國古代音樂史빠究~(서울

志社. 1985).

2-38쪽.
15

본 인용문에 제시한 〈도표〉 번호는 본 논문의 〈도표〉 체제와 무관함을 밝힌다.

16

오손(烏孫)은 전한(前漢) 때 서역(西域) 지방에 할거하던 터키계(系)의 유목 민족이라 한

다. 당시 오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성했던 흉노는 북방 몽골 땅을 근거지로 삼고 한

을 끊염없이 공격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 무제(武帝)는 건원(建元) 26년 (B.C.

115) 장건(張驚)

을 오손에 보내 동맹을 맺는다. 10년 후 무제의 형인 강도왕(江都王)의 딸 세군(細君)을 공주
로 꾸며 오손왕에게 출가시킴으로써 동맹은 더욱 굳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손
공주가 고국에 대한 시름을 달래고자 비파를 만들어 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바
로 ‘오손설’이 된다

88

〈도판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비파류 악기들(안악 3 호분 주악도(上左).17 삼실총 벽

화(上中) . 덕흥리 고분벽화(中左) . 집안 17 호분(오회분 5 호묘 ， 中右) . 팔청리 고분벽화(下左) .
장천 1 호분 고분벽화(下中

1 . 2). 강서대묘 벽화(큰무덤， 下右)

위 논문에서 비파류의 악기들을 완함이라 비판없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 도판 3 ) 은 고구려 음악 관련 문헌에 등장하
는 현악기의 명칭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 병칭에 완함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결국 이후 완함 혹은 월금(月 琴)으로 명명할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악
기들은 당시 비파로 불렸을 것이다. 정조양은 비파와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한대

17

최 근 고구려 고분벽 화에 대해 연 구한 석사학위 논문 강연희

난 악기연구 -

4-6세기틀

중심으로"(전주:

전북 대학교 대 학원

고분벽 화 주악도에 나타
음악학과 석사학 위

2004) 에 서도 안악 3호분 주악도의 비파류 악기 룹 완함이 라 부르고 있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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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구려 완합 관련 고분 벽화 현악기의 특징

고분명

연대발의

유무

안악 3호분

4세기
중엽

불명

고정주 현의
수

수

불명

불명

불명

줄감

울럼통

불명

원형

개수

무용총

4세기말 불명

불명

불명

세칸무덤

5세기초 불명

불명 3-4(?) 초짧〉

모양

원형

원형

덕홍리벽화무덤 408년

불명

불명 (8?)

4?

4?

원형

장천 1 호분(1)

불명

불명

불명

5

이 형(?)

연주 자세

기타

무릎위에

장적 1‘ 눔혀 타는

서
τ1)z「

으로 보이는 무용

가로로 안고 현악기 1 , 외국인
수 1

서서 연주훼손되어
알 수 없
조
CIL
비천으로

전주동의

논문수록

연주

구려고분벽화」 참조

가로로 안고 모샌 및 『집안고
불명
비천으로
가로로 안고

5세기연주

중엽
장천 1 호분(2)

비천으로
불명

불명

불명

원형

4(?)

가로로 안고
9.꺼j ←7-「

팔청리벽화무덤 5 세기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원형

서서 가로로

다섯무덤 중
제 5호 무덤

불명

불명

불명

5

왼형

비천으로
가로로 안고

〈표

3)

6세기말
7세기초

연주

송방송 『한국고대
음악사」 도판자료
참조

중국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 현악기

문헌병

현악기

『수서』 권 81

걷흉

동이전 등
『수서」 권 15

음악지

五sY:

彈筆

없걷질뚫

뽕전슐模

조上조ιL王E王긍L

五표

『구당서권29
음악지

彈Z흉

f짧갇흉

동^，ð닫홉

똥중쩍模

5上F=.E
ι王E3EEb

『통전』

彈筆

f댐걷흉

없^'~슐篇

뽑걷윌홉

g上단ιL조E3라5

五뾰

彈筆

f휩샅흉

없?완篇

톰중깐질模

3上F:ιE3EEE3니

五sY:

『신당서』 권21

읍앞지
『책부원귀」

같흉

f1\，首뿔模

종종

종-，종

90
중국에서 북방은 이형비파가， 남방은 원형비파가 유행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
고， 이형비파는 서역계열의 악기이며， 원형비파는 이형비파의 영향으로 후일 형
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8
그렇다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악기의 이름을 완함이라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울림통이 원형인 비파류의 악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록은 801 년에 편찬된 『통전~(通典)이라 한다

w 통전』에는 원형

울림동을 가지는 비파를 진한자(奏漢子) , 혹은 진비파(奏짧똘)라고 하여 이형비

파(젖形뚫똘)와는 다르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신당서~(新함書) 권 200의 원
행충전(元行때傳)19 에 “어떤 사람이 고총(古家)을 회손하고， 동기를 얻었는데， 비
파와 유사한데， 몹통이 원형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었다. 행충이 말하기를 이는 완함이 만든 것이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를
완함이라 한 것인데

w신당서』에서 원행충이 고증한 바에 따라서 후대 사람이 봄

통이 원형인 비파류의 악기를 완함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652년 이전에는 완함이라는 악기 이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구려 고분벽화 고증에 있어서 완함이라는 악기 명칭은 7세기 이후의 벽화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도판 3) 에서 볼 수 있듯이 장천 1 호분 벽화에 나타나는 비파류 악기가 비슷하
게는 이형비파로 보이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형 울림통을 가지고 있다.5

세기 중엽의 무덤으로 보이는 장천 1 호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이들 악기틀
을 모두 비파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 고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악기에 대한 해

석은 필자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음악과 악기” 및 “한국 고고음악학

사료 중의 악기 명명 볍 고찰- 몇 가지 출토 유물에 보이는 고악기를 중심으로-’'20
와 같은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참고 바란다.

鄭祖塞，

18

1993) ,
19

“漢代뚫똘起源的史料及其分析考爾中國音樂學~(북경:

제 47l(총저11347 1)，

중국음악학편집부，

43-48

元行때(652-729年)은 이름이 담(ì웰)이고， 당대(庸代) 하남치(河南治) 인이라 한다.

2。 이진원， “한국 고고음악학 사료 중의 악기 명명볍 고찰 고악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출토 유물에 보이는

" !í韓國傳統픔樂쩔~(서울: 韓國傳統륨樂學會， 2002) , 제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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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구려 음악의 대외 교류 문제
수 ， 당과의 교류 부분에서는 비교적 많은 논문을 통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고구려， 수(階) , 당(홈) 이외의 기타 민족과 국가와의 교류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는 많은 정보가 없는 편이다. 최근에 필자가 작성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고구
려 의취적과 동고(鋼鼓)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악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21 전인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던 동남아시아의 현금과 유사한 악기의
존재는 고구려 악기가 단순히 서 역 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
이다，22 아래 〈 도판 4 ) 에 고구려 의취적의 도상과 동고의 도상을 제시한다.

대외 교류와 관련된 또 다른 증거 는 일본에서의 우방악의 구성을 살펴보면 나
올 것으로 생각된다. 일 본의 기시베 시게오〈럼邊成雄〉 의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

을 보면 『 동대사요록，JJ (東大춤要綠)을 인용하여 천평승보(天平勝寶) 4년 (752년)

4

월 10 일 초여 름， 나라 동대사 대불전의 고좌에서 노서나불( 盧週那佛) 개안식(開

眼式)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노서나불 개안식에 참여 행렬을 보면 ， 기악(않

樂) , 당산악(庸散樂)， 여답가(女짧歌) , 당고악(훔古樂) , 당중악(曺中 樂) , 당여무
(댈女舞) , 고려악 ， 고려여악， 임읍악(林둠樂) , 도라악(度羅樂) 등의 악이 연행된
것 을 알 수 있다，23

〈 도관

21

4 > 오회분

5호묘 고구려 의취적 도상(좌) 및 수산리 고분의 동고 도상(우)

이진원 ， “고구려 t훤吹管樂장융 연구，’. ~韓國품樂.jiJf究. (서울: 韓國國樂學會， 2001) , 제 30집 ,
.. ~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ι (서 울: 한국예 술종합학교 예 술연구소 ， 2004) , 7집 참

”동고와 금고
조

잉 전인평， “거문고 . 비나 그리 고 자케" r 중앙음악연구J(안산·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6). 17-36 쪽.

깅 f듀邊J1}.雄저 , 宋芳松역
호출판사，

1992) ,

44-50쪽.

정장권 · 돈황 • 고려 를 찾아서 고대 섣크로드의 음악~ (서 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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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에 정리되어 있는 임읍악， 도라악 등을 보면， 임읍악

은 인도기원의 음악으로 보고 있고， 도라악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제주도， 서역의 토화라(土火羅) , 인도 시나반도의 타라(뿔羅) , 그리고 사
쓰난〈健南〉의 여러 섬 중 도카라<u士떻陳IJ) 열도 등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음악이라
고 하고 있다. 임읍의 경우 5세기에서 7세기의 경우는 남베트남을 지칭하지만，
인도기원의 음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한다.24
일본에서 8 세기 경 임읍악과 도라악이 동대사에서 연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구려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음악 문화를 받아들이지는 않
았을까. 이러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러한 의문은 앞서 언급한 고구려
음악에서의 동남아시아적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동남아시아의 음악문화와 교류
가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혜구는 고구려 음악의 국제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는 고구려의 국제성을 『수서 ~(暗書)
음악지(좁樂志)의 칠부기(七部皮)에서 찾아보았는데， 고려기(高麗技)가 서량기(西
패使)에 비하여 종(鍾)， 경(첼) , 추쟁(獨筆)을 결하였을 뿐， 악기 12종을 공유하는
데， 고구려 악기의 적과 도피펼률(挑皮驚第)이 횡적과 대필률과 동일하다면 전부

를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수공후， 비파， 오현은 서역악기로

고려， 서량， 구자(龜鉉) , 안국(安國) , 소륙， 천축(天씀)에서 사용된 국제적인 악기
이다，25 아래 제시한 도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유물들인데， 서역 특유의 이형비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고구려 비파류
악기에 대한 고증을 한 바 있는데， 장천 1 호분의 비파류 악기를 제외하고， 대부

분이 원형의 울림통을 가지는 비파인 것이 의문이 간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장천 1 호분에 보이는 비파류의 악기가 이형비파가 확실하
다는 전제하에， 서역계 이형비파의 유입이 이루어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전
호태는 장천 1 호분의 벽화에 그려진 서역계 인물들이 중국 5호 16국시대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갈족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

장 f융邊成雄·橫道萬里雄·吉 )11 英史·星旭·小렸文夫 공저， 이지선 역주일본음악의 역
사와 이론 l(서울: 민속원， 2003) , 32-34 쪽，
25

李惠求， “高句麗좁樂과 표[濟룹樂의

1995) ,

134-140 쪽

國際生韓國품樂論댔!l(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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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호탄의 테라코다 비파 연주상26

반에 걸친 고구려의 대외교섭과정에서 중국의 산동， 하북， 요서방면 유이민이 대
량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장천 1 호분벽화의 서역계 인물이 실제로는 5호

(胡)의 하나이던 갈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증한 것이다.27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
느 시기부터 서역의 음악 문화를 흡수하였을까. 그라고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장천 1 호분의 비파로 살펴보면 5세기경에는 서역의 영향을 받았다
고 할 수 있는데， 안악 3호분에 보이는 주악도를 동한 말기 (3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요양 봉태자분의 고분벽화와 장적(長富)을 사용하는 등， 거의 악
대 구성 방식이 흡사하기 때문에 안악 3호분이 고구려 음악문화를 보여주는 고
분벽화라고 단정했을 때 서역의 음악문화가 4세기에도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도 있다.

26 민병훈 지음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J(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5) , 국립 중
앙박물관 병품선집 17 , 77-78쪽 도판 인용. 이들 동물상은 2-4세기 호탄 요트칸에서 발견된

것이다. 길이 7cm. 폭 3αn 내외로 되어 있고 ， 현재 전시되어 있다. 호탄의 요트칸은 10세기
이스람 진출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호탄의 도성이 위치한 곳이라 한다. 趙推Zf'-， “조옳졸的歷史

『韓國흡樂史學報.l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 2002) , 789-812쪽에는 “而這種在波斯鐘王朝所形成的
찢型、 四랬、 曲項的流特琴()힘，뽕) 與天 山|휘道的於|행四효표풀是-服相承κZ物.

￡뜰중的發展流I머可以簡뀔t也f'F加下圖式· 맨， 健F효羅 •

j훌흉朝的波斯 •

也就是說曲I휠며뾰

千|해 •

中原的四랬짧

똘 ”라고 하여 페르시아 계통의 4현 이형비파가 인도 간다라 문화로부터 출발해서 페르시아와
우전(子뼈)을 거쳐 중국의 4현비파로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

전태호 의 “고구려

장천 1 호분벽화의

서역계

인물”을 참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 http://uou.ulsan.ac.kr/-배 eon/non_top.htm) 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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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구려 황종률( 롭鍾律) 문제
고구려에서 한 음악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고구려에서도 분명 황종률을 제
정 ，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음악을 조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황종
률은 황총척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조율된 음인 황종률은 국가의 상정흐로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고구려의 많은 음악들은 발해를 거쳐 요와 금으로 흡수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요 • 금대의 황종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이 를 통해서 본다면 주대(周代) 이후 황종척에 대한 관심은 분명 고구려에

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 중국음악사전 dl( 中國좁樂詞典)에 소개된
역대 중국 황종률의 도표이다.
아래 〈 표 4 ) 를 보면 중국 한대 이후 대성아악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e음
이상의 음고를 가진 황종률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j" 중국음악학』 에 실린

논문28을 통해서 본다면 고구려와 발해의 영향을 받은 요 및 금의 황종률 음고가

e 음이라는 것을 통해 고구려 음악에서 사용하였던 황종률 음고를 우리가 짐작할
b

〈표

4)

w 중국음악사전 』 소재 중국 역대 황종률 음고표29

’-*(흩) | l*씨*lallκ=+44=0.뿌j빼b

1f.J.f!af);

•• 1112흩1i fl
3.3851
3.3851
3.0000

와짜 l*a.R. 9 -rt

28

346.7
332.4
3 0.1
387.5
3.αlOO
384.9
3. 아JOO
364.2
3.0000
435.9
, 379.5
3. OC:뼈
298.7
13 . 0000
3.535513 315.0
화4 .4
2.74

,

’

"'-12.5
c ’ +14.5
.P+0 .49

·‘ -J9.96
g ‘ -31.62
-1" -27.32
a -15.96
-"'+43.91
d'+29.43
e +2 1. 42
f'-24.1

‘

‘

‘‘

필자의 기억으로는 F 중국음악학』 에 실련 논문 중에서 동북지역의 고대음악을 연구한 논문으

로， 요와 금의 황종률의 음고를 조찰한 것이 있는데. 본 논문 작성 줌의 위의 논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찾아서 보충하도록 하겠 다
29

中國황術빠)E院품樂빠究所대1 國흡樂詞典J 編輯部中國즙樂詞典~ (北京 : A民홈樂出版

社. 1985).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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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고려적과 횡적의 제도30

지공명

을。드 T
근「

1공

2공

3공

4공

5공

6공

'f調

주無

이번 上無

盤j步

붉鐘

雙짧l

/、

中

17

L

Ji

T

e2

#c2

b1

a1

gl

#f1

블승越

盤{步

붉鐘

1iι:IiD

下無

7['-調

/、

中

]고

T

d2

b1

?
a1

#f1

e1

고려적

•

회。처
「

1

gl

7공

전폐음

斷金

#d1
剛金

盤j步

#d1

b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본에 전승된 고려적의 전폐음의 음높이가 당적과는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고려적을 통해서 황종률을 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문화(漢文化)
의 유입은 주대로부터 내려오는 악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고구려에 전했을
수가 있다. 위는 현재 일본의 고려적과 당적의 지공별 음정 관계를 정리한 도표

를 제시한다. 이 도표를 통해서는 고려적의 전폐음이 d#음으로 우리나라 향악기
b

황종률 e 음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폐음이 고구려의 황종률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3.

맺음말

이제까지 고구려 음악을 연구하는 도중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고구려 음악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구려의 문헌이 남아
있지 않고， 고려 시대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음악고고학적 자료들을 동해
보충된 고구려 음악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상 한계를 들어낼 수밖에 없다.
필자가 고구려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면서~삼국사기』 거문고 관련 기록으로
부터 중화중심적인 사고관에 의해서 그 기원과 성격이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었

음을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중국 문헌과 일본 문헌도 이러한 시각차에 따른 기
30

張師助韓國樂원大觀J(서울: 한국국악학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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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또한 고구려 음악 문화를 이해하는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문에서는 고구려 음악 기원에 대한 문제와 이후시기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
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고구려 음악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일본에 전승된 고려악에서 어떻게 고구려 음악적 요소
를 가릴 수 있는지가 문제인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구려 악기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분벽화의 악기들의 고증 문제에서도 비파류 악기를 예를 들어

점검하여 보았다. 또한 고구려의 국제성 문제에서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동남
아시아 음악 문화와의 교류도 고구려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한의 영

향을 받은 고구려에 황종률 개념이 존재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렇다면 황종률
의 음고가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보았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바람을 타고， 한국 내 고구려사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

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고구려의 음악 자료들은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북한과 중국에 산재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
구소 주최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보다 진전된 고구려 음악 문
화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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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Issues in Studying the Music
of the Goguryeo Kingdom

Jinweon Lee(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music of the Goguryeo
Kingdom (B.c. 37 to AD 668). First of all, there are actual records handed
down from the Goguryeo age. Therefore, the research has to refer to the
Three Kingdom History (Samguk Sagi in Korean) and the Three Kingdom
Historic Stories (Samguk Yusa in Korean), while also looking into records
from China and Japan. However, such documents were written after the
Goguryeo Kingdom. In case of the Three Kingdom History was written
with the toadyism for China and under that influence, the book has a
distorted description for the music of the Goguryeo. Also, other
documents from China and Japan are difficult to be reliable sources in
many aspects. All of such factors are obstacles to understand the music
culture and Goguryeo.
In the text of this research, I discussed the problems regarding the
origin of the Goguryeo music and the problems on the study into the
changes of music cultures in different ages. Then, I pointed out the
problem how to sort out Goguryeo's musical factors from the Goryeo
Music (Goryeo Ak in Korean), which was handed down to Jap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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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eo Music is almost the only source that we can now rely on, in
order to approach to the substance of Goguryeo music.
Plus, in the issue of ascertaining the historical evidence into the musical
instruments on the mural paintings of ancient tombs of the Goguryeo
Kingdom, I focused on the mandolin-style instruments called Pipa.
Besides, in the internationality issue of Goguryeo, I pointed out the need
to look into the musical exchange between Goguryeo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s never been discussed so far. Lastly, I also posed a
question if Goguryeo had a basic musical factor called Huangzhonglu
(Hwangjongryul in Korean), and if it had, what kind of pitch that scale
might have carried. I had the question because Goguryeo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Han Dynasty of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