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려 고분벽 화에 표현 펀 육(鼓)의 유형 :
행렬악의 연쥬 형래에 기하여

송혜진(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부교수)

1. 서론
---J

구려의 안악 제 3호분을 비롯하여 수산리 고분， 덕흥리 고분， 안악 1 호

JL 분， 약수리 고분의 행렬도에는 ‘틀에 북을 매달아 메고 가면서 연주하는
북’， 기마악대가 연주하는 북， 특정 의례에 사용된 북 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어 있다. 이밖에 안악 제 1 호 벽화고분， 평양역전 고분 등에는 의례용({敵뽑用)
처럼 보이는 북 종류가 몇 종이 더 있다.
이상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북은 이혜구의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주악도

전주

농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연구” 등의 주악도(奏樂圖) 해제 초
기 연구를 통해 북의 형태와 명칭 · 연주 · 기능 등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최근에

는 강연희

이진원 2 신명숙3 등에 의해 고분벽화 상의 악기명칭 및 북의 형태와

재질， 문양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강연희는 안악 제 3호분에 처음

1

강연희， “고분벽화 주악도에 나타난 악기연구 4-6세기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8-43쪽.

2

이진원， “금고와 동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2때4) ， 제 7권.

3

신명숙，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고(鼓)문양 연구" ~민속학연구~(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제 17호， 21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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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이후 녁홍리 · 팔청리 · 수산리 벽화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담고’가
중국과 다른 고유의 고구려 북이라고 하였으며， 이 북에 대하여 초기 학자들이
명명한 ‘담고’라는 이름 대신 ‘안악 담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일 것을 제안하
였다. 신명숙， 이진원의 연구에서는 수산리 고분벽화의 북의 크기와 북면의 문

양을 중국의 동고(鋼鼓)류 악기와 비교한 뒤 이 북이 동고 (ï폐鼓)일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 고분벽화 상의 북에 대한 관섬은 북의 역사적 배경이나 상징
성 · 기능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북의
형태와 세부적인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북이 편성된 행렬악의 연주 관습 측면은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자는 2005 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여러 행렬도에 편
성된 북과 다른 악기의 편성에 주목하여 ‘고(鼓)’와 ‘각(角)’을 기본으로 하는 행
렬악의 기본편성과 확대 편성의 예를 구분한 바 있다.4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행
렬악의 기본 편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벽화 상에 표현된 북의 세부적
인 차이를 살피는데는 미진하였다. 이 문제는 비단 필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북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보고가 아직 없었다.

이에 필자는 먼저 고구려 벽화 행렬도 상에 표현된 북(金鼓 포함)5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형태를 상세하게 기술( description) 한 뒤， 고구려 고분
벽화 상의 북을 유형별로 분류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룹 바탕으로
벽화의 행렬악에 북이 어떤 편성으로 연주되며， 음악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

본다면 고구려 음악문화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행릴도에 표현된 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행렬악대의 편성에 주목하여 유형별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4

송혜진，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공연예술의 주제"(저1]12회 한국동양예술학회 학술대회

발표원고
5

2005 년 5 월 28 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북은 일반적으로 가죽 면의 울림으로 소리내는 ‘皮鼓’를 뜻하지만 재료에 따라 土鼓， 關

鼓木鼓， 玉鼓， fî鼓， 鐵鼓， 꽤鼓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속 재질로 된 북은 ‘쇠북’이라는 일
반 명칭으로 ‘금고’라 볼린다. 다만 역사적으로 철기시대 이전에 정동기로 제작된 북을 ‘동고
(f;꾀鼓)’라 하여 ‘금고’와 구분해 쓰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금속 재질로 된 북을 ‘급고’로 통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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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

본론

1. 고구려 고분벽화 상에 표현된 북의 종류와 형태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행렬에서 북을 틀에 매달아 두 사람이 베고 한 사람이 연
주하는 북과 연주자가 말을 타고 가면서 장대에 꽂은 북을 치는 북， 연주자가 말
을 타고 가면서 연주하는 북， 북틀에 얹어 세워 놓고 연주하는 북， 북틀에 매달
아 놓고 치는 북이 있다. 이 북에 대한 명칭은 보통 담고(擔鼓) 또는 강고(網鼓)6 ，

‘메는 북’. 마상고(馬上鼓) 또는 ‘말 북’， 도(앓) 또는 ‘흔들 북’， 엽고(立鼓) 또는
‘선 북’， 현고(뿔、鼓) 또는 ‘매단 북’으로 부르고 았다. 고분벽화 상에 표현된 북의
명칭은 발굴보고서 작성자 및 남북한의 연구자들이 북을 연주하는 형태에 주목
하여 명명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벽화 상의 북 모양을 사서(史書)류에 기록된 북 이
름7과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즉수서(隨書)~ 및 『구당서(舊曺書)~에는 “高麗歌
曲有효뼈 .. , (중략) .. , 體鼓 齊鼓 擔鼓 꽤없 貝等十九種않一部” 라는 내용이신

당서(新曺書)~에는 “高麗樂工八 … (중략) ... 體鼓 짧鼓 擔鼓(擔鼓)" 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목록의 ‘담고’가 곧 벽화 상의 메는 북과 연관 지어 명명한 예가
있다. 이혜구는 벽화 속의 북이 발굴보고서에서 말한 ‘담고’일지 미심하다고 하

면서 이를 고려시대 위장악(衛#樂)에 편성된 강고(뼈鼓)류의 고취편성 악기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는 견해를 밝혔다.s 또 강연희， 선명숙은 ‘담고’라는 명칭이

‘메는 북’이라는 일반적인 형태를 말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12 세기의 문헌인 7 악

6

이혜구는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주악도”에서 발굴보고서에 따라 이 북플 ‘담고’라고 하였

다. 그러나 담고라는 병칭이 수(1힘) 구부에게 편성된 고려기(高麗많) 악기의 하나이기는 하나，

고취행렬에 쓰인 북을 담고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등회 관련 기록에 나오는 행렬악대와 연관지어 이것이 고려시대 의장악대의 ‘강고(網鼓)’에
해당하는 악기로 보았다. 강고는 의장악대에서 금정(金최R 과 도고(앓않)와 함께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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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담고’ 그림과는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9

이처럼 고분벽화 상의 ‘메는 북’은 ‘담고’라는 일반적 명칭과 문헌상의 특수 명
칭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 기록상의 담고와 고

분벽화 행렬도에 표현된 ‘메는 북’이 동일한 것인지， 또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메는 북’의 특정은 고려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10 먼저 벽화 상에 표현된 북의 연주모습과 형태에 따라 보

행악대(步行樂隊)의 북(담고 또는 강고)과 기마악대(騎馬 樂隊)의 북(마상고 또는
이 중고)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 로 하겠다.

1) 보행 악대의 메는 북(담고 또는 강고)
(1) 안악 제 3 호 벽화고분 보행악대의 때는 북
안악 3호분11 의 보행악대가 연주하는 메는 북은 두 가지다. 이 북은 발굴보고

서에서 담고로 명명되었고， 이혜구는 고려시대 위장악에 편성된 ‘강고’와 같이

고취편성에 드는 북 종류로 해석한 바 있다.
두 가지의 북은 기마악대 뒤편에 ‘메고 치는 종’(담종)과 함께 편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북 크기가 달라 보인다. 행렬의 왼쪽에 있는 북은 연주자의 상반신 크기

만 하고， 가-운데 것은 연주자의 얼굴보다 좀 크다. 또 앞의 것은 곡병산(曲炳짝)
으로 장식을 했고， 가운데 것은 곡병산 없는 틀에 매달려 있는 점도 다르다 12

틀의 형태는 북의 둥근 면을 따라 가운데 부분이 위로 불룩 솟은 반월형(半月

9

한국음악학 연구에서 자주 얀용되고 있는 진양의 J 악서」는 부분적으로 문헌 기록과 그링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악서 J 가 편찬될 무렵에 이미 전승이 단절된 고대 음악의 그림 자
료 중에는 오류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10

담고에 대한 『악서거의 히1 설 및 형태와 벽화상의 담고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연희， 신병숙이 차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11

안악 3호분은 황해남도 안악군 유셜리에 있다. 무덤에 357년(고국원왕 26) 의 묵서명(벨

書銘)에 기하여 4 세기 중엽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12

이 북은 한국의 정(金;f[마류에 속하는 금속타악기로 인식된 경우가 있다 북의 형태만으

로 재질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딴f止류 악기의 전승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은 깊이 있게 검토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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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안악 저13호분 행렬

〈 그림 2 ) 안악 제3호분

〈 그림 3 ) 북한에서 재현한

도 모사도

행렬도

안악 저13호분의 메는 북

5

形)이며 한 가운데 위에 곡병산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었다. 북통의 아래 부분에는

다리가 부착되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세워 놓고 연주할 수 있게 되어있다(모사도
에서는 다리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다라 사이의 간격은 북통의 너비를 짐작케
해준다. 또 북에 다리가 부착된 점은 ‘메는 북’이 이동 중에만 연주하는 것이 아
니라 ‘세운 북(입고)’의 기능을 겸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상으로는 다리가 셋으로 보인다.

한편， 가운데에 위치한 북면을 자세허 보면 색상이 차이가 난다. 오른쪽 위에
서 사선 방향으로 왼쪽 아래쪽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왼쪽 부분은 좀 더 진하

고 아래쪽 부분은 좀 연하다.

메는 북의 연주는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서서 머l 고 가는 중에 연주자 한 사람
이 한 손에 북채를 들고 친 다. 그림 상으로는 연주자가 왼손에 북채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실제로 왼손으로 북을 친다고 북치는 장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회화 기법의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약수리 벽화고분 보행악대의 메는 북
약수리 벽화고분13의 행렬도는 전실의 동벽과 남벽 통측 및 북벽 동측에 각각

중열(中列)과 후열(後列) . 전열(前列)로 나뉘어 묘사되어 있다. 악대는 전열의 맨
앞에 걸어가면서 ‘메는 북’을 연주하는 3 인. 행렬 좌측 의장대 행렬 중에 걸어가

면서 소(蕭)를 부는 연주자 한사람이 있을 뿐， 기마악대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밖

에 주인공 행차 바로 앞에서 기악백희(波樂百敵) 공연이 펼쳐지고 았는 점이 주

13

다.

약수리 벽화고분은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에 있다. 5세기 경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

6

〈 그림 4 ) 약수리 벽화고분의 행렬도 및 모사도

〈 그림 5 ) 약수리 벽화고분의 행렬과

메는북 연주모습

목된 다.

약수리 벽화고분 보행악대의 ‘메는 북’은 안악 제 3호분의 가운데 배치된 북처
럼 곡병 산 장식이 없다. 북틀을 베고 가는 두 사람은 한 방향으로 서서 걷고 있
는 중이며， 한 사람이 채를 들고 북을 치고 있 다. 북을 세워 놓고 연주할 만한 다
리나 보조물이 부착된 흔적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북의 크기는 안악 제 3 호분 보

행악대의 가운데에 배 열된 것과 거의 같게 묘사되었다.

(3) 덕흥리 벽화고분 보행악대의 메는 북
덕흥리 벽화고분14의 행 렬도 구성은 전설의 동벽과 남벽 동측 및 북벽 동측에
각각 중열과 전열， 후열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행렬은 기본적으로 5 열이며 입

구 쪽인 남쪽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고각( 鼓角 ) 을 연주하는 악대는 행렬의 바
깥쪽(그림의 위쪽)에 말을 타고 흔들 북과 각을 연주하는 2 인과 행렬 안쪽(그림

의 아래쪽)에 걸어가며 ‘메는 북’을 연주하는 3 인이 묘사되어 있 다.
덕홍라 고분 행렬도의 보행악대가 연주하는 북의 형태와 특징은 비교적 뚜렷

14

덕홍리 벽화고분은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홍리에 있다. 무텀 내부에 600여 자의

달자가 적혀 있고， 무텀의 문을 409 년 2월 2 일에 닫았다는 내용의 글 이 적 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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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7

덕흥리 고분벽화의 행렬도

〈 그림

7) 덕흥리 고분벽화의 행렬

도 중 행렬악 연주장연

〈 그림

8)

덕흥리 고분벽화의 메는 북

하다. 북 틀의 형태는 북의 둥근 변을 따라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며 정 중앙
윗부분에 곡병산 장식을 꽂았다. 북통의 아래쪽에 다리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북통 양 옆에 달려있는 곡선형 부착물이 흑 다리 기능에 견줄 만한 보조 장
치의 표현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면은 반쪽은 검은색， 반쪽은 붉은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서 살핀 안악 고

분벽화의 ‘메는 북’의 면이 흐릿하게 구분된 것에 비하면 색의 대비가 선명하다.

이러한 색채의 대비가 의도적인 것인지， 벽화의 채색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안악 제 3호분에 표현된 북변에도 색의 대비가 표현

된 점을 고려하면 북의 장식과 모종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메는 북’의 연주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북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이 손에

8

채를 쥐고 북을 친다. 이동 중이라면 한 사람이 뒷걸음을 치고 있는 형상인데 이
또한 북치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한 회화 기법의 하나로 해석된다. 북의 크기는

안악 3호분의 왼쪽 대열에 배치된 것보다 약간 작은 것처럼 보인다.

(4) 팔청리 벽화고분 보행악대의 메는 북
팔청리 벽화고분15의 행렬은 각종 연희를 동반한 특별한 편성을 보여준다. 주

인공은 2-3 인의 기마 수행원과 말을 탄 각 연주자와 보행악대의 메는 북 연주를

거느리고 어디론가 가는 중에 멈춰 서서 기악백희(↑支樂百敵)를 감상하는 중으로
보인다. 기악 백희에는 완함(~j[，成) 연주가 따르는데， 여기에 고 · 각 연주자가 가
세한 듯 그림의 장면은 생동감 있는 연주 분위기를 자아낸다.
팔청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은 안악 제 3 호분의 메는 북과 형태와 북틀의 모양

이 좀 다르다. 북면의 너비와 크기가 안악 3호분의 왼쪽 대열에 배치된 북보다

크게 묘사되어 있고， 북변은 겸게 칠해져 있다. 북통에 다리를 부착시킨 안악 3
호분 벽화의 메는 북과 달리 팔청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은 사각형의 틀에 북을
매단 형태이다. 오히려 수산리 고분벽화의 메는 북과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팔청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은 이동 중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상태에
서 백희와 함께 연주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북을 메는 사람은 북 양옆에 선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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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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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청리 벽화고분의 행렬악‘ 백희장면의 메는 북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 리에 있는 무덤 으로 조성시기는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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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있고， 한 사람이 무릎을 낮춘 채 고개를 위로 향하고 상체를 뒤로 재끼고

실감나게 북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메는 북의 연주는 옆에 말을 탄 각 연주자와
짝을 이루는데， 그 왼쪽으로 각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다. 만일 그 흔적이 또

하나의 각이라면 그 각 연주자는 말을 타지 않은 보행악대의 일원으로 행렬에서
는 메는 북과 짝을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수산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
수산리 벽화고분16의 구성은 서벽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부에
는 묘주인 부부가 시종들을 데리고 곡예를 관람하는 장면이， 하부에는 묘주인의

행차를 기다리는 듯한 남녀인물의 군상(群像)과 북과 각을 연주하는 악대(樂隊)
가 묘주인과 시녀들의 행렬을 인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행렬도의 구성은 말

을 탄 묘주인의 행렬을 기마대， 의장대 등이 호위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악대
가 행렬을 인도하는 구성이라는 점은 같다.

수산리 벽화고분에 표현된 ‘메는 북’은 세울 수 있도록 다리가 안정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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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북한에서 재현한 수산리 고분벽

화의 북. 가죽 북면에 태앙문을 그려 넣었다.

수산리 벽화고분은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리에 있다.5세기 후반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

10

〈 그림

12 )

기남 출토(한대)

〈 그림

13 ) 정주출토(서한말 동한초)

디자인된 북틀에 매달려 있으며 곡병산으로 장식되어 있 다. 수산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은 북틀의 디자인과 북변에 장식된 세별한 문양이 매 우 이채롭다. 안악
제 3호분 이후 북틀에 보조 장치 를 부착해 북을 세워서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렷 있었지만 수산 라 벽화고분의 ‘ 메는 북’의 틀은 마지 사찰 의례나 궁정 의례
에 사용된 타악기 용 틀과 유사하다.
또한 북변에는 무늬가 그려졌는데 그 표현이 매우 세밀하다. 의례용 북면에 무

늬를 넣는 전통은 중국 고대 북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산동성의 기남
(빠南)에서 출토된 화상석 중， 연회 장면에는 〈그림 12 ) 와 같은 건고(建鼓)가 표

현되어 있다. 이 중 북면에 태양문(太陽救)이 새겨진 것 이 뚜렷하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하남성의 정주(鄭州)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도 〈 그럼 13 ) 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건고의 북면에 유사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리 벽화고

분에 표현된 ‘베는 북’의 북면 장식은 중국 고대 의례용 북의 장식과 상통하는
예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수산리 벽화고분의 북 문양은 고대 중국 및 동남아의 몽고(鋼鼓)와 유사
하여 이 악기가 혁 부(章部)의 막명(莫 嗚)악기가 아닌 금부의 통고(꽤鼓)일 가능성
이 이진원 17 신명숙18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 이 논문에서 는 이 같은 북 종류

17

이진원 ， ‘벽화를 통해 서 본 고구려 음악과 악기고구려연 구 17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의 사회화 문화A서 울: 사단법인고구려 연구회

2ω4) ， “금고와 동고， ’ r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서 울: 한국예 술종합학교， 2004) , 제 7집 ， 205-220 쪽
18

신영 숙，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고(값) 문양 연구빈속학연구 ， (서울: 국립 민속박물관 ，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북(鼓)의 유형

11

들이 불교의례용 금고 전통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든 북변에

도 문양을 새긴 전통이 있다는 점에서 문양의 유사성만으로 북의 재료를 단정 짓
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북이 ‘고구려 행렬악에 편성된 북’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고대 동고와 비슷하며 불교의례용 금고와 비슷한 북’이 왜 수산리 벽화
고분에 표현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산리 벽화고분
에 표현된 북의 재질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악기는 두 사람이 북틀을 메고 한 사람이 북을 치는데 다른 벽화에서

와 달리 북치는 사람이 북 뒤편에서 연주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북 치는
사람을 뒤편에 배치한 예는 수산리 벽화고분의 예가 유일한데， 전호태는 북면에
새겨진 문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1 9 한편， 이 북이 동고라고
주장한 신명숙은 ‘양면(兩面) 동고’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칠 수 있다고 하였다.
동고는 보통 단변인데 중국의 12세기 유물 중에는 양면(兩面) 동고도 있으므로，
수산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을 양면 동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20 이 또한
‘메는 북’의 재질 문제와 관련해 더 논증해 볼 문제이다.
수산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의 크기는 메고 가는 사람 키의 상반신보다 커 보이
며， 이는 유사 종류의 북에 비해 큰 편에 속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펀 ‘메는 북’은 모두 행렬의 보행 악대에서 두 사람이 북틀을 메고

한 사람이 북채로 치는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그림으로 표현된 북
의 크기. 틀의 형태， 문양 등의 장식. 다른 악기와의 편성 변에서 차이가 있다.

크기 면에서는 안악 제 3호분 보행 악대의 가운데에 편성된 북과 약수리 벽화고
분의 북이 가장 작고， 덕흥리 벽화고분의 ‘메는 북’， 안악 제 3호분 왼쪽 대열에

배열된 북， 팔청라 고분벽화의 북， 수산리 벽화고분의 북 순으로 더 커 보인다.
북틀은 다리 없이 반월형 장대처럼 생긴 것과 북에 다리가 부착된 경우， 반월

형 장대의 메는 장치와 세울 수 있는 틀(鼓架)을 갖춘 것 등 세 가지 형태이다.
북틀의 장식은 곡병산으로 장식이 부착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안악 제 3호분 보행

2005).
19
20

제 17호. 211-224쪽

전호태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서울: 풀빛， 1999) , 208쪽.
신명숙이 참고한 동고는 12세기의 유물이다. 유물명은 ‘동고(鋼鼓)’라고 되어 있지만 실

제 이 북은 청동으로 만든 고대 동고가 아니라 8세기 이후부터 전승이 확인되는 불교의 금고
(金鼓)류일 사능성 이 높다.

12
악대의 가운데에 배치된 북과 약수리 벽화고분의 북은 곡병산 장식이 생략되어

있다. 북에 문양이 뚜렷이 표현된 것은 수산리의 북이 유일하다. 이밖에 덕흥리

벽화고분의 북， 안악 제 3호분의 왼쪽 대열에 배치된 북， 팔청리 벽화고분의 북에
서 채색감을 달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벽화고분에서 북은 행렬의 주악을 담당하는 악기로 등장하는데 그림에

따라 북만 단독으로 편성된 경우와 각과 함께 편성된 경우， 북과 금속 타악기인
종이 함께 편성된 경우로 구분된다.

약수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의 보행

악대에는 ‘메는 북’만 편성되었고， 팔청리， 수산리 벽화에는 고와 함께 편성되었
다. 보행 악대의 행렬악이 ‘고(鼓)’， ‘금(金) . 고(鼓)’， ‘고(鼓) . 각(角)’으로 편성
된 예는 고구려 행렬악의 연주 관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다.21

기마악대의 북(馬上鼓， 또는 二重鼓)

2.

1)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말 북
고구려 고분벽화 상에는 말을 타고 가면서 북을 연주하는 모습이 두 번 확인뭔
다. 하나는 안악 제 3호분에 특이한 모양의 북을 연주하는 기마악대 연주자이고，
다른 하나는 덕흥리 벽화고분의 행렬도에서 ‘도’처럼 북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 안악 3호분의 행렬악대에 편성된 기마악대의 북은 유사한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울 만큼 특징적이다.
이 북을 최초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이중고(二重鼓)라고 하였다. 북 두 개가 하

나의 북 자루에 꿰어 있는 모습에서 이름을 붙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이혜구는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주악도’에서 이중고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은 점과 이 북

이 ‘도’와 유사하긴 하지만 연주방법이나 악기 형태가 도와 다른 점을 언급하였
다. 또 북 자루가 북 둘을 꿰뚫지 않았으면 어떻게 둥그런 북 둘을 포개 올릴 수
있는지， 도대체 연주자가 북을 잡지 않았는데도 말 목에 북이 고정될 수 있는지
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1

중국의 도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행렬악과 고구려 고분벽화 상의 행렬악은 부분적으로 유

사한 점도 있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 3 장에서 논의
해 볼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북(鼓)의 유형

〈그림

14)

13

안악 저13호분 행렬오(모사도)

이 북과 유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말 위에서 연주하는 북’으로 범
위를 넓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중국의 진(奏)， 한(漢) 이후 수，
당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행렬도와 기타 미술자료 등에는 작은 북을 말 위에 얹

어놓고 연주하는 모습이 더러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마상(馬上) 연주의 한 장변
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때 편성되는 북은 보통명사로 ‘마상고(馬上鼓)’라 통칭

된다. 말을 타고 연주하는 악사들의 북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작은 북을 말 등에 얹거나， 말에 매달아 고정시키고 연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건고처럼 큰 북을 낙타 위에셔 묘기하듯 연주하는 모습도

볼수있다.

그런데 이상의 마상 북 종류22와 달리 안악 제 3호분의 마상 북은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 형태와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북을 북 자루에 꽂은 것처럼 연결되

었는데 북 자루에 꽂은 북은 도를 연상시켜주지만 안악 고분벽화의 북은 채로 연
주한다. 북을 꽂은 막대 윗부분에는 메는 북에 곡병산 장식이 첨가된 것처럼 이
북에도 일산 역할을 하는 장식을 덧붙였다. 북을 연주하는 사람은 왼손에 채를
쥐고 팔을 높이 들어 힘껏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 북은 4 인
조 기마악대(북， 배소， 소， 탁)의 한가지로 편성되었다.

g

중국의 여러 도상자료에 보이는 이 북은 제고(提鼓) 또는 소제고(小提鼓)라고 불리었

다中國륨樂史圖짧』에서는 말 위에서 양손에 북채를 쥐고 치는 북을 ‘제고’라고 한다고 하
였다(騎馬者찌手持隨짧擊。 此鼓헬“提鼓 o <{周i]íL. 夏官〉有‘師帥執提”的記載，
提之提， 謂馬上鼓， 有曲木提持。 鼓立馬똘上홉， 故調之提").

注文說: ‘讀如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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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北朝(A.D. 386-518) 시대의 기마악대

〈 그림

16 ) 중국 사천 성도의 동한묘

상. 왼편의 악사는 소를 붙고 ， 오른 편의 악사는

화상전의 기마악대 - 정절 . 제고 ， 소 ，

둥근 북을 들었다.

요. 가 . 배소)

〈 그림 17 ) 중국 산동의 북위시대 석각 중 낙〈 그림 18 ) 중국 진한대의 화상석 중 기

타위의 북 연주 장면

마악대의 북 연주 장면

안악 3호분 기마악대의 마상고는 위에서 살핀 중국의 여러 도상과 모양이 완

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북 자루에 북통을 꽂아 말 위에 싣고 채로 쳐서 연주하
는 악기라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당
산 곽거설(孝堂 111 石室)의 화상전(畵像博) 및， 성도 장자산의 화상전의 기마악대
의 편성 및 마상고의 모습은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기마악대와 비슷한 점이 있다.

2) 덕흥라 고분의 말 북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덕흥라 고분의 2 인조 기마악대가 연주하는 작은 ‘흔들
북’이다. 덕흥리 벽화고분의 ‘흔들 북’은 짧은 막대에 동그란 북을 꽂은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북{ 鼓)의 유형

〈 그림

19 )

15

덕흥리 벽화고분의 도

i

뼈뼈

〈 그림

도.
도의

20 )

북한에서

재현한

그림에 보이는 것과 달리
윗부분에는 장식

수술을

달았다.

위쪽과 좌우에 끈이 매달려 있고 ， 오른 손으로 북 자루를 쥐고 흔들며 연주한다.
‘흔들 북’처 럼 생긴 고취악대의 북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덕흥리 고분벽화의

‘도( 羅)’처럼 생긴 마상고는 북통 한 개가 자루에 매달린 것으로 형태가 이례적이
다. 또 덕흥리 벽화고분의 마상고는 각과 짝을 이루어 연주되는 점도 안악 제 3호
분의 기마악대 편성과 차 이 를 보여 주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의 기마악대가 연주하는 마상고는 형태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북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루에 북통을

끼운 북이라는 점， 보행악대의 메는 북과 구조가 다른 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
다. 두 가지 마상고 중에서 안악 제 3 호분의 것은 중국 위(鍵，) . 진(쯤) . 한(漢) 대
의 화상석(畵像石)에 표현된 기마악대의 제고(提鼓)와 유사하여 상호 연관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반면 덕 홍 리 벽화고분의 기마악대 표현은 중국의 고취악
대에 편성된 북과 모양이 많이 다르고， 각과 함께 짝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고구
려에 정착된 기마악대 편성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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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구려 고분벽화 상에 표현된 북의 유형과 행렬악의 편성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고구려 고분벽화 행렬도에 표현된 북의 유형은 크게 보

행악대의 ‘메는 북’과 기마악대의 ‘마상고’로 구분된다. 이 중 보행악대의 ‘메는
북’은 안악 제 3호분，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팔청리 고분， 수산리 고분에 표
현되었는데 각각 행렬에 북만 편성된 경우， 북과 각이 함께 편성된 경우， 기타
악기와 편성되어 차이를 보인다. 북의 크기와 세부적인 장식， 문양 변에서도 약
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근모양의 양면 북의 형태이며， 행진할 때는 긴
반월형 장대나 북틀을 메고 걸어가면서 연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 북통에 부
착된 다리와 북동을 걸어놓은 북틀을 이용해 세워 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 행렬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는 북’이 중국 고취악대

편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취악대 자료 중 보행악대의 편성
은 하남(河南) 지역에서 출토된 화상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보행악대는
작고 둥근 북을 허리에 차고 오른 손에 채를 들고 치는 형태로 고구려의 메는 북
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한편， 중국의 도상 자료에 표현된 황제의 노부의장(힘揮 徵1:t) 에는 커다란 수

레에 건고를 섣고 가면서 연주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건고는 궁중의 조회，
연향 및 제사 등의 의례에 쓰이는 북으로 상정적인 문양과 장식을 갖춘 북이다.

그런데 황제의 노부의장 등에는 이렇게 커다란 북을 전용 수레(鼓車)에 실어 행

〈그림

2 1)

하남의 남조묘출토 화상전 중 고취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북(鼓)의 유형

〈그림

22>

17

효당산 사당 후벽에 묘사된 행렬도

렬악에 편성함으로써 위의 를 돋우었다. 즉

황제의 노부의장 행렬에는 의례에 사

용하는 북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시 고구려 고분벽화 상의 ‘메는 북’의 유형과 기능을 재해
석해보면 첫째， 안악 제 3호분 벽화에서 보는 것처럼 행렬용 ‘메는 북’에 다리가

부착된 이유， 둘째 ， 팔청리 및 수산리 벽화의 북처럼 의례용 북틀에 북을 매달고

행진하는 이유， 셋째， 수산리 벽화의 북면에 의례용 북처럼 문양이 새겨진 이유，
넷째， 북틀에 곡병산 등으로 장식한 이유 등이 모두 이 행렬과 의례에 겸용된 북
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다리나 별도의 북틀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메는 북’의 형태 로 표현되었으며， 곡병산 등 별도의 장식이 없는 북은 군대 행
렬을 포함한 행렬 전용 ‘메는 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면 고구려 고분벽화 상의 행렬악에 펀성된 북의 유형은 행차하는 주인공의 신분
이나 행렬의 기능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행 렬 악이 안악 제 3호분의 기마악

대처럼 중국 기마악대와 유사한 편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동 벽화의 보행악
대 편성 및 덕흥리 벽화 이하 5세기 전후의 고분벽화 행렬도는 중국의 고취악 관

련 도상자료와 달리 고와 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형 고취 편성을 보여준다는 점

이다. 이는 고대 기록 중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고각(鼓角)의 위의
를 갖추고자 한다’고 한 것이나 고구려의 왕자 호통이 대무신왕(AD

18-43)

15년

에 닥랑의 무기고에 소장된 고각(鼓角)을 깨뜨리고 승전(勝戰)한 고사(故事) 등에
언급된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기도 하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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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11.

본고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 행렬도에 표현된 북의 형태를 각각 세밀하게 살
펴보고， 각 그림에 표현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먼저 기능상으로 고구
려 고분벽화 행렬도의 북은 보행악대의 ‘메는 북’과 기마악대의 ‘마상고’를 구분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메는 북은 북의 크기와 장식， 문양， 북틀의 형태 등에 따라
의례용을 겸한 것과 행렬악 전용 북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북통에 다리
가 부착되거나 멜대 외에 별도의 틀에 매단 형태의 북은 의례에 겸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메는 북’의 편성은 팔청리 · 수산리 벽화에서 각과 함께 편성된 경우를
보여주었고， 기타 벽화에서는 북만 편성된 경우， 기타 악기와 편성된 경우가 있
었다.

기마악대의 마상고는 안악 제 3 호분 벽화와 닥흥리 고분에 표현되었는데 두 가

지의 마상고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자루에 북통을 꽂아 연주하는 북
이라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안악 제 3호분 벽화의 마상고는 이중고로 명명된 적이
었고， 이 같은 형태의 북이 설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국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두 가지 북 모두 보편적인 마상고의 범주

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중국의 마상고와 형태가
많이 다르고， 덕흥리 벽화고분의 경우 각과 함께 편성되어 고구려 독자적인 기마

악대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팔청리 · 수산리 · 먹흥리 벽화의 ‘고 · 각’ 편성은 고구려 옛 기록

이후 고취편성의 상식으로 통하는 고구려식 행렬악의 개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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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는 이와 관련하여 고대 중국과 한국의 고취악 편제를 비교한 뒤 ‘고대 중국 군영

에서 금， 고를 사용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 각을 사용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위에
서 예로든 여러 가지 도상자료의 행렬악 형태가 형성되기 전， 중국 고유의 고취악 편제에 대

한 이야기로 이해된다- 이숙희， “조선후기 군영악대의 형성과 전개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한국학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11-13쪽.

Forms of Percussion Instruments Found In
Goguryo Tomb Murals:
Analysis of Musical Instruments of Royal Processions

Song Hye-jin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al Arts)

On the mural paintings found in tombs dating back to the Goguryo
period, including Anak Tomb No.3, Susanri Gobun, Deokeungri Gobun,
Anak Tomb No. 1, and Yaksuri Gobun a 'drum hanging off a frame and
slung across the shoulders while marching' can be seen, along with an
orchestra on horseback that together represent various forms of drums
used in special ceremonies. In addition, various drums with possible
ceremonial purposes can be seen on the murals of Anak Tomb No.1 and
the Pyongyang Military Official's tomb.
In 2005 the author published a dissertation examining royal processions
composed of percussion instruments and composed of the 'ko' drum and
the third note in court music 'gak', both of which were the foundation of
the royal procession, and which categorizes musical instruments as
primary and secondary compositions in a royal procession. Discussion on
musical instruments used in royal processions has abated in the midst of
debate over trivial details of the nature of the procession.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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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used in royal processions is the thesis of the author's
research and have not been precisely analyzed until the author took
various approaches to the subject.
As the author examined the drums (including the keumdo) depicted on
Goguryo tomb murals, and created detailed descriptions of each shape
and form, the author concluded that drums on the Goguryo murals need
to be classified by shape. Using this classification as a backdrop to
research, the author sought to know the musical role of the drums in the
royal procession and how it was performed, all in a bid to understand in
detail one component of Goguryo's music culture.
In the course of research, the drums depicted on Goguryo tomb murals
in royal processions were carefully scrutinized, highlighted for its role in
the composition of the band, and classified by shape.
Two

distinctions

can

be

made

between

the

marching

band's

cross-shoulder drum and the horseback 'masango' on the Goguryo tomb
mural

depictions

of

royal

processions.

Of

the

two

kinds,

the

cross-shoulder drum was further examined for function, and by noting
the size of the drum, decoration, pattern, and frame, the author was able
to determine whether it was used exclusively in ceremonies or in
marching bands. Distinctions included whether the legs of the drum
could be adhered together, and drums hung from a frame were multiple
in purpose and used in a variety of occasions. The cross-shoulder drum
can be seen in the murals of Palcheongni and Susanri, and was
accompanied by the 'gak', played solo, or with other musical instruments.
Instruments played on horseback 'masango' can be seen on the mural
of Anak Tomb No.3 mural and the Deokheungni tomb. It would appear
that these two kinds of instruments are different but both drums were
placed inside a sack and performed. Anak Tomb No.3 mural's 'masango'
is different from the 'masango' of China, and is harmonized with 'gak'
and shows a tradition of horseback orchestra unique to Goguryo.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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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rals of Palcheongni, Susanli, and Deokheungni show a composition
of 'go-gak.' From this point Goguryo's old records are significant, as they
show how musical instruments were performed in royal proce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