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려의 현약기에 관한 연유:
『삼국샤가 』 약치 의 고유려 음약을 중섬 으료

주재근(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 구려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대륙과 인접하여 문물 교역활동이 가장 활발

J.!- 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음악사에 있어서도 대륙의 음악문물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찬란한 음악문화를 창조적으로 꽃피웠다.

700여 년 동안 중국 각 왕조와 변방의 소수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화친을
통한 교류에 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국내 자료로는 『삼국사기(두國史듬리』가 거의 유일하며 대부분이 중국의 사료이

며 그 또한 중국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에 많은 제약을
준다.

삼국 중 유일하게 고구려가 고분벽화를 남김으로써 문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는 하지만 현재 북한이나 중국의 길림성 등지에 위치해 있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 더구나， 음악 그림 자료 또한 생생한 화보 대신 모사한 그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고구려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 고구려의 음악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악학계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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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구려 음악의 연구는 r 삼국사기』 악지(樂志)를 통한 거문고의 유래

와 전승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수서(暗뿔)~ 동이전(東헛傳)과 음악지(룹樂

志)， ~구당서(흙뽑害)J ， ~신당서(新居書)~의 칠부악(七部樂)， 구부악(九部樂)， 십부

악(十部樂)의 고려기(高麗皮)의 음악과 악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분벽화
자료를 통한 고구려와 서역 등 대외 음악과의 관계를 논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음악 문물자료와 고구려의 음악자료들과의 관계를 논하는 연
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당대 음악은 당대 정치， 사회， 국제교류의 산물로서 그 관계를 규명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l 악지의 편찬자의 관점에서 고구려의 거문고 바
라보기틀 시도할 것이며 고구려 음악 기술에 인용된 『통전(通典)~의 원 인용사료
인 「수서』 음악지와 『통전』을 인용한 『구당서』， 『구당서』의 내용을 보정한 F신당

서』의 고려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j' 책부원귀(冊府元龜)~의 원 사료인 『북사(北史)~와 『수서」 동이전의 기록
을 검토하여 중국내에서 사용된 고구려음악 가운데 현악기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악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Ii삼국사기』 악지의 문현적 검토
「삼국사기 ι 는 고려 인종(仁宗) 23년 (1123년) 김부식(金富軟， 1075-1151) 의 주

도하에 11 병이 편찬한 현존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서이다. 본기(신라 12권， 고
구려 10권， 백제 6권)， 연표(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전체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는 제사·악·복식 ·차기 ·기용·옥사·지리 ·관직의 8개 항목으로 나뒤는

데 권 32의 악지는 신라음악， 거문고 · 가야금 • 비파 · 삼죽의 악기설명 및 기원과
전승， 최치원의 향악잡영， 고구려음악， 백제음악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악지의 내용은 고대 한국음악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로
검토， 인용 연구되고 있으며 악지에 대한 학문적 · 서지적 검토는 박시인 1 과 송방
송2 에 의해 이루어졌다['삼국사기 J 가 편찬된 전후의 11 세기 중반-12세기 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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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을 보면 북송의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고려의 지식인들은 북송의 성리학
자들인 소식， 정돈， 정이와 교류하였다.

당시 고려의 유학은 예종(철宗) 때 설립된 청연각(淸廳開)， 보문각(寶文聞) 등
궁중에서 행하던 강론이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며 북송 성리학에 대한 고려의 지

식 수준 또한 강론에 사용된 경전의 종류와 내용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고 한
다.3

고려 인종 당시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인용된 전거자료는 『고기(古記)~， [j삼

한고기(三韓古記，)~， Ir신라고사(新羅古史)~， Ir구삼국사(舊三國史)~와 김대문의 『고
승전(高增傳).JJ， r 화랑세기(花郞世듭리」， 『계림잡전(類林雜傳)dJ 및 최치원의 『제왕연
대력(帝王年代歷)O!] 등의 국내 문헌과 r 삼국지(프國志)dJ， [j후한서(後漢書)o!]， [j진서
(품書)~， [j위서(鍵書)』， 『송서(宋書)~， [j신당서(新團書).Ji， [j구당서(舊庸書).Ji， [j남북사

(南北史)~ 및 『자치통감(資治通짧).Ji 등의 중국문헌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4
『삼국사기』 악지에 인용된 국내측 문헌과 중국측 문헌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삼국사기』 악지의 인용 문헌
중국측문헌

국내측문헌
문헌명

인용 내용

문헌명

新羅古記

거문고의 유래와 전승

琴操

羅古記

가야금의 유래와 전승

風f싫훤

古듭g

만파식적 설화와 신라음악

거문고의 악기 설명
거문고 • 가야금 • 비파 · 삼죽의 악기설명

釋名

가야금 · 비파의 악기 설명

通典

고구려 및 백제의 음악과 악기 종류

冊府元龜
北史

1

인용내용

고구려의 악기 종류
백제의 악기 종류

박시인， “삼국사기 악지연구 " T 음대학보J(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 1970), 제

5집
2

송방송， “삼국사기 약지의 음악학적 연구" [1한국음악연구J(서울: 한국국악학회， 1981) ,

제 13집.
3

윤사순， “한국 유학의 흐름과 『삼국사기」，” 『정신문화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봄호， 통권 82호
4 http://koreadb .net 디지털 한국학，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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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의 한국측 인용 문헌인 『신라고기』， 「라고기』， 『고기』는 악지 서술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명칭이 줄어드는데 이 세가지 명칭이 『신라고기』 한 책
인지 각각의 책인지는 현재 남아 있는 지료가 없어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을 비롯한 11 명의 인물이 분담 집필하였는데 정습명(鄭塵

明)과 김충효(金忠孝)는 편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맡았고， 편수(編修)인 검부식
은 편찬을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편찬 원칙인 범례를 정하고， 사론을 썼으며， 서
술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료의 선정， 편목의 작성， 표현방식의 결정

등에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김영왼金永溫.) . 최우보(崔拍南) . 이황중{李黃中) . 박동계(朴東桂) . 서안정
(徐安貞) . 허홍재(許洪材) . 이온문(李溫文) . 최산보(崔山南) 등 8명의 참고(參考)
는 모두 선진 기예 학자들로서 본서 편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발훼， 사료의

정리와 편집， 대조와 감교 등 편찬에 필요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다나카(田中俊明)는 『삼국사기』 지의 8 개 항목 가운데 제사지 ·지리지(고구
려)/색복지 · 직관지 · 지리지(신라)/지리지(백제)의 4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이문기는 이 4개 그룹의 경우 서로 다른 인물이 집필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잡지의 편찬에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혹
은 동일 항목내의 국가 단위로 집필자가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6
따라서 『삼국사기』 악지의 경우 참고(參考) 8명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 악지의 집펼은 사관의 관점에 따
라 사료의 선정과 수록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악지 구성 및 서술 내용， 전거 문헌자료의 선택 및 인용 내

용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삼국사기 악지 편찬자의 시각에서 본 고구려 음악
삼국사기 악지의 전체 구성을 보면 크게 신라음악， 고구려음악， 백제음악으로

5
6

이문기， “『삼국사기』 악지의 구성과 전거자료의 성격，" p. 7.
이문기， pp. 7-9.
이문기는 잡지의 어떤 항목을 어떤 인물이 분담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재

사지 · 지리지(고구려 )j색복지 · 차기지 • 기용지 · 거사지 · 직관지/지리지(선라)j지리지(백제 )j
악지와 같이 대략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집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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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신라음악은 삼현 · 삼죽 · 신라음악 · 향악잡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지의 순서는 신라 삼현의 거문고 · 가야금 • 비파 · 삼죽 · 신라음악 • 향악잡영
/고구려음악/백제음악으로 되어 있어 r 삼국사기』 악지는 여타의 잡지와는 달리
한 명이 체계적으로 서숨하였다고 본다.

또한， 악지를 집필한 편찬자가 김부식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참고(參考) 8병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집필자는 악지의 내용으로 보아 실제 음악에
많은 식견이 있지 않으나 공자의 유학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당시 중국
송나라 성리학의 도입 등 중국문화의 선봉자적 관점에서 기술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1114년 안직숭(安樓쏟) 등이 송의 휘종(徵宗)이 준 신악(新樂)을 가지고 돌아오
고， 1116년에는 대성악(大成樂)이 들어왔는데 이 당시 1 현 - 3 현 -5 현 -7현 -9현

금이 각각 2 개씩 11 개가 고려 조정으로 들어와 궁중 제례행사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1126년 편잔된 F 삼국사기』 악지는 중국의 유
교에 기반을 둔 성리학 사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삼국사기』 편찬 당시 악지를 집필한 편찬자는 거문고가 중
국에서 연주되고 있는 칠현금과 악기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고 지식층들의 수기치
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금을 본받아 거문고가 만들어졌다고 단
언하고 있다.

〈사료 1)

거문고[玄琴l 는 중국 악부(樂部)의 금(琴)을 본받아 만들었다.

이어서 琴의 사상적 배경을 『금조(혈횡)~7를 통해 인용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
다.

〈사료

2)

금조(휘횡)에 이르기를 “복희(↑太橫)씨가 금을 만들어 심선을 닦고 본성을 다
스려서 그 천진함을 되찾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7

ti 쭉갱헝~ . 고대 중국의 급에 판한 기록으로 후한의 채옹(133-192) 또는 진나라 사람 공연

이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8
“금의 길이 석 자 여섯 치 여섯 푼은 366 일을 상정한 것이고， 너비 여섯 치는

천지와 사방[六合l 을 상징한 것이다. 문(文)의 위를 지(池)<지(池)는 물(水)이니
그 평평함을 가리킨다.)라 하고 아래를 빈(演)<빈(i質)은 복(服)이다.)이라 하였
으니， 앞이 넓고 뒤가 좁은 것은 존귀함과 비천함을 상징한 것이다.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본받은 것이다. 다섯 줄은 오행(쇼行)을 상징하

고， 큰 줄은 임금이 되고 작은 줄은 신하가 되는 것인데， 문왕(文王)과 무왕(武
王)이 두 줄을 더하였다

또한~금조』와 같은 맥락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시(四時)， 오행(五行)，

칠성(七星)을 언급하기 위해 『풍속통(風倚通)~8의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료

3)

풍속통(風倚通)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금의 길이 네 자 다섯 치는 네 철[四時}과 오행(五行)을 본받은 것이고， 일곱
줄은 칠성(七星)을 본받은 것이다

이와같이 r 삼국사기』 악지 편찬자의 의도대로 조선조 후기까지 유학자들이나

풍류객틀에게 거문고는 중국의 금(琴)과 거의 동일시되었다. 일례로 『한금신보
(韓琴新讀)~ 등 거문고 고악보에 악기제도나 음악은 거문고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하였지만 악기의 연원이나 사상적인 측면은 『삼국사기』 악지의 이 부분의 기록
융 거의 대부분이 재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연원한 거문고가 선비들의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익히고 정
인심(正人心)， 양성정(養性情)하는 백악지장(百樂之조)의 악기로 인식되는데 있어
『삼국사기』 악지의 편찬자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2) 거문고의 기원
『삼국사기』 악지의 편잔자는 『신라고기』를 인용하여 진나라 사람이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내와 제이상(第二相) 왕산악(王 IIJ 돔)이 그것을 알맞게 개조하여 연주
한 것이 현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B

f 풍속통)!- 후한 말경인 2세기경에 응소가 편찬한 것으로 당나라 이전의 목록에는 30권으

로 되어 있는데 송나라 이후 10권으로 전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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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문고의 제작에 대하여 신라고기(新羅古5비에서는 다읍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에 진(룹)나라 사람이 칠현금(七鉉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
람들은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음악과 타는 법을 몰랐으므로， 나
라 사람 중에 그 음을 알아서 탈 수 있는 자를 찾으면서 후한 상을 걸었다. 그
때에 제 2상(第二相) 왕산악(王山옮)이 그 본래 모양을 보존하면서 자못 그 법제

를 고쳐서 만들고， 아울랴 100 여 곡을 만들어 연주하였다. 이때 검은 학[玄麗l 이
와서 춤추었으므로 드디어 현학금(玄짧琴)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후에는 다만 현

금(玄琴)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 가운데 하나인 거문고의 기원에 대한 유

일한 문헌자료로서 거문고의 발생 시기와 관련한 진나라와의 관계， 왕산악의 생
존연대 추정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가. 거문고 발생의 연대 추정
『삼국사기 J 악지의 거문고 제작 연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 진(팝)9은 서진
(265-316) 과 동진 (317-420) 으로 구분이 된다.

조성은 거문고의 동진 전래설을 주장하였는데!F삼국사기』에 나타난 고구려와
동진 및 서진의 외교적 관계를 분석한 후 318년부터 420년까지 102년 중이라고
생각한 다읍， 계속하여 안악 제 3호 고분의 벽화에 그려진 금류의 악기를 현금으

로 가정하면서 320 년부터 355년까지 약 35년간 중에 왕산악이 현금을 창제하였
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10

박시인은 얄타이어족의 중국의 대이입과 관련하여 서진 전래설 11 을 주장하였으
며 송방송은 고구려의 무용총과 같은 고분벽화에 그려진 현금류의 기록을 상기

9

사마염(司馬앗)이 위나라 원제(元帝) 함희(J或熙) 2년 (265) 에 위 왕조를 대신하여 칭제하고

普나라를 세워 낙양(하남성)에 도읍하였으며 함녕 6년에는 오나라를 멸망시켜 전국을 통일하
였지만 52년간의 역사를 끝으로 사라졌다. 이후 건무 원년 (317) 사마예(司馬흉)가 진 왕조를

중건하여 도읍을 건강(강소성 남경)으로 삼았는데 동진(東품)이라고 한다.
10

송방송， “왕산악 및 옥보고의

1982) , p. 423
11

5 집，

연대고한국음악사연구j( 경산: 영남대학교 줄판부，

재 인용.

박시인， “삼국사기 악지 연구" w음대학보~(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 1970) 제
p. 89.

30
할 때， 거문고의 장제연대를 4세기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
다 12

또한， 왕산악이 양원왕 8년 (522년)에 거문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국사대사전
~， 13 r 한국인명대사전~， 14 ~조선명인전 ~15 등에 있는데 이에 대해 송방송이 그 기

록의 전거인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을 세멸하게 검토하여 실제가 아님을 증
병하였다 16

그러나 문재숙은 왕산악이 4세기 사람이 아닌 552년(양원왕 8) 제이국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17고 하여 4세기에 들어온 칠현금을 그 무렵에 바로

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거문고의 모습을 갖추며 변형되기까지 백여년의 세월
이 필요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거문고는 고구려의 양원왕때 사람인 왕산악이 진나라의 고대현악
기를 보고 새롭게 거문고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18
이는 문재숙의 논증 사료 선택에 있어 송방송이 지적한 점들이 재검토되지 않

았으며 왕산악을 양원왕(545-559)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

지 않고 사전 기록을 그대로 수용한 추측성의 글을 전개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문재숙이 왕산악은 양원왕 8년 (552년)에 왕산약이 진나라의 칠현금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국 진 (265-316)과 시대를 같이 하는 고구려의 대외관계기록을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2

송방송， 전게서， p.

13

이홍직국사대사전 J(서울: 대영출판사， 1976) , p. 966.

423

14

한국인명대사전편집실한국인명대사전 J(서울· 신구문화사， 1976), p. 485

15

윤갑식편조선명인전，I(서울· 문호사， 1965) , pp. 399-400.

16

송방송， “왕산악 벚 옥보고의

연대고한국음악사연구J(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2) , pp. 418-22.
17

http://100.empas.com/entry.html 왕산악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chungdong.or .kr!highroom!history/ dictionary/왕산악 html
“고구려 말기 거문고의 대가. 552년(양원왕

8)

제 2 국상(第느國相)으로 진나라에서 도입한

칠현금(七鉉琴)을 개조하여 100여 악곡을 지어 연주하자 현학(玄麗)이 날아오↓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것이 현학금 또는 현금(玄琴)이며， 현재 전해지는 거문고이다
18

132.

문재숙， “한국고대현악기

연구" ~한국전통음악학J(서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2)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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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중 대외관계기록 (319-413)

〈사료 5)

미천왕 20너
"'" 0 -~'-'

〈사료 6)

고국원왕 9 너
~，，-， 0 / '-'

〈사료 7)

(319)

(339)

진(쯤)나라 평주자사 최비(崔않)가 도망쳐 왔다， 19

연나라 왕 [모용l 황(짧)이 쳐들어 와서 그 군사들이 신
성에까지

미치게

되자，

왕이

맹약을 요구하니

그제야

돌아갔다， 20

고국원왕 10년 왕은 세자를 연나라 왕 I 모용l 황에게 보내 조회(朝會)하
(34이

였다‘21

왕은 그의 아우를 연(펠)나라에 보내 신하를 칭하며 조
〈사료 8)

고국원왕 13년 회하고， 진기한 물건 천여 점을 바쳤다. 연나라 왕 I 모
용]황이

(343)

이에

따라 그 아버지의

시선을 툴려주었으나，

그 어머니는 여전히 남겨두어 인질로 삼았다， 22
〈사료

9)

고국원왕 13 너
~，，-，

~~

0

'-'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3

(343)
진(奏)나라 왕 부견(堅堅)이 사선과 중 순도(11떠道)를 파
〈사료

10)

소수림 왕 2년

견하여 불상과 경문(*æ:文)을 보내왔다

왕은 사선을 보

내 답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대학(大學)을 세우고 자

(372)

제들을 교육시켰다 24
〈사료

〈사료

11)

12)

광개토대왕 9 너
O'II

--L-

- " O . / L:.

봄 정월에 왕은 연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5

(399)
광개토대왕 17 녀
U

11~- 1I

U

(407)

"-, -. . . :.

사신을 북연(北웰)에 보내
북여

, '-'

왕 우(낀이

종족(宗族)[의 정]을 베풀자

시어사(↑휩엠헤

이발(李技)을 보내

답

례하였다， 26

장사(표史) 고익(高靈)을 진(뜸)나라에 보내 표(表)를 올
〈사료

13)

장수왕 원년

(413)

리고， 룹은 무늬있는 흰 말을 바쳤다. 안제(핫꿈)가 왕
을 고구려 왕(高句麗子)

낙랑군공(樂浪那公)으로 봉하였

다 27

19

二十年 *十二月 품'foHI 刺史崔앓來쭉.

20

九年 핸王짧來f풋 兵及￥)r城 王ε盟 乃還.

21
22

十年 王遺世子 朝於演E.

十三年 春二月 王遺其弟 稱많入朝於웰 월珍異以下數 웰王乃還其父F 增짧其母웰質.

23 遺使如쯤朝員;
24

奏王堅堅 道使及l쭈휩)1떠1효 送f빼흉녔밑k 王;울使1밍謝 以롭方物 立大學 敎育 子弟.

25

t遺使入웰朝힐.

26

遺使北演 且宗族 北m~王雲 遺4원~D 史李技報之.

27

遺長史高꿇入뜸奉表 엽t精白馬 강F꿈封王高句麗王 樂浪용ß公

32
위의 기록을 보면 서진(西품)과의 교류 관계 기사는 없으며 동진(東품)에게 조
공을 보낸 것이 고국윈왕 13 년 (343) 과 장수왕 원년 (413 년) 두 차례이다. 그러나
연나라와는 고국원왕 9 년 (339) ， 10 년 (440) ， 13 년 (443) ， 광개토대왕 9년 (399) ， 광개

토대왕 17년 (407)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고국원왕 13 년에 왕이 신하를 칭하며 조회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수 천점
을 바쳤다는 것은 고구려와 연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후한이 망한 이후 위 • 촉 · 오 삼국 (220-28이의 정립단계에서 위진
(220-42이시기를 거쳐 남북조(420-589) 까지 중국대륙은 북방민족과 더불어 수많

은 나라가 정치적 불안정한 관계 속에도 문화의 교류가 폭발한 시기라 본다
고구려와 교빙관계가 가장 빈번했던 나라는 위(鍵)이고， 다음이 양(梁) . 북제
(北齊) . 진(쯤) . 송(宋) . 연(演) 등이었으며， 그밖에 후조(後趙) . 진(奏) . 남제(南
齊)

. 주(周) 등과도 사선교환이 있었다.28

따라서 U' 삼국사기』 악지의 칠현금을 보낸 나라를 서진이냐 동진이냐 하는 점
은 ~신라고기』 이외의 비교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이다.
또한， 당나라 태종의 칙명으로 방현령(方玄敵， 578-648) 의 책임 하에 648 년에

완성한 「진서(쯤뿔)~에는 무제(武帝， 265-289) 대에
다 29 ~진서』 사이전(四핏傳)에는 24국(束헛

입공한 경우만을 입전하였

15 , 서융 6, 남만 2, 북적 1) 의 내용이

업전되어 있는데 동이 가운데 부여， 마한， 진한은 있는데 고구려는 완전히 누락
되어 있다.

따라서

r 삼국사기』 기록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나라 당시 고구려의

국제관계륜 본다면 진나라에서 고구려에게 칠현금을 보냈다는 기록에 대한 사료

적 신빙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ú'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국천왕 19 년 (197) 에 중국에서 큰 난리가 일어

나 한나라 사람들이 난리를 피하여 투항해 오는 자가 심히 많았다30고 하며 산상

왕 21 년 (217) 8월에는 한나라 평주 사람 하요가 1 천여 가를 이끌고 귀순해 오니
왕은 그들을 받아틀여 책성 에 안치 했디-31 고 한다.

28

정수일， “고대한 · 중 육로 시론" [J문명교류사연구~(서올 사계절， 2002) , p. 188

29

윤용구， “『진서」 동이조공기사의 재검토，" p , 1.

%

十九"1'， 9"國大폐L 많 A避{회L 來投者甚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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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의 한인들이 고구려에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즘겼던 문화생활이 이

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한인들이 즐겼던 악기나 음악들도 고구려의
음악문화와 상호 교류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점을 방증해 주는 자료가 안악 제 3호분의 주악도라고 생각되는데
변미혜는 안악 제 3호분 주악도의 당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증한 뒤 한(漢)과의
접촉을 통해 한나라의 음악을 간헐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낙랑의 복속(313) 을 통
해 본격화되고 평양천도 무렵 (427) 에는 고구려 음악으로의 자기과정이 일단락되
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32

기존 한국고대음악사 연구에 있어 문헌위주에서 고분벽화 등 유물자료와 연계

하는 연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여기에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의 연
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악지의 칠현금을 보낸 나라가 서진 또는 동진을 규명하는
것보다 고구려의 역사 흐름 속에 중국 및 서역 국가의 대외문화교류를 살피는 일
이 먼저라고 본다.

나. 제이상(第二相)의 해석

왕산악의 직급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되는 제이상(第二相)에 대한 논의는 간단
하게 송방송에 의해 이루어졌다. 송방송은 제이상을 고구려 관리의 등급에 쓰이
는 위계의 하나라 정의하고 제이상의 상(相)이란 품계와 비슷한 상가(相加)가 『위

서』， 『책부원귀』를 인용한 『삼국사기』에서 발견되는 점에서 제이상은 각부의 최
고 직위인 부족장의 다음 위계에 속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제이상의 상이란 직위가 「삼국사기』의 대상(大相)과 같다면， 그 대상의

품계는 686년 당시 신라 17 품계 중 8등급인 사찬(沙따)에 해당한다고 한다，33

제이상(第二相)이라는 고유명사의 직위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3 1 -__
32

f→→年 秋八月 漢 'pJ-1‘l 人夏f짧 以텀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安置細城.

변미례， “안악 제3호분의 주악도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에 판한 고찰" w 한국음악연구』
1984) , pp. 111-12.

(서울: 한국국악학회，
33

송방송， “『삼국사기』 악지의 음악학적 연구" ~한국음악사연구~(경산: 영남대 출판부，

1982) , p. 260.

34
(第一)相， (第二)相의 상(相)은 「삼국지』에 관등이 열거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상가(相加)로 보이며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로 제가 가운데 의장으로서의 역
할을 하였을 상가로 해석된다 34

펼자가 생각하는 상(相)이라는 것은 초기 고구려의 제가회의에서 장의 역할을
〈표

3)

r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중 국상 관련 기록

명림당부를 국상(國相)으호 임명하고 작위를 더하여 패자로 삼아
〈사료 14)

산대왕 2년

(166)

서， 중앙과 지방의 군사I 內外까랜l 를 담당하고 아울러 양맥 부락
η
플 거느리게 하였다. 좌 · 우보를 바꾸어 국상이라 한 것은 이것
에서 비롯되었다)5

I을]파소가 뜻은 비록 나라에 허락하였으나 받는 관직이 일을 다
스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였다. “신의

둔하고 느린

것으로는 엄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질고
고국천왕

〈사료 15)

착한 사람을 뽑아 높은 관직을 주어사 대업을 이루십시오

왕은

13년

그 뜻을 알고 곧 국상으로 임명하고 정사를 맏게 하였다. 이라하

(191)

여 조정의 신하와 왕실의 친척들이 [을파]소가 선진으로서 구신
(휩 Gi) 뜰음 이간한다고 하며 미워하였다. 왕은 교서를 내려 “귀

천음 막론하고 국상을 따프지 않는 자는 멸족시카겠다”고 1갈하
였다 36

〈사료

16)

〈사료

17)

〈사료

18)

〈사료 19)

동천왕 4년

(230)
중천왕 3년

(250)
중천왕 7년
(254)

봉상왕 3녀
OUO~L

(294)

가을 7월에 국상 고우루(高優뿔)가 죽자， 우태 명럼어수(明臨於
做)를 국상으로 삼았다37

봄 2월에 왕은 국상(國相) 명림어수(明臨於軟)에게 명령하여 서
울과 지방의 군대의 일을 겸해서 맏아보게 하였다 38

여름 4월에 국상 병림어수가 죽자， 비류(ì 制j'k) 패자(;市者) 음우
陰友)흘 국상(國相)으로 삼았다)9

가을 9월에 국상 상루가 죽었다. 남부의 대사자(大使者) 창조려
E

용助利)늪 국상(國相)으로 임명하고， 작위를 올려 대주부(大主짧)
로삼았다쩌

찌 금경숙， “고구려의 제가회의와 국상제 운영，" p. 13.
저 拜答夫i징1행相 꺼n휩점;市者 삽知內?μ]、馬希~Jii4g텀部落 改左 - 김輔젤[행相 始於此
36

公其盡，c.、 E2素호雖許國 5댐所l풍職不足以i1W事 乃對口 “댄之驚쫓 不행(當;嚴命 願大王選賢良

월i딘1官 以成大떻” 王知其단‘ }'J除쩌國相 令知政事 於是 朝~國減 謂素以新問舊 양之 王有敎티
“無貴Ø， fi 'iIj不從 l꿇l相者→1i*.之" $;M디꼼人티 “ 4 、逢H댄iJ隱 逢H챔!J1土 士之常也 今上待我以原意、 其
可復~짧隱'}'"
,-í

7'; 以至誠奉國 l 껴1&敎 ↑윌賞즙.rJ A t(以安 內外無事 추十月

孤4 、能得巴素以共理 今1:1:領之i앓 子之J)Jt디” 乃퓨쩌大使者.

f2뿜횟留다 “若無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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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이며 왕권사회로 진입한 후 국상(國相)이라는 역할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삼국사가』 고구려 본기에는 국상(國相)이라는 관직이 나오는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사료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서 국상의 출현은 신대왕 2년 (166
년)의 명림답부이다.
이후， 봉상왕 3년 (294) 까지 을파수， 고우루， 명림어수， 음우， 상루， 창조리 등 7

명의 국상 이름이 전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국상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본다.
위의 국상에 관한 〈사료

14) ,

<사료 17) 에서 보듯이 국상은 서울과 지방의 군

대일을 맡았으며 〈사료 15) 의 기록을 보면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어 국상의 정책
결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왕의 적극적 신임하에 왕권강화를 위한 국상은 294년까지만 기록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제이상이 두 번째 서열의 국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
만 『삼국사기」 본기의 국상 기록에 의거하여 왕산악이 실존인물이라면 3세기 이
전의 인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악지 거문고조에 나라 사람을 국인(國 A) 으로 표현하였는데 『삼국
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도 국인(國 A) 으로 표현된 것이 많다.
금경숙은 국인을 단순히 일반 국민 즉 백성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왕위계승에

참여하고 있는 지배계층의 일부로 파악하였는데 국인(國 A) 이 왕위계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보여 비정상적인 왕위계승문제에 역할을 담당41 한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 악지의 거문고 관련한 국인이 단순한 일반 백성으로 해석되기 보
다는 지배계층의 지식층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제이상과 쉽게 연결

될 수 있다. 차후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가운데 국인(國 A) 의 사용용례를 세
밀하게 살펴 보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37

四年 秋 七月 國相高優뿔쭈 以手台明臨於j軟헬國相.

38

三年 春「月 王命댄相明臨於l軟 暴知內外兵馬事.

39

七年 夏四月 國相明臨於j軟쭈 以빼流j市者陰友웰國相.

40

三年 秋九月 國相떼뿔후 以 l휘部大使者융助￥Ij웰國相 進題월大j::灣

41

금경숙， “고구려의 제가회의와 국상재 운영" ~강원사학~(춘천: 강원대학교， 1994) , 제 1
p. 12

5.16 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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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문헌의 고구려 현악기

3.

『삼국사기』 악지 편찬 당시 선라고기를 제외한 고구려나 백제 음악에 관련된
국내 문헌 자료가 참고가 안 된 것인지 고의로 참고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편찬자가 고구려 음악을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중국측 문헌은 『동전(通
典)~42과 『책부원귀(冊府元龜)~43 두 가지이다. 이밖에 현재까지 알려전 고구려 음

악을 기 록한 중국측 사료로는 『수서 (隨별)~44 동이 전(東핏傳)과 음악지 ( 품樂志)，
『구당서(舊曺뽑)~，45 ~신당서(新曺書)~46 와 『북사(北史)~47 등이 있다~삼국사기』

악지의 고구려악에 인용된 『동전』과 원 사료 『통전』과의 문헌적 비교 검토는 송
방송에 의해 자세하게 이 루어졌다.48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사료 『통전』과 이를 인용한 『삼국사기』 악지를
비교해 보면 8 군데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오기로 보인다.

다만， 원사료 『통전』의 오현비파(五鉉표圖를 『삼국사기』 악지에서 오현(五鉉)
으로 줄여 표기한 것이 득이하다. 송방송은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단

42

당(멈)나라의 재상(~돈얘) 두우(↑土佑: 735-812) 가 766년에 착수하여 801 년에 완성된 역사

서이다. 구성이 질서정연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중당 이전의 제도를 통람하는 데 가장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북송(北末)의 송백(宋白) 등의 〈속동전(續通뱃)::'>， 남송(펴宋)의 정초(鄭推)의
〈통지(通志)::，>， 원(元)나라 마단림(馬端臨)의 《문현동고(文않￡훤考)::'>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43

북송(北宋)의 왕흠약(f았若) . 양억(楊{意) 등이 진종(힐띈)의 명을 받들어 1005 년에 편집

에 착수， 1013 년에 완성한 책

고대로부터 오대(五代)까지의 역대 정치에 관한 사적을 당시

현존하던 각종 서적에서 팡범위하게

채집， 제왕부(팎下部)에서 외산부(外면部)에

이르기까지

317~ 부문으로 분류 열기 (5 1 J 記)하였다.<Z:문원영화(文행英華)>> <z:태평어람(太냐냄n 寶)::'> 등과
더불어 북송조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유서(類書)이다.
44

45

636년 당(居) 태종(太宗)의 명을 받아 장손무기， 위정 등이 편찬한 책.
구당서」는 940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945 년에 완성하였다.

偉) . 조희(趙熙) 등이

편찬하고， 조영(超瑩)이

장소원(張昭遠) . 가위(훨

감수(됨 M~) 하고” 유후가 일을 총괄하였다. 총

2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음악지는 4권이다.
46

~신당서』는 1044-1060년까지 17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구양수(歐陽Mtj . 송기(宋패) 등

이 『구당서』를 고쳐 편찬하였고， 재상 증공량(曾公亮)이 총재(總我)하였다.
47

북조(北례l)， 즉 위(鍵) . 북제(北협) . 주(周) . 수(階) 4 왕조 242년간의 역사서로서 당나라

의 학자 이연수(李延쉰)가 편찬하였다.
48

부，

송방송， “『삼국사기』 악지의 읍악학적 연구 .. ~한국음악사연구~(경산: 영남대학교 출판

1982), pp. 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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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과 『삼국사기』 악지의 『통전』 기록 비교

요。

내에

문헌병

高麗樂IA 뿔羅相 節以烏거거 黃大抽 청앙羅帶 大니將 $皮輔 五色腦編舞者四 A
통전

推촬즘於後 以降妹장업 節以金f협 二A 黃f君짧 $黃將 二 A$ 黃觸짧 짧 極長其抽 烏

(801)

皮韓 雙雙f井立而舞 樂用 彈筆→ 塊筆→ 뚱~~질앉一 뿔쩔修- 옮똘「→ 五鉉一 충횡뽑

fl'l_. *•
貝

•

1黃æ→ 蕭一 小짧혔→ 大驚第一 挑皮將寶 -ij좋鼓← 齊鼓→ 擔鼓→

大曺武太f즙時 尙二十五曲 今唯能→曲 衣服亦휩哀敗 失其本風』

高麗樂IA 몇羅탬 짧以烏쩌 黃大抽 몇羅帶 大口格 $皮韓 五色腦擺舞者四 A
『삼국사기』 雄쩍於後 以繹妹願 節以金f챔 二 A 黃標짧 j암黃짧 二 A$ 윌律編 *충 極長其抽 烏

악지

皮韓 雙雙↑깜立而舞 樂用 彈筆- t쩌筆→ 없~!i휠앓一 뽕찜傑一 뚫똘- 五鉉

(636)

â'î一 숲一 橫짧→ 蕭→ 4 、짧第一 大짧햇- 挑皮醫第一 體鼓一 썽鼓一 擔鼓一

義嘴

n貝一 大曺武大f듭時 尙「十五曲 今唯能習→曲 衣服亦함哀敗 失其本風」

순한 오기가 아니라 『통전』의 기록을 인용하기에 앞서 다른 중국사서의 기록들

을 참고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서』나 『북사』의 원사료를 참고하여 오현비파를 오현으로 의도
적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개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49

『통전』의 고구려악 기록을 보면 당나라 무태후(624-705) 때 25 곡의 고구려 곡
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801 년에는 1 곡만이 남아 있고 의상도 낡아 그 원래
풍습을 상실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보아 두우는 『통전』을 편찬할 때 636년에

편찬된 「수서」 음악지의 구부악(九部樂)에 속한 고구려기의 기록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서』 음악지와 『통전』의 고구려악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현

악기는 추쟁(}겸筆)이며 관악기는 횡적(橫짧)， 대펼률(大짧藥)이다.
『통전』의 고구려악 기록은 936 년경에 편찬된 『구당서』에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통전』의 횡적이 『구당서』에서는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1060년경

구양수 등에

의해

편잔된

『신당서』에는 당나라 태종 정관(貞魔봐

626-649) 중에 제 정 된 때 십 부악(十部樂) 가운데 고구려 음악에 사용된 악기 가 기
록되어 있는데 『구당서』에 보이지 않는 봉수공후(鳳首쩔홉)， 호로생(趙盧똘)， 귀
두고(龜頭鼓)， 철판(~謝，/y.) 이 추가되 었다.

49

주) 4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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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전~，신당서」 음악지구당서~，신당서』으| 고려악

내

(

용

高麗樂 그[A 흙탕羅相 節以鳥쩌 붉大抽 행앙羅4띔i 大口짧 未皮輝 五色腦編 舞

통전

(801)

者四 A

推용추於後

以繹技願

節以金f영

二 A 윌뺨編 .iff;黃찜

二 Aiff;黃補

짧 · 컷F 黃補 極-ft其抽 烏皮輔 雙雙í자立而舞 樂用 彈筆- }~j筆→ 톰A쩔앉

-

뽕짧·짧一 뚫똘→ 五鉉뚫똘- 義嘴 ffi→ 품 -

大爾혔一 挑皮짧第→ 體鼓- 齊鼓一 擔鼓→ 貝

橫â3一 蕭- 小짧第
]

현 조。-

문헌명

비

Z

표써
에뤼
끼

〈표

大험武太팀時 尙

17종
(6종)

十

표曲 今唯能習→曲 衣服亦휩哀敗 失其本風』

T서

음악지

(636)

高麗歌曲有효뼈 舞曲有歌효뼈 樂器有彈筆 톰^-~질뚫 뿔."한P풋 짧품 五鉉

â3

숲 蕭 小짧혔 挑皮짧第 體鼓→ 齊鼓一 擔鼓→ 貝→

14종
(5종)

高麗樂 IA 않擺뼈 節以鳥% 월大抽 양알羅4띔i 大口橋 充皮輝 五色腦쩌휩 舞
者四 A

구당서

(936)

推뿔於後

以降妹賴

節以金짧

二人윌錯짧 .iff;黃條

二 A iff;黃庸

쩌 .iff;붉稍 極長其抽 烏皮韓 雙雙f井立而舞 樂用 彈筆→ 關筆一 면^-~닫篇

15 종

통찢짧앓一 昆똘→ 좋행홉압응-- *一 蕭一 小짧第- 大 m 혔→ 挑皮驚햇一

(5종)

-

體鼓→ 齊鼓→ 擔鼓} 貝一 大혐武太f즙時 尙나十五 Itll 今唯能習 一lilJ 衣

服亦哀敗 失其本]짧9
신당서

高麗皮 有彈筆 빼筆 鳳首쩔俊 뭉^-，팔앉 뽕쩔앓 fff좋 五鉉 충황짧 ÊÊ 똘 ￡염魔

20 종

(106이

쌓 蕭 小짧혔

(7종)

挑皮짧第

體鼓 齊鼓 擔鼓 龜頭鼓 $謝@ 貝 大짧혔

『삼국사기』 악지의 고구려 음악에 인용된 원사료 『책부원귀』는 송방송이 조사
를 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50

그러나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13년에 편찬된 『책부원귀』의 고구려음악
에 대한 내용은 『북사』와 『수서』 동이전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송방송은 ‘김부식이 선라 귀족의 후예로서 신라의 전통을 강조하려는 편집의도

에 따라 『수서』나 『구당서』의 음악지에 있는 고구려악의 원사료를 채택하지 않
은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하였다.51

그러나 〈표 5) 에서 볼 수 있듯이 F 통전』은 『수서』 음악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

송방송， “『삼국사기』 악지의 음악학적 연구，” 『한국음악사연구~(경산: 영남대학교 출판

%

부，

1982) , pp. 234.
51

송방송， 전게서， pp. 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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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책부원구 I~ ， u 북사~，수서』 동이전의 고구려 음악

(1013)
『북사』

樂有 五鉉·琴·筆·짧뚫·橫吹·蕭·鼓之屬 PÄ盧以和曲

樂有 五鉉·琴·筆· 驚뚫. t動Ä' 蕭·鼓之屬 PÄ盧以和曲

-

7

7종

(3종)
?/

樂有 五鉉 · 琴

• 筆 . ，휩혔 • 橫PÄ' 蕭 · 鼓之屬 PÄ~훌以和曲

’

J

조〈
U조。

낸 에
셔띠
bκ
μT
도

(628)

용

β

『책부윈귀』

내

현

문헌병

종인 -종종

g

비약 一

6)

류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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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음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구당서』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w 책부원귀 4 는 『북사』와 r 수서』 동이전의 고구려음악과 완전 동일하게 인
용되었기 때문에 위의 송방송의 r 수서』나 『구당서』의 음악지를 채택하지 않았다
고 하는 비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1123년경 『삼국사기』 악지의 편찬자는 당시 『북사』， 『수서』， 『통전』， 『구당서~，

『책부원귀』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060년에 편찬된 『신당서』
는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와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 음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 약지의 편찬자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본다.

r 북사』， 『수서」 동이전에 기록된 고구려의 오현(五鉉)， 금(琴)， 쟁(筆)， 횡취(橫
吹)， 펼률(醫第)， 소(蕭)， 고(鼓) 등은 실제 고구려에서 일상적인 음악연주에 쓰이
는 악기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52

따라서 『삼국사기』 악지의 고구려 음악의 설명에서만 〈사료 20)과 같이 『통전』
의 인용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책부원귀』까지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였던 것
으로본다.

〈사료

20)

고구려 읍악I 高句麗樂]은 통전(通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52 권오성한국음악사~，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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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는 탄쟁(彈筆) 하나， 추쟁(짧筆) 하나， 와공후(멘철模) 하나， 수공후(뽑
짤앓) 하나， 비파 하나， 오현(五鉉) 하나， 의취적(義嘴짧) 하나， 생(花) 하나， 횡적
(橫館) 하나， 소(蕭) 하나? 소펄률(小짧혔) 하나， 대필률(太짧혔) 하나， 도피필률
(挑皮짧第) 하나， 요고(體鼓) 하나， 제고(齊鼓) 하나， 담고(擔鼓) 하나， 패(貝) 하
나를 썼다

“당 무태후 때도 25 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곡만을 익힐 수 있고， 의상마저

접점 낡고 없어져서 그 원래 풍습을 상실하였다
책부원귀(冊府 JG 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음악에 오현(五鉉)， 금(琴)， 쟁(筆)， 필률(짧榮)， 횡취(~劃吹)， 소(蕭)， 고(鼓) 등
속이 있으며， 갈대릅 불어 곡조를 맞추었다

『수서(隨書)01 의 음악지는 수나라(581-618) 의 문제(文帝)의 개황(開皇， 581-600)
초에 제정된 칠부기(七部皮)와 양제(揚帝)의 대업(大業， 605-618) 중에 확대된 구

부기 가운데 고려기(高麗않)의 악곡， 무곡， 악기를 기록한 것이다.
F 통전』과 『구당서』는 당 태종때 설치된 십부기 가운데 고려기의 음악이 수록

되었으며 F신당서』는 『구당서』를 개수한 것으로 고구려 음악을 기록한 것이다.
〈표 7) 에셔 보는 바와 같이 고려기는 칠부악 가운데 세 번째이며 당나라 태종

때의 정관까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수나라 개황(581-600) 초에 제정된 칠부기와 대업 (605-618) 중에 확대된 구부
기， 당나라 정관(627-649) 중에 제정된 십부기의 고려기에 대하여 당시 고구려에

수입되었던 다른 악기들도 포함시켜 대규모로 편성하여 보낸 친선사절악단의 성
격을 띄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5 3

〈표 7) 수나라와 당나라의 칠부악

· 구부악

(개七황홉~樂초) 國技 淸I힘 f'Z 高麗f支 天탈f支 安國f支 龜鉉f支 文康f'Z
T

。

iL핍樂

(대업 중)

i-部樂
끼、
(정관 중)

53

~뎌써

{춤쟁f

高麗

太한

安國

龜.H

西찌춤商

i힘麗

天깐A→

安國

龜.H

권오성한국음악사~1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85) , p. 60

禮畢

);jt밑피 陳￥}J
l폈國

l탱￥UJ I힘昌 ~樂

고구려의 현악기에 관한 연구

41

또한， 송방송은 대규모의 고구려 연주단이 고구려의 멸망 이전부터 당나라에

파견되었겠지만 멸망 이후에 그대로 당나라의 궁궐에 남아서 오래도록 연주활동
을 하였다고 한다.54

그러나 당시 수 ·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를 보면 과연 수나라 궁중과 당나
라 궁중에 연주단을 실제 파견하였는지 의문이 간다.

수나라 양제는 612년 정윌 고구려 침공의 정당성을 말한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 중 하나는 고구려가 수나라 조직의 엄명을 한번도 직접 받지 않았고 조회에
참가하는 의식에 친히 가기를 꺼렸다고 한다.55
이밖에 갖은 구실을 대어 612년부터 614년까지 해마다 세 차례나 고구려를 침

공하였지만 모두 패하였으며 수나라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고구려의 왕이 수나라 궁중에 악단을 파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서에도 어떠한 기록이 없다.

『수서』 음악지에 소륙 · 안국 • 고구려는 후위가 풍씨를 평정하고 서역과 교통
한 이후에 그 음악을 얻었다56는 기록이 있다.

후위는 북위 (386-534) 라고 하는데 선비족(뺑擇族)의 탁발부(紹擬ß)가 중국 화
북지역에 세운 북조(北朝) 최초의 왕조이다~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 북위의

건국 후인 장수왕 13년 (425년)부터 장수왕 78년 (490년)까지 약 23회 조공을 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와 북위는 책봉과 조공관계를 통하여 물건들을 주고 받았는
데 고구려에서 보맨 물건은 황금과 백은 등이고 고구려에서 받은 물건은 의관과

복불(服物)， 거기(車頻)와 그 장식 등으로 원거리 교역이 행해졌다강
이와 같은 고구려와 북위와의 교역 관계를 볼 때 악기나 음악의 교류 또한 충

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 중국이나 서역 등의 악기가 고구려에 들어
왔으며 고구려의 악기나 음악 또한 북위로 건너가 중국이나 서역계의 악기와 혼
합되어 후에 수나라의 칠부기에 고려기가 제정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북위는 398년에 국도를 평성(平城.)， 즉 지금의 산서성(Ll I 西省) 대동(大同)에 정

하였는데 현재 산서성에서 출토된 음악고고학자료들을 고구려 국내 음악과 후에

%

송방송한국음악통사~(서울: 일조각， 1984) , p. 53.

55

이종욱고구려의 역사~(서울: 김영사， 2005) , p. 427.

56

‘陳軟安國高麗 井起自後鍵平{馬fI: 及通며域 因得其1支" J 수서~ 권 15. 41a7-8.

57

이종욱고구려의 역사~(서울: 김영사， 2005) ,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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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의 칠부기와 당의 십부기에 사용된 고려기의 악기
내

문헌명

”

조L
。

수서

彈짧 때행쓸 뽕/항짧 짧똘 五鉉 m*i행 IJ 、짧쟁l 挑l!zJ뿜폈 體鼓 1iif효!d딸鼓 貝

구당서

義n嘴 ffi

선당서

彈Z흉 톰A쩍C쫓 몬찢행홉 좋끓준 첼 蕭 小짧'*' 挑皮簡\JíJ ~몇鼓 ?연효것 }촬鼓 貝 해걷흉 大醫~

彈Z흉 ~쩔쏠 품~~웬X쫓 조농훨 五鉉 ~ 蕭 4 、簡셋 挑皮짧역진 R쫓鼓 齊鼓 f딸鼓 貝 f캠Z흉 大
짧~ 義ß짧짧 鳳씁훤模 胡→鷹싣C 龜g쉰鼓 鐵때

칠부기 · 구부기에 열한 고려기와 연계해 보는 것도 고구려 음악을 이해하는데
한 빙편이라고 생각한다.
수의 칠부기와 당의 십부기에 사용된 고려기의 악기 종류를 보면 〈표 8) 과 같다.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서』 음악지의 고구려 악기로 14종의 악기를 기록

하였는데 T 구당서』에서는 오현(五鉉)이 빠지고 추쟁(웹筆)과 대펼률(大짧댔)， 의
취적(義嘴富)이 추가되었다 11신당서』에는 모두 20 종의 악기를 소개하였는데 『구

당서』와 비교하면 오현(五鉉)， 봉수공후(鳳首씬짜)， 호로생(趙盧짧)， 귀두고(龜頭

鼓)， 철판(w謝'fX) 등 5 종의 악기가 추가되었다.
『수서』， r 구당서』， T 신당서』의 고려기에 사용된 현악기는 탄쟁， 추쟁， 와공후，

수공후， 봉수공후， 비파， 오현이며 『북사』와 『수서。 동이전의 고구려 현악기는 오

〈표 9) 중국에서 연주된 고구려 음악의 현악기
『수서 J 동이전
『북사책부원구』

오헌

『수서』 음악지

「통전』

U 구당서 J

『신당서』

비파·오현

비파·오현비파

비파

비파·오현

탄쟁

탄쟁

탄쟁

추쟁

추쟁

추쟁

와공후

와공후

와공후

와공후

수공후

수공후

수공후

수공후

二nl

쟁

탄쟁

봉수공후
3종

5종

6종

5종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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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쟁이다.

1)

찌더 (Zither) 류의 현악기(쟁， 탄쟁， 추쟁， 금)

쟁(筆)은 현재까지 출토된 설물이 없지만 당대의 돈황 고분벽화에 쟁으로 보이

는 많은 현악기들이 나타나는데 한(漢)， 위(鍵)대에 12현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58

『수서』 동이전~북사』， 『책부원귀』에는 쟁을 『수서』 음악지는 탄쟁~통전~，

『구당서』， 『신당서』에는 탄쟁과 추쟁 2가지를 기록하였다.
쟁은 청상악(淸商樂)에만 사용되었으며 탄쟁과 추쟁은 서량기(西패f支)와 고려
기(高麗皮)에만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쟁은 안족을 가진 찌더류의
현악기로 인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대의 쟁， 탄쟁， 추쟁을 악기학적으로 설
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구당서』에 『풍속통』을 인용하여 추비파는 수비파에서 온 이름이라고 하였다.
즉 옛날 비파는 모두 목발로 탄 것으로 생각된다.
당 태종 정관에 비로소 손으로 타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 소위 추비파라는 것
은 손으로 타는 비파를 가리킨다고 하여 탄쟁과 추쟁도 이와같다고 한다 59
추쟁은 거문고와 같이 오른손에 술대와 같은 막대기를 들고 치는 찌더류의 현

악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중국 사서에 적힌 악기 이름이 전래한 나라의 이름을 쓰기 보다는 자국인 중국

식의 악기해석으로 이름을 명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를 맞추기가 어렵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Zither류의 악기 그림 이 그려져 있는 고분은 평 양 안
악지역의 안악 3호분(357년)， 태성리 1 호분(4C 말) 집안 통구지역의 무용총(5C

중)， 장천 1 호분(5C 중)， 집 안 12호분(5C 중)， 오회 분 4호묘(6C 초)， 오회 분 5호
묘(6C 말)， 강서 대 묘(6C 말) 등 8 곳이 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찌더형의 현악기를 일방적으로 고구려의 거문고로 보
기에 무리가 있다는 황준연의 견해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즉， 안악 3호분， 태성리 1 호분， 통구 12호분， 장천 1 호분의 현악기는 거문고가 아

58 이진원， “중국 고대
2002 , p. 527.
59

현악기와 가야금션화김정자교수화갑기념

장사훈한국음악사;J(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 43.

음악학논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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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거문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후대의 고분에 나타난 장천 1 호분， 무용총，
통구 4호분(오회분 4호묘)， 동구 5 호분(오회분 5호묘)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거
문고로 해석하였다.60

그런데 태성리 1 호분의 현악기와 장천 1 호분의 현악기의 현미(鉉尾) 부분에

2

개의 기둥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중국의 슬의 촉

구멍(拉째)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태성리 1 호분과 장천 1 호분 벽화의 촉구멍이 있는 현악기는 거문고도
아닌 금 · 쟁류도 아닌 슬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거문고라 추정되는 벽화고분은 5세기 이후의 집안동
구지 역의 고분군으로서 무용총， 장천 1 호분， 집 안 12호분， 오회 분 5호묘， 오회 분
4호묘 등이다.

이 는 평 양천도(427년) 이 후에 속하는 고분으로서 이 지 역 에 거문고로 추정되는
현악기의 그림이 집중된 것인가를 보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고구려의 귀족연립정치는 수도인 평양 외에 평
양 천도 이후에도 고구려 사회 안에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던 옛 도읍 집
안을 평양에 버금가는 정치 ·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61

평양을 중섬으로 한 대동강 유역은 고조선 문화에 한 문화가 더해지면서 성립
한 낙랑문화의 중섬지로서 한인들이 314년 고구려에 복속되기 전 수백년 동안

머무르며 고구려인들과 문화적 교류가 성행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4세기 이전의 안악 3호분과 태성리 1 호분 등의 현악기는 중국의 귀족
사회에서 독주악기로 연주되었던 금이나 쟁， 슬과 같은 악기로 본다.

이후 5세기 부터는 중국이나 서역과의 국제적 교류 속에 고구려의 독자적 악

기인 거문고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2) 류트(Lute) 류의 현악기(오현， 오현비파， 비파)
오현비파는 수나라의 구부악이나 당나라의 십부악 가운데 서량기， 고창기， 구

자기， 소록기， 안국기， 전축기， 고려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역계통의 민족에 사
에 황준연， “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조" [J국악원논문집~(서울· 국립국악원， 1997) , 제 9집
61

전호태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라~(서울: 사계절， 2004) ,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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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서』 음악지의 고려 기 가운데 비 파， 오현은 4현의 (당)비파와 오현(비파)으로
구분하였고 「통전』의 오현 비파는 비파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었으며 F 구당서』에서는 오현비파라 하지 않고 비파로 기록하였다.

『신당서』에서는 F 수서』의 음악지와 『통전』과 같이 4현의 (당)비파와 오현(비
파)으로 구분하였다.

r 수서』 동이전과 『북사』， 『책부원귀』에서 오현은 r 수서 4 의 음악지와 『통전~，
「신당서』의 오현 비파로 해석된다.

김영운은 『수서』 음악지의 ‘오현’이 추쟁으로 그 명칭을 보다 분명히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62 근거로서 F 수서』에서 오현이라고만 기록하였던 악기를 『구

당서』에서 오현비파로 기록하여 그것이 오현금 등 별도의 악기로 오해되지 않도
록 구체적인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당서』에는 오현비파는 없고 비파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칠부기， 구부기， 십부기 등의 악기 나열을 보면 탄쟁 • 추쟁/와공후 · 수

공후 · 봉수공후/비파 • 오현(또는 오현비파)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영운의 오현이 추쟁으로 그 명칭이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점은 재검
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현비 파는 350년 전후 인도를 거 쳐 중국에 들어 왔다-63고 하는데 구부기와 십
부기에 사용된 비파 종류를 보면 비파， 대비파， 진비파， 오현비파， 대오현비파， 소

오현비파 등 6종류가 있다. 그런데 비파와 비슷한 완함이나 월금의 명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보이는 Lute류의 현악기 64를
고려기에서는 비파나 오현비파로 표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Lute 류의 악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분은 평양 안악

62

김영운， “장천 I 호분 현악기에 대한 재고찰소암권오성박사기념 음악학논총~ ,

2000 , pp. 200-01.
%

양 인리우중국고대음악사~(서울: 솔， 1999) , p. 265.

%

고대 고분벽화 등 음악고고학 자료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악기 명칭을 완함， 비파 등을 붙이는 것보다
작스와 호른보스텔의 악기분류에 따른 완함， 비파， 월금등의 악기를 Lute 류의 악기로 총칭하

여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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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의 안악 3호분(357년)， 덕 흥리 벽화분(5C 초)， 팔정 리 벽 화분(5C 초)과 길 림

성 집안 지역의 삼실총(5C 중)， 무용총(5C 중)， 장천 1 호분 (5C 중)， 오회분 5호
묘(6C 말)， 강서대묘(6C 말) 등 8 개의 고분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5C 초까지의 Lute류의 현악기는 평양 안악 지역에서 발견
되고 강서대묘를 제외하면 5C 중엽 이후에는 집안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이 고구려의 사회 문화적인 변동에 따라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중국의 고분벽화와 같은 도상자료나 출토 유물
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공후류의 현악기
수나라와 당나라의 칠부악， 구부악， 십부악에 사용된 공후류 악기는 공후(찢
앓)， 와공후(뼈씬쏠)， 수공후(手행앉)， 봉수공후(鳳首철模)， 소공후(小펀홉) 등 5가
지이다.
이 가운데 고려기에 사용된 것은 와공후， 수공후， 봉수공후 3 가지이며 와공후

는 연악(藥樂)， 청상기(淸商혜)， 서량기(西패않)에만 사용된 것이다.
『수셔』， T 구당서』， 『신당서』의 와공후가 현재 어떠한 악기인지 전혀 알 수 없

는데 이진원은 이 와공후가 거문고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진원은 7현의 와공후(칠현금)를 고구려의 왕산악은 손으로 타거나 비파형의

발을 가지고 타던 것을 봉형(棒形)의 술대를 가지고 타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가
로로 굽혀 타던 것을 좀더 몸쪽으로 붙이면서 세로로 굽혔고 7현에서 4 현으로 줄
이고 패의 수를

107H

이상으로 늘렸다고 한다.65

와공후는 슬이나 축과는 달리 설물로 출토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벽화나 악용

(樂뼈)， 화상전(畵像博) 등의 현악기를 중국학자들이 와공후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거문고와 비슷한 그림자료를 와공후로 추정하고 『삼국사기』
악지의 칠현금을 7현의 와공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

야 할 것이며 추후에 고를 달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수공후는 서량기， 구자기， 소륙기， 고려기에 사용된 것이며 봉수공후는 천축기
와 고려기에만 사용된 것이다.

65

01 진원， “현금파 와공후" :r소암 권오성 박사화갑기념 음악학논총n，

2000 ,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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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음악고고학· 자료들 가운데 수나라 칠부악 · 구부악 당나
라 십부악 등에 제정된 지역에서 고려기의 유물이 발견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삼국사기』 악지는 고대 한국음악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1 차 사료로서
검토 인용 연구되고 있는 귀중한 음악사료이다.
『삼국사기』 악지는 체계적인 구성 형태로 보아 참고(參考) 8명 가운데 한 사람
이 집필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편찬자는 실제 음악에 많은 식견이 있지 않으나 공
자의 유학사상에 심취해 있고 송나라의 성리학 도입 등 중국문화의 신봉자적 관
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집펼자의 사상적인 관점에 따라 고구려의 거문고 기원을 중국의 칠현
금으로 두었으며 『금조』와 「풍속통의』를 인용하여 고대 주역과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악기 서술을 하였다.

『삼국사기』 편찬자의 집펼의도대로 거문고는 조선조 후기까지 거문고가 션비

들의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익히고 정인심(正 A心)， 양성정(養性情)하는 백악지장
(百樂之文)의 악기로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거문고

기원과

관련된

중국

진나라에

대해서는

서진 (256-316)설，

동진

(317-420) 설이 있으며 양원왕 8년 (552년)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U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4.5세기의 대외관계 기록을 살펴 본 결과 진나라

보다는 위 · 양북제 등 북조의 국가와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삼국사기』 악지의
기록으로만 서진이냐 동진이냐를 논할 수 없다.

또한~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 록에 따르면 한인(漢 A) 들의 고구려 유입 에

관한 기록들이 산견되는데 이로 보아 중국의 한인문화와 고구려의 음악문화가
상호 교류되었을 것이며 이것을 방증해 주는 자료가 안악 3 호분의 주악도이다.

왕산악의 직급인 상(相)을 알아보기 위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을 조
사해 본 결과 고구려에서 국상의 출현은 신대왕 2년 (166년) 명림답부의 출현 이
후 봉상왕 3년 (294) 까지 7명의 이 름이 보이는데 서울과 지 방의 군대 일을 맡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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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어 정책 결정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삼국사기』 본기의 국상 기록에 의거하여 왕산악이 실존인물이라면 3세기 이
전의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r 삼국사기』 악지의 거문고와 관련한 국인(國 A) 이
단순한 일반 백성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지배계층의 지식층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는 자연스럽게 제이상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
1123 년경 『삼국사기』 악지의 편찬자는 당시 『북사』， 「수서』， 『통전』， 『구당서.J]，
「책부원귀』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060년에 편찬된 『신당서』
는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삼국사기』 악지의 편찬자는 위와 같은 중국측 문헌을 보면서 고구려 음
악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보고 『통전 J 의 인용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책부원귀』
까지 의도적으로 인용 하였던 것이다.

수나라 칠부악에 제정된 고려기의 음악을 고구려에서 직접 연주단을 파견하였

는가는 고구려의 왕이 수나라 궁중에 악단을 파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서
에도 어떠한 기록이 없다. 또한 612 년부터 시작된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수나라의 패망원인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칠부악의 고려기의 기존
연구를 재검토해야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북위(北鏡)와의 교역 관계를 볼 때 악기나 음악의
교류 또한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 중국이나 서역 등의 악기가 고

구려에 들어 왔으며 고구려의 악기나 음악 또한 북위로 건너가 중국이나 서역계
의 악기와 혼합되어 후에 수나라의 칠부기에 고려기가 제정되었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북위는 398 년에 국도를 평성(平城)， 즉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에 정
하였는데 현재 산서성에서 출토된 음악고고학자료들을 고구려 국내 음악과 후에
칠부기 · 구부기에 열한 고려기와 연계해 보는 것도 고구려 음악을 이해하는데
한 방편이라 보았다.
『수서 J ， 『구당서』， 「선당서』， 「북사』와 F 수서』 동이전의 고구려 현악기를 찌더류

의 현악기(쟁， 탄쟁， 추쟁， 금)과 류트류의 현악기(오현， 오현비파， 비파)， 공후류
의 현악기(와공후， 수공후， 봉수공후)로 나누어 고구려 고분벽화와 비교하여 보았
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Zither류의 악기 그림 이 그려져 있는 고분은 평 양
안악지역의 안악 3 호분(357년)， 태성리 1 호분(4C 말)， 집안 통구지역의 무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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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중)， 장천 1 호분(5C 중)， 집 안 12 호분(5C 중)， 오회 분 4 호묘(6C 초)， 오회 분
5 호묘(6C 말)， 강서 대묘(6C 말) 등 8 곳이 다.

태성리 1 호분과 장천 1 호분 벽화의 촉구멍이 있는 현악기는 거문고도 아닌
금 · 쟁류도 아닌 슬과 같은 것이라 해석하였다.
안악 3 호분， 통구 12 호분의 벽화의 현악기는 중국의 쟁이나 금과 같은 악기로

보이며 장천 1 호분， 무용총， 오회분사호묘， 오회분오호묘의 현악기는 거문고로 추
정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고구려의 귀족연립정치는 수도인 평양 외에 평
양 천도 이후에도 고구려 사회 안에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던 옛 도읍 집

안을 평양에 버금가는 정치 ·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은 고조선 문화에
한 문화가 더해지면서 성립한 닥랑문화의 중심지로서 한인들이 314년 고구려에

복속되기 전 수백년 동안 머무르며 고구려인들과 문화적 교류가 성행하였던 곳
이다.
따라서 4세기 이전의 안악 3 호분과 태성리 1 호분 등의 현악기는 중국의 귀족

사회에서 독주악기로 연주되었던 금이나 쟁， 슬과 같은 악기로 보았다.

이후 5세기부터는 중국이나 서역과의 국제적 교류 속에 고구려의 독자적 악기
인 거문고를 탄생시켰다고 보았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Lute 류의 악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분은 평양 안
악지 역 의 안악 3 호분(357년)， 덕 흥리 벽 화분(5C 초)， 팔청 리 벽 화분(5C 초)과 길

럼성 집안 지역의 삼실총(5C 중)， 무용총(5C 중)， 장천 1 호분(5C 중)， 오회분 5호
묘(6C 말)， 강서대묘(6C 말) 등 8 개의 고분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5C 초까지의 류트류의 현악기는 평양 안악지역에서 발견
되고 강서대묘를 제외하면 5C 중엽 이후에는 집안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이 고구려의 사회 문화적인 변동에 따라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중국의 고분벽화와 같은 도상자료나 출토 유물
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거문고와 관련해서 중국의 와공후 관련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와공후는 슬
이나 축과는 달리 실물로 출토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벽화나 악용， 화상전 등의
현악기를 중국학자들이 와공후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거문고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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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그림자료를 와공후로 추정하고 『삼국사기』 악지의 칠현금을 7현의 와공후
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에 고를 달리
하여 논의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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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of Goguryeo:
Focusing on Music of Goguryeo in Akji, IISamguk Sagi
(A Historical Record of the Three Kingdoms)~

Joo, Jae Keun(Traditional Art's Team,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Located in the far northern Korean peninsula, Goguryeo was privileged
to relish the most active cultural exchang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sian Continent throughout its long history.
In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oguryeo is thought to
bridge the exchange of music culture between the peninsula and
continent and consequently culminated in the highly developed level of
music culture in its own creative way.
As one of the primary historial material for the study of ancient Korean
traditional music history, the Akji of

~Samguk

sagi(Music Section in

Historical Record of the Three Kingdoms) has been quoted

and

researched.
According to its compilation style, the Akji is most likely to have been
written by one of the eight compilation staffs (Chamgo

*~)

He must

have been absorbed in Confucianism with incomplete understanding of
music. His perspective of writing seems to be based on enthusiastic
admiration for the Chinese culture such as the Song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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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ne with the writer's perspective, the book finds the origin of
Geomungo

in

the

Chinese

seven

stringed

zither

(Chilhyengeum).

Geomungo is also described in this book in accordance with the ancient
philosophy contained in the book of changes and philosophy of the yin
and yang
from

(~~~)

~Geumjo~

as well as wuxing (five elements, liff) with quotations
and

WPungsoktong~.

The idea of Geomungo intended

in

~Samguk Sagi~

by the compiler

had been well transmitted to the period of late Joseon. Throughout Joseon
period, Geomungo was perceived as the best musical instruments of all
with which the Seonbi (Male Confucian scholars Joseon Dynasty) find
their way to the Doctrine of the Mean (rp)*'zill), discipline righteous
mind (lEA'L') and nourish their nature (~ttt'I'j~'-).
Jin in Chinese history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Geomungo has been
disputed by a number of scholars to be the Western Jin Dynasty
(256-316), the Eastern Jin Dynasty (317-420) or the one established in the
eighth year (552) of the King Yangwon of Goguryeo.
Records of foreign relations for the period between the fourth and fifth
century in Goguryeo bongi of "Samguk

Sagi~

shows more active

relationship with the northern dynasties such as Wei dynasty, the
northern Qi dynasty than Jin dynasty. Therefore, records in Akji of
~Samguk

Sagi~

cannot be a decisive clue to conclude whether the

Western Jin Dynasty or the Eastern Jin Danasty from which the prototype
of Geomungo was introduced.
In Goguryeo bongi of

~Samguk Sagi~

is found scattered reference that a

number of the Han chinese immigrated into Gogureo. From this, it is
quite possible to infer that there must have been cultural exchange of
music between the Han chinese and the people of Goguryeo. Such
inference is further evidenced by the paintings of musical performances
in the mural of the ancient Tomb No.3 in Anak 'ti1L-.
Careful review of Goguryeo bongi in

~Samguk

Sagi~

to ge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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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Sang (ttl), the title of Wang San-ak's was conducted.
The result was traced that there had been seven official titles of Guksang
from

the second year of King Sindae (166) with appearance of

Myeongrimdapbu to the third year of King Bongsang (294). It was in
charge of military affairs both in Seoul and provincial areas and played
an influential role for decision making as a leader of all the officials of
the court.
It Wang, San-ak did exist as stated in Guksang, Bongi of IiSamguk Sagi
~,

it must have been before the third century. The Gukin

to the Geomungo in Akji of IiSamguk

Sagi~

(~A)

in relation

should be interpreted more as

the literati of ruling class than general common people and it can be
naturally linked to Jeisang (the second Sang;
Compilers of IiSamguk
of Northern Dynasties
;m~~, ~Old

1ffi-J{f5I;&~

Sagi~

~t!Jt:~,

History of Tang

~=t§)

as of 1123 must have scrutinized IiHistory

IiBook of Sui
~fl!f!f~,

with the exception of

~f'f!f~,

IiBook of Generally ritual

IiHistory of Northern Song Dynasties

~New

History of Tang

*Jffl!f~~

published

in 1060. When the compilers located discrepancies in records on the
music of Goguryeo from the chinese texts, they not only quoted from r;m
~~

but also from

~ 1ffi-JffJt&~

intentionally.

Regarding the topic whether the Goguryoe musicians were sent directly
from Goguryoe for one of the seven orchestras called Chilbuak

(-tif~~)

in

the Sui court, one cannot be definitely convinced that the king of
Gogyryoe delegated the Goguryoe orchestra to the Sui court

when no

specific references is found in any history books (!J!.:..). When the
historical situation is considered in which the Goguryeo-Sui wars from
612 resulted in the defeat of Sui and contributed to its eventual fall in
618, the existing study on the orchestra of Goguryeo as part of Chilbuak
should be reconsidered.
As of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ern Wei Dynasty
appearing in the Goguryeo Bongi of IiSamguk

Sagi~,

it would be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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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assume

the

cultural exchange

of music and

musical

instruements. The foreign musical instruments were brought to Goguryeo
from China and Central Asia. The music and the musical instruments of
Goguryeo was introduced to the Northern Wei, infused with those of
China and Central Asia and later became part of Chilbugi as Goryeogi
in the Sui court.
The capital of the Northern Wei dynasty was located in Pincheng (If-

:tm), Datong (*IOJ) Shansi province today. It will be worthwhile to
cross-examine recent archeological findings of Musicology in Shansi
province with the domestic music of Goguryeo and with the Goryeogi
music

as

part of Chilbugi

or Gubugi

in order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Goguryeo music.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of Gogyryeo stated in
*ffJllfi?~,

~~t~dJ

and

~~ff~dJ

*~{-W

[?~ff~~, ~WJllf~~,

[?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zithers (Jaeng, Tanjaeng, Chujaeng, Geum), lutes (oheyon, ohyeonbipa,
bipa), gonghus (wagonghu, sugonghu, bongsugonghu); in order to be
compared with those in the mural of the ancient Tomb of Goguryeo.
There are eight murals in Goguryeo tomb that have paintings of
musical instruments categorized as szithers. Such tombs include Tomb
No.3 in Anak (357), Pyeongyang, Tomb No. 1 in Taeseongri (end 4th
century), Muyongchong in Tunggu, Jipan (mid 5th century), Tomb No. 1
in Jangcheon (mid 5th century), Tomb No. 12 in Jiban (mid 5th century),
Tomb No.4 in Ohoi (early 6th century), Tomb No.5 in Ohoi (end 6th
century), and Ganseodaemyo (end 6th century).
Both stringed instruments with holes appearing in the murals of Tomb
No.1 in Taeseongri and Tomb No.1 in Jangcheon are concluded neither
to be a Geomungo, a zither, nor a zheng

(~)

but similar to a Se

(~)

The stringed instruments appearing in the murals of Tomb No. 3 in
Anak, Tomb No. 12 in Tonggu seems more like a chinese zheng or a se.
The string instruments appearing in the murals of Tomb No. 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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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cheon, Muyongchong, Tomb No.4 and Tomb No.5 in Ohoi exhibit
some similar feature of Geomungo and so could be classified as a kind of
Geomungo.
Recent study shows that coalition administration of the Goguryeo
aristocracy in these period contributed to enhance the statue of Jipan, the
former capital, as important place as Pyeongyang, a new capital, both
politically and socially, which had already maintained its significance to
some degree as a center of politics and society even after the relocation of
Goguryeo's capital to Pyeongyang. The area around Dadong river with
Pyeongyang at its center had been cultural arena of Nangnang formulated
on the basis of the old Joseon culture later added with the culture of the
Chinese Han. The Chinese Han had lived in this region for hundreds of
years sharing active cultural exchange with the people of Goguryeo until
their subjection to Goguryeo in 314.
This naturally leads us to presume that the stringed instruments in the
murals of Tomb No.3 in Anak and Tomb No.1 in Taeseongri dated
before the 4th century must have been either the Chinese zheng or Se
(~)

played in solo by the Chinese aristocracy.

From the fifth century onward, the musical culture of Goguryeo became
matured enough to witness the birth of Geomungo as a indigenous
musical instrument of Goguryeo in the midst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ountries in Central Asia.
The musical instruments belonging to lutes are found in the murals of
eight Goguryeo tobms. They include Tomb No.3 in Anak, Peyongyang
(357) Tomb in Deokheungri (early 5th century), Tomb in Palcheongri
(early 5th century), Samshilchong in Jipan, Jilin province (mid 5th
century), Muyongchong (mid 5th century), Tomb No. 1 in Jangcheon (mid
5th century), Tomb No.5 in Ohoi (end 6th century), and Ganseodaemyo
(end 6th century).
It is noteworthy that the stringed instrument of a lute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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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ed only in the area of Jipan since mid fifth century with the
exception of Ganseodaemyo (end 6th century).
Recently has there been discussion about the Chinese seven-stringed
wakonghu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Geomungo. Unlike Seul (Se,

~),

Chuk (Zhu, tfL), Wakonghu has no concrete remains unearthed from
archeological site. Chinese musicologists only conjecture from the stringed
instruments existing in the musico-iconographical sources such as mural
as a wagonghu.
There should be further reconsideration on the subjects that the visual
material of the mural in the Goguryeo tombs, which looks similar to
Geomungo, is assumed as wagonghu and that the seven-stringed Geum
in Akji of

~Samguk Sagi~

is interpreted as the seven-stringed wakonghu.

True aspects of music culture of a period will be obtained only through
comprehensive study of related literature as well as cross-examination
with the relevant archeological material with the addition of detailed
survey o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of the period as a way of
solidify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