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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724년 응천 후인(밀양 박씨 후손)에 의해서 한립의 악보를 토대로 편찬된 거문고

보인 한금신보를 대상으로 하여, 서문에 실린 중국의 고금과 우리나라의 거문고 및 악(樂)을 

대상으로 한 금론(琴論) 및 악론(樂論)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내용과 출처를 조사한 후 그 특

징을 밝힌 것이다.
한금신보의 서문은 고금․악․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고금론․악론․현금론이 반복적 주제 

배열에 따라 순환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한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 중 

일부 기록은 기존의 한국과 중국의 악서나 악보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상당부분 응천 후인

에 의해서 신증(新增)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응천 후인의 음악에 대한 안목이 매우 높고, 음
악에 대한 정보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금신보에 처음 등장한 현금론은 당

시 한강 삼포를 중심으로 한 문인음악애호가들을 위한 거문고 교습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거문고 

연주법과 거문고보 기보법(해독법)으로 추정된다. 
한금신보의 금론은 금도론(琴道論)․학금론(學琴論)․금기론(琴器論)의 유형별로 체계적

으로 기록되었고, 악론은 율(律)․성(聲)․음(音)․악(樂)에 대한 내용과 시(詩)․가(歌)․무

(舞)에 대한 내용이 악학궤범과 유교 경전 등에서 인용되는 등 음악 이론에 관한 보다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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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결국 한금신보의 학금론은 응천 후인과 같은 문인음악애호가

의 거문고 실기를 도왔고, 금도론과 금기론은 거문고 음악의 정신과 거문고의 상징 등 지식 함양

에 이바지하였으며, 악론은 악(樂)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한금신보 편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 수신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음악 담당자

를 고려한 음악적 지식 함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문의 마지막에 국가의 악을 

주관하였던 유생들 대부분이 음악을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 실제로 음악을 듣는 귀가 없음을 비

판한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知樂)’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한금신보, 응천 후인, 한립, 형천패편, 금론, 악론

1. 서론

한금신보(韓琴新譜)는 1724년(경종 4) 응천(凝川 : 양(密陽)의 옛 고을 이

름) 후인(後人)에 의해서 한립(韓笠 또는 韓立)의 악보를 토대로 편찬된 거문고

보이다. 이 악보는 금보신증가령(琴譜新證假令)(1680)과 유예지(遊藝志)
(1806~1813 추정)1) 사이의 거문고 음악의 변천을 밝혀주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문고보로 주목되었다.2) 

필자는 지난 연구에서 한금신보를 편찬한 응천 후인은 양 박씨 집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3) 양 박씨 집안은 17~18세기 당시의 정계에

서 소외받았던 소북(小北)임에도 불구하고 장악원 및 성균관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를 계속해서 배출하 다. 이것은 악(樂)을 애호하는 집안의 분위기와 더불

어 악(樂)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가까이 하며 직접 익히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이 집안의 수신과 풍류의 중심에는 수명정(水明亭)4)이 있었다. 수명정은 응천 

 1) 임미선, ｢유예지에 나타난 19세기 초 음악의 향유 양상｣, 한국학 논집 제34집(서울: 한양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2000), 183쪽.
 2) 한명희, ｢한금신보해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3) 졸고, ｢한금신보(1724) 편찬자의 음악적 배경｣, 한국음악사학보 제51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3), 155~192쪽 참조. 응천 후인이 노년에 한금신보(1724)를 편찬했다는 기록에 근거해서, 수명정

(水明亭)을 건설한 박이서(朴彛叙: 1561~1621)의 후손 중 60세 이상 살았고 1664년 이전에 태어나서 

1724년 이후 사망한 인물을 찾으면 세 사람으로 좁혀진다. ① 박원동(朴元東, 1654~1728) ② 박명동

(朴明東, 1654~1727) ③ 박수정(朴守貞, 165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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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이 거문고 음악에 처음 뜻을 둔 장소로, 수명정이 위치한 한강의 삼포(서

강․마포․용산)는 17세기 후반에 거문고 연주가인 한립과 김성기(金聖基, 

1654년경~1725-7년경)의 음악활동의 장소이기도 하 다. 

한편 응천 후인의 선조인 박노(朴 , 1584~1643)는 당시 청나라 통으로 수년간 

청나라를 다녀왔고, 청에서 들여온 서적을 집안에 소장하 다. 그래서 응천 후인은 

형천패편(荆川稗编)과 만보전서(萬寶全書) 등의 음악 관련 기록을 한금신보
에 직접 인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응천 후인은 한금신보를 편찬하면서 양금신보 등의 금론을 다수 

인용하 다. 이것은 양금신보의 간행을 담당한 김두남(金斗南, 1559~1647)과 

박노의 교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의 교유는 김두남이 

쓴 만시(輓詩)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1> 파강(巴江) 김두남(金斗南) 만시(輓詩)5)

일찍이 장옥(場屋: 과거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친해졌고 다행히도 방린(芳隣, 좋은 

이웃)을 접하여 또한 멀지 않았다네. … 매번 좋은 곳에서 만나면 함께 시를 읊고 소리

쳤다네. 평생토록 의리(義理)를 나누어 사우(師友)를 겸하 고 말로(末路, 노년기)에도 

아양(峨洋)하여 백아(伯牙) 칭탁하 다네.

두 사람은 25세라는 나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살면서 스승과 친구

를 겸하여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시도 읊고 노년기에는 거문고 음악으로 

교유한 사이 다. 이 둘의 친분은 후대에 집안 간의 혼인으로 이어졌다.6) 이렇

 4) 수명정(水明亭)은 1616년(광해군 8) 비천(泌川) 박이서(朴彛叙: 1561~1621)에 의해서 한강 마포 강가

에 창건된 정자이다. 수명정은 두보(杜甫)의 시(詩) <달[月]>에서 ‘수명(水明)’이란 글자를 가져왔는데, 
몸을 깨끗이 하고 한가하게 지내며 더 이상 세상에 더러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5) 박지원, 병자호란시에 박노 朴 의 생애(부산: 도서출판 삼아, 2001), 184~186쪽에서는 원문은 없고 

번역문만 소개하 는데, 번역문에서 소개한 ‘아양(峨洋)하여 백아(伯牙) 칭탁하 다.’는 표현을 적극적

으로 해석하자면 거문고 음악으로 교유한 사이로 해석할 수 있겠다.
 6) 박노의 증손자 박취동(朴聚東, 1666~1745)은 김두남의 증손자 김홍원(金弘遠, 1638~1676)의 사위이

며, 박노의 5남 박수화(朴守和, 1614~1686)를 위해 쓴 김두남의 증손자 김덕원(金德遠, 1634~17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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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두 집안은 혼맥으로 친교하 기에 응천 후인이 양금신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응천 후인의 이러한 역사적․사회적․음악적 배경이 한금신보 서문에 기록

된 금론 및 악론에 향을 주었다는 것이 지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금신보 서문에 기록된 금론 및 악론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내용과 출처를 

조사한 후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2. 한금신보의 서문 검토 

응천 후인은 악(樂)을 중시하는 집안의 분위

기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거문고를 접하 고, 

직접 거문고를 배웠다. 그리고 거문고 스승 한

립의 거문고보를 저본으로 삼되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여기에 금론(琴論) 및 악론(樂論)을 

첨가하여 한금신보(1724)를 편찬하 다. 

한금신보의 서문에는 악(樂) 및 중국의 고

금과 우리나라의 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고금․악

(樂)․거문고(혹은 악․고금․거문고)로 기록

의 대상이 순환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 부

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2장에서는 <표 1>의 한금신보 서문의 반복적 주제 배열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여, 네 부분의 금론 및 악론을 검토하여 출처와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만시도 전해진다.

분류 기록 대상

A

고금

악(樂)

거문고

B

고금

악

거문고

C

악

고금

거문고

D
고금

악

<표 1> 한금신보 서문의 기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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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A부분의 금론 및 악론

한금신보 서문 중 A부분에는 고금․악․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고금론(古琴

論)․악론(樂論)․현금론(玄琴論)이 기록되어 있다.7)(<표 2>8) 참고)

(1) 고금론

한금신보 서문 중 A부분의 고금론은 양금신보(1620) 금아부(琴雅部)의 

전반부와 완전히 일치한다. 전설적 인물에 의한 고금의 탄생, 그리고 ‘琴’이 함축

하고 있는 의미가 사람에게 미치는 향 및 군자의 악기로서의 위상에 관한 설

명으로, 고금론의 진수를 보여 주는 글귀이다. 

이 기록은 채옹(蔡邕, 133~192)의 금조(琴操), 환담(桓譚, B.C. 24~56)의 

신론(新論), 반고(班固, 32~92)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응소(應劭, ?~204년

경)의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왔다. 금조에서는 ‘복희(伏羲)씨가 금을 만들

었다.’는 설명,9) 신론에서는 ‘신농(神農)씨가 오동나무로 금(琴)을 만들었다.’

는 설명,10) 백호통의에서는 ‘금(琴)은 금지하는 것이니 사악함을 금지하여 사

 7) 韓琴新譜 1ab. 국립국악원(편), 한금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8집(서울: 국립국악원, 1989), 42쪽.
 8) <표 2>에서 음 으로 처리된 부분은 한금신보(1724) 편찬 이전의 우리나라 악서 및 악보에서 소개된 

적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하 <표>의 음  처리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9) 太平御覽(577) ｢琴操曰 伏羲作琴｣. 이하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10) 太平御覽(814) ｢桓譚 新論曰 昔神農始削桐為琴｣. 

내용 추정되는 저본 관련 서적

고금론 樂記云 伏羲作琴~故君子所當御也. 梁琴新譜 ‘琴雅部’
琴操․新論․白虎通義
․風俗通義.

악론
又云 人不可不知樂也. 

樂不可一日無也 則堂集 권5

현금론 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瓜亭鄭叙自號. 梁琴新譜 ‘玄琴鄕部’
三國史記 권32. 樂志 또는 
樂學軌範 권7. 19a.

<표 2> 한금신보 서문 중 A부분 기록



96   동양음악 제36집

람의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설명,11) 끝으로 풍속통의에서는 ‘금(琴)은 악기 

중 으뜸이므로 군자는 마땅히 금을 타야 한다.’12)는 설명이 모인 것이다. 

그런데 왜 A부분의 고금론에서는 양금신보 금아부의 후반부에 기록된 고금

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B부분의 고금론에

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2) 악론

고금론에 이어서 나오는 악론은 한금신보 이전에 간행된 우리나라의 악서

나 악보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금신보에서 처음 보이는 내용이다. ‘사람은 악

(樂)을 모를 수 없다.(人不可不知樂也)’는 출처 미상의 문구이고, ‘악(樂)이 하루

라도 없을 수 없다.(樂不可一日無也)’는 남송 말기 가현옹(家鉉翁, 1213~1297)

이 편찬한 측당집(則堂集)13)에 나오는 문구이다.14) 다만 한금신보 이전의 

우리나라 문헌에서 측당집을 언급한 기록을 필자가 찾지는 못했지만, 일제강

점기 직전에 자결한 애국시인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집(梅泉集)에서

는 난세에 몸을 깨끗하게 지켰던 인물로 측당집의 편자 가현옹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측당집이 이전에 이미 조선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 문구는 측당집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A부분의 악론은 C부분의 악론 끝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이것은 

이 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3) 현금론

악론 다음에 나오는 현금론은 양금신보의 현금향부(玄琴鄕部)와 일치한다. 

11) 白虎通義(上) ｢琴者禁也 所以禁止滛邪正人心也｣.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12) 風俗通義(6) ｢琴者樂之統也 與八音並行 然君子所常御者 琴最親宻不離於身 非必陳設於宗廟鄉黨 非若

鐘鼓羅列於虡懸也｣.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13) 則堂集(5). ｢詩書禮樂不可一日無｣.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14) 韓琴新譜 1a. ｢樂記云 伏羲作琴 神農削桐爲琴 琴者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琴者樂之統也 故君子所

當御也. 又云 人不可不知樂也 樂不可一日無｣.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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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문고의 유래에 대한 소개와 고려 의종(毅宗) 때 정서(鄭敍)가 지은 거문고 

악곡 <정과정(鄭瓜亭)> 삼기곡(三機曲)에서 대엽의 만(慢)․중(中)․삭(數)이 나

왔다는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양금신보 현금향부에 기록된 거문고 유래는 삼국사기 ｢악

지｣의 내용을 축약하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삼국사기 ｢악지｣에는 귀금(貴金) 선생의 제자의 이름이 안장(安長)과 청장(淸

長)이라 했으나 양금신보에는 안청(安淸)과 장청(長淸)으로 달라졌고, 일부 기

록의 순서가 삼국사기 ｢악지｣와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양금신보의 

거문고 유래 뒤에는 <정과정> 삼기곡에서 대엽의 만․중․삭이 나왔다는 내용

이 첨가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금신보 서문의 가장 처음 A부분은 양금신보를 

인용한 고금론과 현금론 사이에 새로운 악론을 수용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악론이 거문고보의 앞부분에 들어간 이유는 이 문구의 중

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같은 문구가 C부분의 악론에서 다시 반복 

기록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날마다 악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 서문 B부분의 금론 및 악론

한금신보 서문 중 B부분에도 고금․악․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고금론․악

론․현금론이 기록되어 있다.15)

15) 韓琴新譜 1b-2d. 국립국악원(편), 위의 책(1989), 42~43쪽.



98   동양음악 제36집

(1) 고금론

한금신보의 서문 중 B부분의 고금론의 제목은 ‘고금제(古琴制)’이다. 제목 

아래에 이 기록의 출처는 형천패편(荆川稗编)이며, 한립의 거문고보에 없는 

새로 더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16) 인용서인 형천패편은 명대의 유학대사

(儒学大师)인 당순지(唐顺之, 1507~1560)가 편찬한 것으로 역대 명현(名賢)들

16) 韓琴新譜 1b. ｢古琴制 出於荆川稗编 此則未載於韓之琴譜 論古琴之制 至爲精詳 故余又新增｣. 국립국

악원(편), 위의 책(1989), 42쪽.

내용 추정되는 저본 비고

고금론 ‘고금의 제도(古琴制)’ 出於荆川稗编 荆川稗编 권86. ‘古器’, 
‘琴’, 古琴制

文獻通考 권137. 
‘樂考’, 七絃琴

악론
‘오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김에 관해서 
논하다(論五音生於人心)’ 下附七音說

荆川稗编 권36. ‘樂一’, 
論五音生於人心 李文利

현금론

‘거문고 평조에서 대현의 괘 
순서(琴平調大絃棵次)’

安瑺譜
‘琴平調大絃卦次’

‘거문고의 괘를 겸용하는 법(琴変棵兼用法)’ 安瑺譜 ‘琴変卦兼用法’

‘오른손으로 술대 잡는 법(右手執匙法)’
梁琴新譜 ‘執匙法’ 
보완

‘왼손으로 줄을 짚는 법(左手按絃法)’ 安瑺譜와 유사

○樂學軌範曰 大絃不用名指 遊絃不用長指 樂學軌範 ‘按法’

‘줄을 흔드는 법(搖絃法)’ 趙晟譜 ‘搖絃法’

‘손가락 움직임의 느림과 빠름(遲速法)’ 趙晟譜 ‘遲速’

‘줄을 미는 법(推絃法)’ 安瑺譜
凡曲調舒疾 從其本曲而和之~ 安瑺譜
○初學之法 務要緩而快彈以音律分明爲本 

不求速成數而輕彈 其聲隱而急促非樂也.

梁琴新譜
‘打量法’의 후반부와 
일부 일치

‘평조 조현법(平調調絃法)’
梁琴新譜 ‘調絃法 

平調’ 내용 보완

‘우조 조현법(羽調調絃法)’
梁琴新譜 ‘調絃法 

羽調’ 내용 보완

已上兩調用棵之次 雖或各異~ 安瑺譜 ‘調絃’

‘계면조 조현법(界面調調法)’

<표 3> 한금신보 서문 중 B부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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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17) 응천 후인은 형천패편에서 ‘고금제’를 인용한 이유

가 ‘고금의 제도를 논함이 지극히 정 하고 자세한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금제’는 옛날에 금(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다. 금은 역양(嶧陽)18)

의 오동나무를 깎고, 뽕나무[檿桑] 잎에서 실을 뽑으며, 여수(麗水)의 쇠[金]로 

휘(徽)를, 곤산(崑山)의 옥으로 진(軫: 돌괘)을 만들어 완성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금(琴)의 각 부분별 치수와 상징하는 바를 소개한다. 이 기록은 양

금신보 금아부의 후반부에 기록된 금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금제’에서는 금의 길이와 현의 수에 대한 다양한 통설에 대해서 ‘누가 

말한 어떠한 내용이다.’고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금의 길이와 관련해

서 금의 길이 8척 1촌은 사마천(司馬遷)이 말한 것으로 대금(大琴)에 해당하고, 

금의 길이 3척 6촌 6푼은 중금(中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의 수와 

관련해서 옛 유학자들은 복희․채옹(蔡邕)의 9현, 손등(孫登)의 1현, 곽박(郭璞)

의 27현, 송(頌)을 연주하는 금(琴)의 13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기록한다. 한편 

5현금에 2현을 더해 7현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양웅(揚雄)은 도당씨(陶唐氏)가 

더하 다고 주장하고, 환담(桓譚)은 문왕(文王)이 더하 다고 주장하며, 석지장

(釋知匠)은 문왕과 무왕이 더하 다고 설명한다. 

이 지점에서 A부분의 고금론에서 양금신보 금아부의 전반부만 수용하고 후

반부를 생략한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겠다. B부분의 고금론에서 ‘고금제’가 ‘정

하고 자세하기에 신증한다.’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정 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는 어떤 것’과의 비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보다 ‘정 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는 어떤 것’이 금아부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응천 후인이 의도적으로 A부분의 고금론에서 금아부 후반부의 금론을 생략한 

17) 荆川稗编(86) 古器 琴 ｢古琴制｣. 이하 원문은 清文淵閣四庫全書本 DB 참조.
18) 書經 夏書 禹貢(35) ｢厥貢 惟土五色, 羽夏翟, 陽孤桐, 泗濱浮磬【공물은 오색의 흙과 우산 골짝의 

여름철 꿩과 역산(嶧山) 남쪽의 우뚝이 자라는 오동나무와 사수(泗濱)의 물가에 떠있는 경쇠이다.】의 

주에 의하면 역(嶧)은 산의 이름이고, 양(陽)은 산의 남쪽이다. 따라서 역양은 역산(嶧山)의 양지바른 

곳을 뜻하는데 이곳의 오동나무는 금슬을 만드는데 합당하다고 한다. 원문과 번역문은 KoreaA2Z DB 
성백효 역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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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형천패편의 ‘고금제’는 ‘고금의 제도를 논함이 지

극히 정 하고 자세’한데다가, 양금신보 금아부의 후반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응천 후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A부분의 고금론에서 양금신보
금아부의 후반부를 과감히 생략한 것이다. 그리고 B부분의 고금론에서 형천패

편의 ‘고금제’를 인용하여 신증(新增)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금신보 서문의 B부분의 시작인 ‘고금제’ 제목 밑에 ‘이것은 한립의 

거문고보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19)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문의 A부

분은 응천 후인이 누군가에게서 얻은 한립의 거문고보에 처음부터 실려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B부분 이하의 기록이 모두 응천 후인에 의해서 신증

(新增)된 기록이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B부분 이하의 기록 중 

그 출처와 신증(新增) 여부를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용상 신증된 것이 확실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

처와 신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20)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한금신보
서문의 A부분과 B부분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A부

분의 기록은 한금신보의 저본이 된, 누군가에게서 얻은 한립의 거문고보에 원

래 있었던 기록으로 볼 수 있겠다. 

(2) 악론

‘고금제’에 이어서 나오는 악론은 ‘논오음생어인심(論五音生於人心)’과 ‘하부

칠음설(下附七音說)’이다. 이들 역시 형천패편을 인용한 것으로 신증된 기록

이다.21) ‘논오음생어인심’과 ‘하부칠음설’은 ‘고금제’ 끝부분에서 설명한 5현금

과 7현금의 5음(성)과 7음(성)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인다. 

‘논오음생어인심’에서는 5음(성) 즉 궁성(宮聲)․상성(商聲)․각성(角聲)․치

19) 각주 16) 참고.
20) ‘고금제’에 이어서 나오는 ｢論五音生於人心 下附七音設 此等亦新增｣에서도 신증된 기록임을 밝히고 있

다. 두 기록은 형천패편을 인용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형천패편을 인용한 나머지 기록

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증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21) 韓琴新譜 1c. ｢論五音生於人心 下附七音設 此等亦新增｣.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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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徵聲)․우성(羽聲)의 상대적 상․하의 위치와 그 기운을 설명한 후, 오음을 

군(君)․신(臣)․민(民)․사(事)․물(物)에 대응시킨다. 이어서 구자(龜玆) 사람 

소지파(蘇祗婆)22)가 소개한 서역악의 1균(均) 내 7음(七音)이 중국의 궁성(宮

聲)․남려성(南呂聲)․각성(角聲)․변치성(變徵聲)․치성(徵聲)․우성(羽聲)․

변궁성(變宮聲)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 기록은 7음(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서 이 부분을 한금신보에서는 ‘하부칠음설’이라고 따로 제목을 붙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한금신보의 ‘논오음생어인심’과 ‘하부칠음설’은 모두 형천패

편에 기록된 명대 이문리(李文利)23)의 ‘논오음생어인심’24)에서 나온 내용이다. 

582년(수 문제 2)에 주국 패공(柱國沛工) 정역(鄭譯, 540~591)이 소지파가 연주

한 호비파(胡琵琶)의 7성을 중국의 7성과 비교해보니 서로 부절(符節)을 맞춘 

듯이 꼭 들어맞아서, 정역이 이것으로 익히고 타서 비로소 7성의 바름을 얻었다

고 한다.25) 

(3) 현금론

끝으로 현금론은 거문고의 연주법과 기보법을 다룬 학금론(學琴論)이 주로 기

록되어 있는데, 악학궤범과 조성보, 안상보(安瑺譜)26)가 그대로 인용되

거나, 양금신보의 ‘집시법’․‘타량법’․‘조현법’ 등의 내용이 보완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우수집시법’은 양금신보의 집시법을 증보한 것으로, 특히 술

대 사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좌수안현법’은 안상보의 장지가 

항상 현을 짚어 모지를 도와주는 수법(長指常按以助母指勢圖), 모지와 무명지 

양손가락으로 함께 유현을 짚고 어서 사용하는 수법(母名兩指共按遊絃推用

22) 소지파(蘇祗婆): 주 무제(周武帝) 때에 구자(龜玆, 지금의 신강(新疆) 지방) 사람으로, 돌궐(突厥)의 황후

(皇后)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호비파(胡琵琶)를 잘 탔다 한다.
23) 이문리(李文利): 명 대 음악이론가이자 사남부교수(思南府敎授). 자는 건수(乾遂), 호는 우산(雨山). 대

악율려원성(大樂律呂元聲) 4권과 대악율려고주(大樂律呂考註) 6권을 지음.
24) 荆川稗编(36) 樂(1) 音韻 ｢論五音生於人心 李文利｣. 
2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 經傳類 樂 ｢聲音爲樂辨證說｣.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26) 한금신보에서는 안상보란 악보명이 보이는데, 이것은 금합자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합자보대신 한금신보에 기록된 악보명 안상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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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식지가 기역자처럼 괘를 짚는 수법(食指按卦如曲尺圖)과 유사한 내용이 설

명되어 있다.27)

평조(平調)․우조(羽調) 조현법의 경우도 양금신보의 역안에 기초한 평조․

우조 조현법의 내용을 증보한 것이다. 그리고 우조 조현법 끝에는 안상보의 

조현 설명 끝에 나오는 “평조에 익숙해진 후에 계면조와 우조의 괘를 사용하라.”

는 당부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28) 계면조 조현법 중 평조 계면조는 안상보의 

계면조 조현법29)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오음약보의 궁(宮)․상일(上一) 등으

로 조현법을 설명하는 안상보와 달리 한금신보는 시용 궁(宮)․상(商) 등으

로 조현법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우조 계면조에 대해서 다른 거

문고보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데, 한금신보에는 따로 설명하고 있다.30)

이상에서 살펴본 B부분의 현금론 중 새로운 내용은 모두 거문고의 연주법에 

관한 학금론으로 이것은 한립의 거문고보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금신보를 해독하고 거문고를 연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금신보 서문 중 B부분의 고금론은 A부분의 고금론을 보

완한 내용이고, B부분의 악론은 앞서 고금론에서 설명한 5음과 7음을 보충 설명

한 것이며, 현금론은 악학궤범 및 조성보, 안상보, 양금신보의 학금론

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증보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자세한 내용은 졸고, ｢조선후기 금론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9쪽 참조.
28) 韓琴新譜 2cd. ｢已上兩調用棵之次 雖或各異 然平調慣 … 用指無生處 後兩調用棵次數 審見於圖形 而

平調用棵之法 從其用宮 按其當按之棵 而匙法亦如之 則界面調羽調不待師而通矣 若僅習平調而欲按界面

調 則三調皆終不得成曲矣｣.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3쪽.
29) 琴合字譜 琴譜序 5b. ｢界面調 平調, 歧棵進退與六絃調絃 及五卦爲宮幷依平調 但以七卦爲上一 以四卦

爲下一 多用母指 其聲哀 上二下二依平調用卦 他宮倣此｣. 국립국악원(편),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2
권(서울: 국립국악원, 1989), 32쪽. 

30) 자세한 내용은 졸고, 위의 논문(2012), 137~1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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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C부분의 금론 및 악론

한금신보 서문 중 C부분에서는 기록 대상의 순서가 A․B부분과 달리, 

악․고금․거문고 순으로 한 악론․고금론․현금론이 기록되어 있다.31)

31) 韓琴新譜 2d-4d.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3~45쪽.

내용 추정되는 저본 내용

악론

‘12율관의 둘레와 길이 및 12율의 상생 
수(十二律圍長及相生數)’

樂學軌範 권1.9a-10b 12율관

樂書云 盖律以竹爲官者天生自然之器也~
樂學軌範 권1.10b/
樂書 권96.2b-3a. ‘原律’ 

대/거서

秬黍生於南陽. 黃鍾容入黍一千二百粒 악학궤범에 없는 내용. 오기. 거서

‘5음이 속한 거문고 현의 그림(五音屬絃圖)’ 樂學軌範 권1.12b 5음/6현

‘출성도(出聲圖)’ 安瑺譜 安瑺譜 5성

樂書云 宮中也 居中央 暢四方~
樂學軌範 권1.13ab/
家山圖書 五聲之圖.+樂書
권105.+苑洛志樂 권1 등

5성

‘8음의 악기는 8절기에 나뉨(八音聲器分於八節)’
樂學軌範 권1.15a/
樂書 권19. ‘金石絲竹樂之器也’
樂書 권106.2ab. ‘八音上’

8음/8절기

‘군자는 음을 들으면 반드시 생각하는 바가 
있다(君子聽音必有所思)’

樂學軌範 권1.15a-16b/
樂書 권25.

8음

(후반부 기록 시작)
‘5성의 구별(五聲之別)’

樂學軌範 권1.14a/
樂書 권107.4a2-4

5성/성율

‘4성(四聲: 평성․상성․거성․입성)’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逺 入聲直而促.

元和韻譜 4성

聲出於脾 合口而通之 謂之宫~
樂學軌範 권1.14a/
樂書 105.3b1-4. 五聲

5성

脣聲舌聲淸 齒聲喉聲濁. 廣韻 권5.62b 辯字五音法 성(청/탁)

詩疏曰 雜比曰音 單出曰聲.
禮記大全 樂記 18-4. 
(禮記 樂記 19-1 註)

음/성

大學衍義補云 丘氏曰晉人有言 絲不如竹~ 大學衍義補 권44.13a 육성

陸氏曰 音八音也~
禮記集說 樂記 91-1
(禮記 樂記 19-1 註)

8음/무

<표 4> 한금신보 서문 중 C부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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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론

한금신보의 서문 중 C부분은 악론부터 시작된다. C부분의 악론 전반부는 

대부분 악학궤범 권1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예외로 출성도(出聲圖)는 안

상보에서 가져왔다. 

전반부 기록은 12율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된다. 우선 12율관의 둘레와 길이 

및 12율의 상생(相生)의 수를 기록하 다. 다음으로 악서를 인용하여 율관을 

論語曰 子語魯大師樂曰 樂其可知也~
禮記集說 樂記 91-7
(禮記 樂記 19-4, 5 註)/ 
樂書 86-1/論語 八佾 3-23

악

又云 凡音者生於人心者也~
禮記 樂記 19-1/
樂書 9-4, 5

성/음/악

又云 是故 不知聲者 不可與言音~
禮記 樂記 19-1/
樂書 9-6, 10-1

성/음/악/
예

又云 樂者音之所由生也~ 禮記 樂記 19-1/樂書 8-6 음/악

又云 詩言其志也~ 禮記 樂記 19-15/樂書 19-3 시/가/무

又云 歌者 上如抗 下如墜~ 禮記 樂記 19-26/樂書 32-2 가/무

書云 帝曰 夔命汝典樂 敎胄子~
書經 虞書 舜典 3/
樂書 75-3, 4, 76-1, 2

시/가
성/율

又云 人不可不知樂也. 악

樂不可一日無也. 則堂集 권5.4a 악

고금론

‘금을 탈 수 없는 5가지 상황(五不彈)’ 出萬寶全書 萬寶全書 ‘五不彈’

‘금 연주의 5가지 허물(五軫繆)’ 荆川稗编 권86. ‘古器’, 
論彈琴十善五能十疵五繆

‘금 연주의 5가지 응당 해야 하는 자세(五能)’

‘금 연주의 10가지 좋은 점(十善)’

‘금을 배울 때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
凡學琴之士~ 出萬寶全書.

萬寶全書 ‘彈琴須知’

‘금의 옛 제도와 상징’
伏羲制琴~ 右太音記法, 出萬寶全書.

萬寶全書 ‘太音紀法’

현금론

‘거문고 조명의 뜻과 차례(琴調名義次序)’ 趙晟譜 趙晟譜
‘오른손으로 술대 잡는 그림(右手執匙圖)’ 樂學軌範 권7.21a 
‘왼손가락 이름과 그림(左手指名圖)’

‘거문고보의 합자 설명(琴譜合字解)’ 安瑺譜 ‘琴譜合字解’

‘손가락 네 개의 순서와 술대를 사용하여 내는 
소리의 형상(四指次序及用匙取聲之圖)’

漁隱譜
와 일치

安瑺譜云 或按而畫之可也~ 安瑺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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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로 만들고 기장으로 채우는 이유는 천연의 그릇에 천연의 물건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 다. 이어지는 기록은 악학궤범에 없는 내용인데, 거서는 

남양에서 생산되는데 황종에 거서 알 1천 2백 개가 들어간다고 기록하 다. 그

러나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기장은 해주에서 나왔고, 남양에서 생산된 것은 

경석이었다.32) 

계속해서 궁․상․각․치․우 즉 5음(성)에 대한 기록이 이어진다. 다섯 가지 

음(音)․위(位)․부(付)․사(事)․장(藏)․색(色)․용(用)․정(情)․미(味)․취

(臭)․기(氣) 및 사시(四時)와 (무현을 제외한) 거문고 현의 관계를 그렸다. 그리

고 안상보에서 가져온 5음(성)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 다. 

다음으로 악학궤범에서 인용한 5음의 뜻과 성질 및 상징, 실의 수, 상생 등

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이 기록은 악서(樂書)에서 온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

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내용이 악서에서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산도서(家

山圖書), 악서, 명대의 한방기(韓邦奇, 1479~1556)가 쓴 원락지악(苑洛志

樂), 가상천(柯尚迁, 1528~1583)이 쓴 주례전경석원(周禮全經釋原) 등의 기

록을 모은 것이다.33) 예를 들어 궁성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서적은 <사료 2>와 

같은데, 상․각․치․우의 기록 역시 동일한 서적들에서 찾을 수 있다.

<사료 2> 한금신보 금론 중34)

① 궁(宮)은 중(中)으로, 중앙에 있어 사방에 통달하고, 선창(先唱) 시생(施生)하여 

32) 세종실록(59) 세종 15년(1433 계축) 1월 1일(乙卯) 3번째 기사. 임금이 근정전에서 회례연을 베풀었

는데, 처음으로 아악을 사용하다. ｢乙巳秋, 秬黍生於海州, 丙午春, 磬石産於南陽【을사년 가을에 거서

(柜黍)가 해주에서 나고, 병오년 봄에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됨】｣.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

전종합DB 인용.
33) 원락지악과 주례전경석원의 편찬은 악학궤범(1493) 편찬 무렵이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실제

로 원락지락과 주례전경석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락지락과 주례전경석원의 저

본이 된 서적을 악학궤범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사료 2>의 ③은 

원락지락에서만 보이고, ④는 주례전경석원에서만 보인다.
34) 韓琴新譜 3b. ｢樂書云 宮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爲四聲之綱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窌而主合. 

宮無爲而覆物 君之象也. 足以御臣. 其聲雄洪 調則政和國安 亂則其國危. 其絲數八十一 三分損一 下生徵｣.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4쪽. 번역은 이혜구(역주), 신역악학궤범(서울: 국립국악원, 2000), 
63쪽 인용.



106   동양음악 제36집

사성(四聲)의 벼리이다. 그 성질은 둥글고, 그 소리는 마치 소가 굴속에서 우는 소리 

같아 합(合)을 주장한다.35) / ② 궁은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어> 물(物)을 덮으니, 

임금의 상(象)이다.36) / 신하를 어거할 수 있다.37) / ③ 그 소리는 우렁차다. 그 소리가 

고르면 정사(政事)가 화(和)하고 나라가 안정하며, 어지러우면 그 나라가 위태하다.38) 

/ ④ 그 실 수[絲數]는 81이요, 그것을 삼분손일하여 치(徵)를 하생한다.39)

끝으로 8음 즉 악기를 만드는 주재료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먼저 8음을 

여덟 절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악기를 소개하 다. 다음은 군자

가 8음을 들으면 생각나는 신하[臣]들과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 다. 

후반부 기록은 대부분 유교 경전을 인용한 것으로, 먼저 성(聲)․음(音)․악

(樂)을 비교하여 각각의 뜻을 밝히고, 다음으로 악(樂)을 이루는 시(詩)․가(

歌)․무(舞)의 뜻을 밝혔다. 

먼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5성(聲) 또는 4성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된

다. 한자의 발음에 관한 내용인데, 5성과 4성(평성․입성․상성․거성)의 관계

를 설명한 후, 4성의 특징을 당나라의 운서(韻書)인 원화운보(元和韻譜)40)를 

인용하여 설명하 다. 다음으로 5성이 사람의 다섯 장기에서 나와 입 또는 입술

을 벌리거나 다물어서 나온다고 설명한 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4성(순[입술]

성․설[혀]성․치[이]성․후[목구멍]성)의 높고 낮음을 송나라의 운서인 광운

35) 家山圖書 家山圖書 五聲之圖 ｢宫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為四聲綱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窌而

主合｣.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앞부분은 반고(班固)의 前漢書(21上) 律曆志(1上) ｢宫中也 居中央 

暢四方 唱始施生為四聲綱也｣가 그 출처인데, 뒷부분의 기록까지 포함한 기록은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오직 家山圖書에서만 발견된다.

36) 樂書(105) 4a.1 ｢宫無為以覆物君之象也｣. 국립국악원(편), 악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9집(서
울: 국립국악원, 1989), 166쪽.

37) 樂書(105) 4a.3-4 ｢宫為君 足以御臣｣. 국립국악원(편), 위의 책(1989), 166쪽.
38) 苑洛志樂(1) ｢宫聲雄洪 調則政和國安 亂則其國危｣.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39) 周禮全經釋原(8) ｢釋曰 文以五聲者 以律生之 黄鍾之數八十一 即宫聲也 是為聲本宫 三分損一下生徴｣.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40) 元和韻譜 ｢字有四聲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逺 入聲直而促【글자는 4성이 있다. 평성은 슬

프면서도 편안하고, 상성은 거칠면서 커지고, 거성은 맑고 멀며, 입성은 곧고 빠르다】｣. 원문은 清文淵

閣四庫全書本 DB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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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41)을 인용하여 성(聲)을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어서 성(聲)․음(音)․악(樂)에 대해서 인용하 다. 당대 공 달(孔潁達, 

574~648)은 여러 소리가 섞여 배열된 것이 음(音)이고 하나의 소리만 나오는 

것이 성(聲)이라 하 다.42) 명대 구준(丘濬, 1419~1495)은 현악기에서 관악기, 

관악기에서 사람의 육성으로 갈수록 자연의 소리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

다.43) 송대의 육전(陸佃, 1042~1102)은 음은 8음을 말하는데, 8음이 있더라도 

춤이 없으면 악(樂)이 아니라고 하 다.44) 계속해서 논어를 인용하여 악의 연

주 방법을 설명하 다.45) 이러한 악(樂)은 윤리와 통하는 것이기에 군자만이 능

히 악을 알 수 있고, 악(樂)을 살피어 정치를 알면 치도(治道)가 갖춰지며,46) 또 

악(樂)의 본질을 알면 예(禮)의 본질에 가깝다고47) 하 다. 그런데 악(樂)은 그 

41) 廣韻 권5.62b ｢脣聲舌聲淸 齒聲喉聲濁【입술에서 나는 소리와 혀에서 나는 소리는 높고, 이에서 나는 

소리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낮다】｣. 원문은 清文淵閣四庫全書本 DB 인용.
42) 禮記大全(18) 樂記(4) 註 ｢詩疏曰 雜比曰音 單出曰聲【시경 소(疏)에 “여러 성(聲)이 섞여 배열된 

것을 음(音)이라 하고, 홑으로 나오는 것을 성(聲)이라 한다】｣. 원문은 清文淵閣四庫全書本 DB 인용,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역주악기(서울: 민속원, 2000), 28쪽 인용.

43) 大學衍義補(44) ｢晉人有言 絲不如竹 竹不如肉 言漸近自然耳【진나라 사람에게 “현악기는 관악기만 

못하고, 관악기는 사람의 육성만 못하다.” 말하니 “점점 더 자연의 소리에 가까워질 뿐이다.”고 말하

다】｣. 원문은 四庫全書 DB 인용.
44) 禮記集說(91) 樂記(1) ｢山陰陸氏曰 音, 八音也. 雖有金石絲竹 而無舞焉 不得謂之樂【산음 육씨가 말

하 다. “음은 8음이다. 비록 금석사죽의 악기연주가 있더라도 춤이 없으면 악(樂)이라 이를 수 없다】｣. 
원문은 清文淵閣四庫全書本 DB 인용,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23쪽 인용.

45) 論語(3) 八佾(23) ｢子語魯大師樂, 曰, “樂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
成.”【공자가 노나라 태사에게 악에 대하여 말하 다. “악의 연주는 알 수 있는 것이니, 시작할 때는 

합해지듯 해서, 이어 모든 음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락과 장단이 분명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이

어져 맺는 것이다”】｣. 번역은 진양(지음)․이후 (옮김), 역주 악서 제3집(서울: 소명출판, 2012), 193
쪽 인용.

46) 禮記(19) 樂記(1) ｢凡音者, 生於人心者也. 樂者, 通倫理者也. 是故知聲而不知音者, 禽獸是也. 知音而

不知樂者, 衆庶是也. 唯君子爲能知樂. 是故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대체로 

음이란 인심에서 생긴 것이고, 악(樂)이란 윤리와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聲)은 알아도 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禽獸)이고, 음은 알아도 악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뭇사람들이다. 오직 군자만이 능히 

악을 안다. 그러므로 성을 살피어 음을 알고, 음을 살피어 악을 알고, 악을 살피어 정치를 알아서, 치도

(治道)를 갖추는 것이다】｣. 원문과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35쪽 인용.
47) 禮記 樂記(19-1) ｢是故不知聲者不可與言音, 不知音者, 不可與言樂, 知樂則幾於禮矣. 禮樂皆得, 謂之

有德. 德者, 得也.【이런 까닭에 성(聲)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더불어 음(音)을 말할 수 없고, 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더불어 악(樂)을 말할 수 없으니, 악을 알면 예에 가깝게 된다. 예와 악을 다 터득한 

것을 덕이 있다고 하니, 덕(德)이란 득(得)이다】｣. 원문과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35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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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마음이 물에 감응하는 데 있으므로 감응시키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48)

고 기록하 다.

다음으로 시(詩)․가(歌)․무(舞)에 대해서 인용하 다. 시는 뜻을 말한 것이

고, 노래는 소리를 길게 읊은 것이며, 춤은 용모를 움직인 것인데,49) 노래를 부

르면 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 다.5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서경을 인용하여 성(聲)은 길게 읊는 것에 의지

한 것이고 율(律)은 성(聲)을 조화시키는 것인데 팔음의 악기가 능히 어울려 서

로 질서를 침범하지 않아야만 신과 사람이 화합한다고51) 기록하 다.

마지막으로 C부분의 악론 끝에서 측당집 등을 출처로 하는 A부분의 악론

48) 禮記 樂記(19-1)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者, 其聲噍以殺. 其樂心

感者, 其聲嘽以綏.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

感者, 其聲和以柔. 六者非性也, 感於物而后動.【악이란 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그 근본은 인심

이 물(物)에 감응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촉박하면서 쇠미하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걱정이 없으면서 완만하고, 기쁜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퍼지면서 흩어지고, 성난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거칠면서 사납고, 공경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곧으면서 청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온화하면서 부드럽다. 이 여섯 

가지는 본성이 아니라 물(物)에 감응한 뒤에 움직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선왕이 감응시키는 것을 신중

히 했다】｣. 원문과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23~25쪽 인용.
49) 禮記(19) 樂記(15) ｢詩, 言其志也. 歌, 詠其聲也. 舞, 動其容也. 三者本於心, 然後樂器從之.【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성(聲)을 읊은 것이며, 춤은 모습을 움직인 것이니, 이 세 가지가 마음에 근본한 

연후에 악기가 따르게 된다】｣. 원문과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112쪽 인용.
50) 禮記(19) 樂記(26) ｢故歌者, 上如抗, 下如隊, 曲如折, 止如槀木, 倨中矩, 句中鉤, 纍纍乎端如貫珠. 故歌

之爲言也長言之也. 說之故言之. 言之不足,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不知手之舞

之, 足之蹈之也.【그러므로 노래란 높아질 때에는 들어 올리는 것 같고, 낮아질 때에는 추락하는 것 같

으며, 구부러질 때는 꺾이는 것 같고, 그칠 때에는 말라죽은 나무와 같으며, 가볍게 구부러질 때는 법도

[矩]에 맞고, 심하게 구부러질 때[句]에는 갈고리에 맞으며, 계속 이어져 단정한 것이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라는 것은 길게 말하는 것이니, 기쁘므로 말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므로 길게 말하고, 길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차탄(嗟嘆)하며, 차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

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발을 움직여 춤추는 것입니다】｣. 원문과 번역은 조남권․김종수(공역), 앞의 

책(2000), 193쪽 인용.
51) 書經 虞書 舜典(3) ｢帝曰, 虁, 命汝典樂, 敎冑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순임금이 말했다. 기(夔)야! 너를 명하여 악을 맡게 하니, 
맏아들들을 가르칠 때는 솔직하면서 온화하게 하며, 너그러우면서 엄숙하게 하며, 강하지만 포학(暴虐)함
이 없게 하며, 소탈하지만 오만함이 없게 하라.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다. 
성(聲)은 길게 읊는 것에 의지한 것이고 율(律)은 성(聲)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팔음의 악기가 능히 어울려 

서로 질서를 침범하지 않아야만 신과 사람이 화합할 것이다】｣. 원문과 번역문은 KoreaA2Z DB 성백효 

역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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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번 더 기록하 다. 응천 후인은 “사람은 악(樂)을 모를 수 없다.”, “악(樂)

이 하루라도 없을 수 없다.”는 이 두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서 C부분의 악론은 악학궤범과 안상보 외에도 유교 경전 및 

여러 중국 서적 등을 참고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금론

악론에 이어서 기록된 고금론은 ‘오불탄(五不彈)’, ‘오진무(五軫繆)’, ‘오능(五

能)’, ‘십선(十善)’, ‘탄금수지(彈琴須知)’, ‘태음기법(太音紀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오불탄’과 ‘탄금수지’, ‘태음기법’의 출처는 만보전서(萬寶全書)52)라고 밝

히고 있다. 나머지 ‘오진무’과 ‘오능’, ‘십선’은 형천패편의 ‘논탄금십선․오

능․십자․오무(論彈琴十善五能十疵五繆)’53)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태음기

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악원 소장 금보(내용 연대 1651년 경) 계통 거

문고보에서도 확인되는 고금론이다.

‘오불탄’은 고금을 탈 수 없는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다섯 

가지 상황에서 고금을 타지 않는 이유는 도(道)를 높이며 금의 이치를 다하기 

위함이다.54) ‘오진무’는 주로 연주자의 마음가짐과 시선처리, 연주법에 관한 내

용이다. ‘오진무’는 다른 거문고보에서는 ‘오진(五軫)’으로 소개된 금론이다. ‘오

능’은 연주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시선 등 연주 태도와 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십선’은 금을 잘 연주하기 위한 열 가지 지침에 관한 기록이다. 

한편 ‘십선’ 다음에 기록된 제목 없이 출처를 만보전서라고 밝히고 있는 금

52) (妙錦)萬寶全書(建仁寺兩足院所藏, 1612) ｢琴有五不彈, 疾风暴雨不弹 廛市不弹 对俗子不弹 不坐不弹 
不衣冠不弹｣. 원문은 酒井忠夫(감수), 坂出祥伸․小川陽一(편), 中国日用类书集成 제12권(东京: 汲古

书院, 2003), 408쪽 인용; (妙錦)萬寶全書 ｢彈琴須知｣. 원문은 酒井忠夫(감수), 坂出祥伸․小川陽一

(편), 위의 책(2003), 390~391쪽 참조; (妙錦)萬寶全書 ｢太音紀法｣. 원문은 酒井忠夫(감수), 坂出祥

伸․小川陽一(편), 위의 책(2003), 389~390쪽 참조.
53) 荆川稗编(86) 古器 ｢論彈琴十善五能十疵五繆｣. 
54) (椿莊書院本)事林廣記(4) ｢五不彈, 疾風甚雨不彈 廛市不彈 對俗子不彈 不坐不彈 不衣冠不彈 右五者

所以尊其道而盡琴之理也｣. 원문은 文化部文學藝術研究院音樂研究所․北京古琴研究會(편), 琴曲集成
제1책(北京․上海: 中華書局出版社, 1981), 14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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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만보전서의 ‘탄금수지(彈琴須知)’ 앞부분만을 기록한 것이다. ‘탄금수지’

는 연주 장소와 날씨, 감상자 등 연주 외부 환경의 정결뿐 아니라 연주 내부 환

경 즉 연주 태도에 대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끝으로 ‘태음기법’은 금의 길이에 대한 다양한 통설과 “금은 천지의 정음(正

音)이기에 좋은 재목을 구해서 옛 제도를 본떠 만들고, 현명한 스승의 연주를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태음기법’은 고려대 소장 금보
A(1791)의 ‘대음기법(大音紀法)’의 일부이고, ‘태음기법’의 앞부분 고금의 길이

에 대한 다양한 통설은 다른 거문고보에서 ‘학금수지(學琴須知)’로 소개된 고금

론이다. 

(3) 현금론

C부분의 현금론 역시 B부분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학금론을 기록하고 있는

데, 악학궤범과 조성보, 안상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양금신보와 조성

보의 내용이 보완되어 발전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사지차서급용시취성지도(四指次序及用匙取聲之圖)55)는 거문고 

왼손 연주 기호에 대한 설명인데, 유사한 제목이 현금동문유기(1620)에 수록

된 조성보의 용발취성지도(用撥取聲之圖)와 사지차서지도(四指次序之圖)에서 

확인된다. 조성보의 거문고 왼손 연주 기호는 왼손 움직임을 형상화한 기하학

무늬 기호로 되어 있어서 연주 기호의 생김새와 실제 연주법의 설명이 일치한

다. 이러한 기호가 조성보 이후 한금신보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외에

도 사지차서급용시취성지도에는 양금신보의 합자(合字)가 거의 대부분 수용

되었고, 더불어 한자(漢字)를 감한 형태의 왼손 연주 기호 ‘力’(힘주어 누름)과 

‘ ’(번개처럼 빨리 손가락을 씀)이 새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한금신보의 사지

차서급용시취성지도는 어은보(1779)의 왼손 안현법[左手按絃法]과 일치한다.

이상 C부분의 현금론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지차서급용시취성

55) 韓琴新譜 4cd. ｢四指次序及用匙取聲之圖｣.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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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보이는데 거문고의 연주법과 기보법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B부분의 현

금론 중 일부와 함께 한립의 거문고보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금신보를 해독하고 거문고를 연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와 C부분에서 새로 등장한 학금론이 한금신보에 실려 있었다고 해

서 한립이 만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성기의 거문고 선율이 담긴 

어은보에도 C부분의 학금론과 동일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B와 C부분에서 

새로 보이는 학금론은 좁게는 당시 한강 삼포(서강ㆍ마포ㆍ용산)을 중심으로 한 

문인음악애호가들을 위한 거문고 교습 현장에서 공유되는 거문고 연주법과 거

문고보 기보법(해석법)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시공간에서 공유되어 온 거문고

보 기보법에 의해서 한립과 김성기의 거문고 선율이 한금신보와 어은보에 

담겨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맞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금신보 서문 중 C부분의 악론은 악학궤범과 안상보
이외에 다양한 중국 서적을 참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금론은 

대부분 연주 상황 및 연주 규범과 관련된 금도론인데, ‘태음기법’만 금기론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현금론은 거문고를 배우는 것과 관련된 학금론

인데, 악학궤범과 조성보, 안상보, 양금신보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거

나 증보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서문 D부분의 금론 및 악론

한금신보 서문 중 D부분에는 고금․악을 대상으로 한 고금론․악론이 기

록되어 있다.56)

56) 韓琴新譜 4d-5b. 국립국악원(편), 위의 책(1989),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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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론

한금신보의 서문 중 D부분의 고금론은 ‘십자(十疵)’, ‘대병소병(大病小病)’, 

‘수세(手勢)’, ‘금제(琴制)’로 구성된다. ‘십자’는 금(琴) 연주에 있어서 열 가지 

결점에 관한 기록으로, 형천패편의 ‘논탄금십선․오능․십자․오무(論彈琴十

善五能十疵五繆)’57)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국악원 소장 금보 계통

에서도 확인되는 고금론이다.

‘대병소병’은 고금을 연주함에 있어 중대한 결함 일곱 가지와 작은 결함 다섯 

가지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형천패편에서 인용한 ‘십자’를 ‘십선’․‘오능’․

‘오진무’와 같이 C부분에서 함께 기록하지 않고 D부분의 ‘대병소병’ 앞에 기록

한 이유는 아마도 ‘십자’와 ‘대병소병’ 모두 금 연주에 있어서 결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수세’는 금을 연주하는 왼손가락과 오른손가락의 상징과 연주할 때의 손의 

형세를 설명한다. 끝으로 ‘금제’는 고금의 각 부분별 구성과 명칭 및 상징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들은 각각 형천패편의 대병소병(大病小病),58) 수세

(手勢),59) 금제(琴制)60)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57) 荆川稗编(86) 古器 ｢論彈琴十善五能十疵五繆｣. 
58) 荆川稗编(86) 古器 ｢大病小病｣. 
59) 荆川稗编(86) 古器 ｢手勢｣. 
60) 荆川稗编(86) 古器 ｢琴制｣. 

내용 추정되는 저본 관련된 글

고금론

‘금 연주의 10가지 결점(十疵)’ 荆川稗编 권86. ‘古器’, 論彈琴十善五能十疵五繆

‘금 연주의 크고 작은 결점(大
病小病)’

荆川稗编 권86. ‘古器’, 大病小病

‘금 연주시 손의 형세(手勢)’ 荆川稗编 권86. ‘古器’, 手勢
樂書
권142. 琴勢

‘금의 제도(琴制)’ 荆川稗编 권86. ‘古器’, 琴制
樂書
권142. 琴制

악론
‘유생이 악을 알지 못함에 대해 
논하다(論儒生不知樂)’ 

荆川稗编 권37. ‘樂二’, 論儒生不知樂
마단임(馬端

臨) 글

<표 5> 한금신보 서문 중 D부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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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론

고금론에 이어서 기록된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知樂)’은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다. 이 글은 형천패편(荆川稗编)에 나오는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知樂)’61)

이란 글의 제목으로, 응천 후인은 아마도 이 글을 인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62) 

이 글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지은 송나라 사람 마단임(馬端臨, 1254~132

3)63)이 쓴 글인데, 송나라의 악을 주관했던 이조(李照)․양걸(楊傑)․위한진(魏

漢津)의 일화를 통해서, 국가의 악을 주관하 던 유생들 대부분이 음악을 이론

적으로 알았을 뿐, 실제로 음악을 듣는 귀가 없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금신보 서문 중 D부분의 금론과 악론은 모두 형천패편
을 인용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의 특징

1) 금론 및 악론의 신증(新增)

한금신보의 서문을 살펴본 결과 한금신보 편찬자인 응천 후인의 음악적 

안목과 정보력이 꽤 높고, 특히 거문고 음악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음을 확인할 

61) 荆川稗编(37) 樂(2) ｢論儒生不知樂. 嘗試論之樂之道 雖未易言然 學士大夫之說 則欲其律吕之中度 工

師之説 則不過欲其音韻之入耳. 今宋之樂 雖屢變然 景祐之樂 李照主之太常. 歌工病其太濁歌不成聲 私

賂鑄工使減銅齊而聲稍清歌乃叶而照卒不知. 元豐之樂 楊傑主之欲廢舊鐘. 樂工不平一夕易之 而傑亦不
知. 崇寧之樂 魏漢津主之欲請帝中指寸為律徑圍為容盛. 其後止用中指寸不用徑圍 且制器不能成劑量. 工
人但随律調之 大率有非漢津之本說者 而漢津亦不知. 然則學士大夫之説 卒不能勝俟工師之說. 是樂制雖

曰屢變而元未嘗變也. 盖樂者器也聲也. 非徒以資議論而已. 今訂正雖詳而鏗鏘不協韻 辨析雖可聽而考擊

不成聲 則亦何取焉. 然照傑漢津之說 亦既私為工師所易而懵不復覺方. 且自詭改制顯受醲賞. 則三人者亦

豈真為審音知律之士. 其暗悟神解 豈足以希荀勗阮咸張文收軰之萬一也哉｣. 
62) 韓琴新譜, 5b.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知樂)｣에서 제목을 적고 (내용을 바로 적지 않고) 공간을 남겨

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제목만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기록된 다음 면이 탈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립국악원(편), 앞의 책(1989), 46쪽. 
63) 마단임(馬端臨): 자는 귀여(貴與), 호는 죽주(竹州), 송나라 낙평(樂平) 사람. 벼슬은 승사랑(承事郞)을 

지냄. 저서에 문헌통고(文獻通考), 대학집전(大學集傳), 다식록(多識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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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것은 악(樂)을 애호하는 집안의 분위기와 더불어 악(樂)의 중요성

을 알고 거문고를 항상 가까이 하며 직접 익히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응천 후인이 한금신보의 서문에 궁중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악학궤범
을 상당량 인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장악원 관리와 성균관에서 음악을 이

론적으로 가르치는 사예 등을 배출한 집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관찬 악서 외에도 민간에서 간행된 조성보, 안상보, 양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이 한금신보에 그대로 인용되거나 증보된 형태로 기록되기도 하 다. 

이 집안의 수신과 풍류의 공간인 수명정(水明亭)은 응천 후인이 거문고 음악에 

처음 뜻을 둔 장소로, 수명정이 위치한 한강의 삼포는 17세기 후반에 거문고 연주가

인 한립과 김성기의 음악활동의 장소이기도 하다. 수명정에서 거문고 문인음악애

호가와 전문음악인과의 교유를 나누는 가운데 응천 후인의 거문고 음악에 대한 

관심은 거문고보의 수집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16~17세기 대표적인 

거문고보인 조성보, 안상보, 양금신보를 인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금신보의 경우는 간행을 담당한 김두남(金斗南, 1559~1647)과 응

천 후인의 선조인 박노(朴 : 1584~1643)의 음악적 교유가 있었고, 후대에 집

안 간의 혼인으로 이어진 인맥을 통해서 응천 후인이 양금신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기에 인용하거나 증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보다 새로운 내용의 금론과 악론을 기재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과 명의 

서적인 만보전서와 형천패편 등을 인용하 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응천 후

인의 선조인 박노가 당시 청나라 통으로 수년간 청나라를 다녀왔고, 청에서 들

여온 서적을 집안에 소장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응천 후인은 만보전

서와 형천패편 등의 음악 관련 기록을 한금신보에 직접 인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금신보에는 이전의 악서와 거문고보에 수록된 금론 및 악론 외에 

다양한 중국의 금론 및 악론까지 수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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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금론과 현금론의 유형별 체계화

한금신보의 서문은 고금․악(樂)․거문고(혹은 악․고금․거문고)로 기록

의 대상이 순환되고 있는데, 반복적 주제 배열에 따라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서문에서 고금을 대상으로 한 고금론은 대체로 유래․상징․연주규범

에 관한 금도론(琴道論), 수세 및 연주법에 관한 학금론(學琴論), 상징적 구조에 

관한 금기론(琴器論) 순서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었다(<표 6> 참고).

고금론 중 고금의 구조에 관한 금기론은 옛 성현이 언급한 고금의 치수에 관

한 기록으로, 옛 고금의 치수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상징적인 수치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고금의 구조에 관한 금기론이 유예지(1806~1813 추정)의 금금도(今琴

분류 금론 악학궤범 및 기존 거문고보와 비교 내용 유형

A
고금론 양금신보 ‘금아부’ 앞부분 인용 유래 금도론

현금론 양금신보 ‘현금향부’ 인용 유래 금도론

B

고금론 새로운 내용(출처: 형천패편) 상징 금도론

현금론

악학궤범․조성보․안상보 인용

연주규범 금도론

연주법

학금론
기보법

증보된 내용(우수집시법, 좌수안현법, 조현법 등)
⇒ 안상보․양금신보의 것보다 증보된 내용

연주법

C

고금론

국악원 소장 금보의 ‘오불탄’ 등과 일치

(출처: 만보전서․형천패편) 연주규범 금도론

새로운 내용(출처: 만보전서) 상징적 구조 금기론

현금론

조성보 인용 악조/악곡 뜻

학금론
악학궤범 인용 연주법

안상보 인용
기보법

증보된 내용(어은보(1779)와 일치)

D 고금론

국악원 소장 금보의 ‘십자’와 일치(출처: 형천패편)
연주규범 금도론

새로운 내용(출처: 형천패편)
새로운 내용(출처: 형천패편) 수세/연주법 학금론

상징적 구조 금기론

<표 6> 한금신보의 금론의 내용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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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에서 고금의 앞면․내부․바닥의 각 부분을 물리적인 수치로 소개된 것과 비

교된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조선에 유행한 실용적인 학풍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64) 

한편 한금신보의 서문에서 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현금론(玄琴論)은 유래․

연주규범에 관한 금도론, 연주법 및 기보법에 관한 학금론 순서로 기록되었을 

뿐, 거문고의 구조에 관한 금기론이 생략되었다(<표 6> 참고).

현금론에서 거문고의 구조에 관한 금기론이 생략된 이유는, 삼국사기 ｢악지｣ 

거문고조에서 거문고에 관한 기록에 앞서서 고금의 상징적 구조를 먼저 기록함으

로써 거문고에 고금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헌에서 거문고는 중국의 고금과 동명이물(同名異物)

의 관계를 갖고 통상 ‘琴’이라고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거문고의 

상징적 구조에 관한 금기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의 구조와 형태가 

상당히 다르지만) 고금의 것과 상통한다는 인식 때문에 한금신보에서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거문고의 구조에 관

한 금기론이 악학궤범 이후 상징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측에 근거한 물리적인 

수치로 소개되었다.65)

3) 악론의 유기적 결합

거문고보에 악론이 기재된 것은 금보신증가령(1680)이 처음이다. 금보신

증가령에는 12율과 5성에 관해서 악학궤범 권1의 ‘오성도설(五聲圖說)’, ‘시

용아악십이율칠성도(時用雅樂十二律七聲圖)’, ‘율려격팔상생응기도설(律呂隔八

相生應氣圖說)’, ‘악조총의(樂調總義)’가 인용되었고, 기보법과 관련해서 ‘오음배

속호(五音配俗呼)’, ‘십이율배속호(十二律配俗呼)’가 인용되었다.66) 이후 한금

64) 졸고, 앞의 논문(2012), 83쪽.
65) 졸고, 위의 논문(2012), 173~174쪽.
66) 琴譜新證假令 2b-4b. 국립국악원(편), 금보신증가령,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집(서울: 국립국악

원, 1989),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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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에는 12율, 5성 외에도 8음에 관해서 기록되었고, 다수의 악론이 유교 경

전 등에서 인용되는 등 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금신보의 서문 중 가장 많은 악론이 C부분에 집중되었다. C부분의 악론 

전반부는 대부분 악학궤범 권1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가장 처음에 12율관의 

둘레와 길이 및 상생의 수, 12율관에 사용되는 대나무와 거서가 자연에서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어서 5성과 관련해서 거문고 현과 다섯 가지 음(音)․위

(位)․부(付) 등의 관계, 5성(음)의 뜻과 성질 및 상징, 실의 수, 상생(相生)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악기의 주재료인 8음과 여덟 절후의 관계 및 

8음의 악기 소개가 이어졌다. 이상은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얻은 12율, 5성, 8음

에 대한 설명이다.

C부분의 악론 후반부는 대부분 유교 경전 등을 인용한 것으로, 성(聲)․음

(音)․악(樂)에 대한 내용과 시(詩)․가(歌)․무(舞)에 대한 내용이 순서대로 나

온다. 

먼저 성(聲)을 설명하면서 가장 자연의 소리라 할 수 있는 육성(肉聲)에 대해

서 기록하 다. 한자 발음과 관련된 5성과 4성(평성․입성․상성․거성)의 관계 

및 4성의 성질에 관한 내용, 사람의 장기에서 나오는 5성과 입에서 나는 4성(순

[입술]성․설[혀]성․치[이]성․후[목구멍]성)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앞에 기록

된 12율, 5성, 8음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소리인데 비해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 그 자체인 것이다. 

이어서 성(聲)과 음(音)을 대비시키고 음(音)과 악(樂)을 대비시키는 등 성(聲)

에서 출발해서 음(音)을 거쳐 악(樂)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나, 악(樂)을 구성하는 

시(詩)․가(歌)․무(舞)의 관계를 예기 등을 인용하여 악의 본질적인 부분만

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한금신보에서는 악학궤범과 유교 경전 등을 인용한 악론

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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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중음악을 담당할 문인음악인재 양성을 위한 음악 이론 기록

한금신보의 현금론은 대부분 학금론이다. 즉 거문고를 배우는 방법과 관련

된 연주법과 기보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악학궤범, 조성보, 

안상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기존의 학금론을 신증한 발전된 형태이다. 특히 사

지차서급용시성지도(四指次序及用匙聲之圖)에서 설명하는 기보법은 응천 후인

의 거문고 스승인 한립과 동시대의 거문고 연주자로 유명했던 김성기의 거문고 

음악을 담고 있는 어은보(1779)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67) 따라서 새로 증보

된 형태의 학금론은 두 연주자가 거문고 연주활동을 했던 한강 삼포(서강․마

포․용산)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학금론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립과 김성기는 연주법과 기보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전문음악인

이기 때문에 거문고 교습을 위해서는 거문고보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전문음악

인들의 주된 관심은 음악 실기 자체이지 악론 및 금론이 아니다. 그러나 문인음

악애호가들은 전문음악인들의 거문고 음악을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거문

고 연주법과 기보법 즉 학금론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거문고 음악

을 익히는 이유인 수신을 위한 이론적 접근은 악론과 고금론을 통해서 설명되기 

때문에 문인음악애호가들은 음악 실기뿐만 아니라 악론 및 금론 등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다고 보인다.

결국 한금신보의 학금론은 응천 후인과 같은 문인음악애호가의 거문고 실기

를 도왔고, 함께 실린 금도론과 금기론은 거문고 음악의 정신과 거문고의 상징 

등 지식 함양에 이바지하 으며, 악론은 악(樂)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 다. 

그런데 한금신보 금론 및 악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 수신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음악 담당자를 고려한 음악적 지식 함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금신보 서문 가장 끝에 기록된 마단임이 쓴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知樂)’은 국가의 음악 담당자들에 대한 충고이다. 송나라

67) 졸고, 앞의 논문(2013), 168~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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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을 주관했던 이조․양걸․위한진의 일화를 통해서, 국가의 악을 주관하

던 유생들 대부분이 음악을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 실제로 음악을 듣는 귀가 없

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관리가 국가의 음악을 담

당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음악이 제대로 연주될 수가 없다. 

실제로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학문의 대상으로 아는 

것과 유희의 대상으로 즐기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음악적 수준에서 책임감을 갖

고 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생들이 음악 듣는 귀를 기르기 위해서는 음악을 

자주 듣거나, 직접 악기를 연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악(樂)을 

모를 수 없고(人不可不知樂也), 악(樂)이 하루라도 없을 수 없(樂不可一日無也)’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금신보 악론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응천 후인 집안은 16~17세기에 걸쳐 대대로 국가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를 많이 배출하 다. 

박이서의 아버지 박률(朴栗, 1520~1569)은 성균관 사예(司藝, 정4품)를 지냈

다.68) 성균관의 사예는 성균관 유생의 음악 지도를 담당하는 벼슬로 처음에 악

정(樂正)이라 하 다.69) 박이서는 1607년(선조 40)에 장악원 첨정(僉正, 종4품)

을 지냈다.70) 박이서의 장남 박노는 1618년(광해군 10)에 성균관 사예를 지냈

<그림 1> 16~17세기 응천 후인 집안의 장악원 및 성균관의 음악 담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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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71) 정묘호란 중에는 장악원 정(正, 정3품)에 제수되었다.72) 박노의 3남 박수

현은 1671년에 성균관 사예를 지냈다. 박노의 서자인 박수정(朴守貞, 1657년 이

후~?)73)은 장악원 정에 추증되었다. 박노의 5남 박수화(朴守和, 1614~1686)의 

차남 박기(朴紀, 1634~1708)74)도 장악원 정을 지냈다.

결국 응천 후인이 노년에 거문고보를 편찬하면서 서문의 마지막에 ‘논유생부

지악’을 써 놓은 이유는, 후손들 역시 집안의 선조들처럼 개인적 차원의 문인음

악애호가로 만족하지 말고, 궁중음악을 담당할 만큼 자질을 갖춘 문인음악인재

로 성장하길 소망해서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금신보 서문에 기록된 금론 및 악론을 살펴서 그 출처와 내용

을 조사한 후 그 특징을 밝힌 글이다. 한금신보는 1724년(경종 4) 응천 후인

( 양 박씨 후손)에 의해서 한립의 악보를 토대로 편찬된 거문고보이다. 응천 

후인은 거문고 스승이었던 한립의 거문고보를 구하여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서

68) [朴彝敍神道碑] 陞成均館司藝. 한국금석문 종합 상정보시스템 인용

69) 악정(樂正):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에 두었던 음악관계벼슬. 고려에서는 뒤에 사예승(司藝丞)으로 개칭

되었는데, 이들의 직분은 음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던 일인 듯하다. 고려시대 유명했던 유신들 중에 

이곤(李混)․이제현(李齊賢)․안축(安軸)이 성균악정을 지낸 바 있다. 악정은 임금이 친히 제사에 참석하

는 친사(親祠)의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에 반드시 참석하 다. 고려시대에는 그 품계가 종4품이었고, 
1인의 악정을 성균관에 두었으나, 조선 건국 당시인 1392년(태조 1) 7월 28일 문무백관을 새로 정할 

때, 정4품의 악정 2인을 성균관에 두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그 명칭이 사예로 바뀌었고, 경국대전에 

의하면 3인으로 그 인원이 늘었으나,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에 의하면 다시 2인으로 줄어들었다. 
출처: 한국학자료포털

70) 박지원, 앞의 책(2001), 31쪽.
71) [朴 神道碑] 戊午陞司藝. 이하 한국금석문 종합 상정보시스템 인용

72) [朴 神道碑] 丁卯淸兵深入 大駕遷江都以巡檢使從使督漕及期畢集金公瑬奇之辟入幕府除掌樂院正見公

所計畫甚喜. 
73) 박수정의 생몰연대는 미상이지만, 박노가 측실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인 박수윤(1657~1721)의 생년으

로 보아 네 번째 아들인 박수정은 1657년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74) 양박씨 족보에 누락된 박기와 박명동의 생몰연대는 양박씨 충헌공파 후손이면서 양박씨 충헌공

파 홈페이지(http://chungheongong.com)를 관리하는 박상오 선생이 확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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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중국의 고금과 우리나라의 거문고 및 악(樂)을 대상으로 한 금론 및 악론을 

실었다. 

한금신보의 서문은 고금․악(樂)․거문고(혹은 악․고금․거문고)를 대상

으로 한 고금론․악론․현금론이 반복적 주제 배열에 따라 순환되고 있는데, 전

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한금신보 서문의 첫 부분은 응천 후인이 구

한 한립의 거문고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부분인 ‘고금제’ 이하의 

기록은 상당부분 응천 후인에 의해서 신증(新增)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금신

보에서 처음 나타난 현금론은 한립의 거문고보에 원래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되는데, 좁게는 당시 한강 삼포(서강․마포․용산)를 무대로 한 문인음악애호

가들의 거문고 교습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거문고 연주법과 거문고보 기보법(해

독법)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한금신보의 신증된 기록은 궁중음악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악학궤범과 민간에서 간행된 조성보, 안상보, 양금신보 등

의 거문고보, 그리고 유교 경전 및 중국에서 들여온 만보전서와 형천패편
등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한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이 신증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응천 후인의 

음악에 대한 안목이 매우 높고, 음악에 대한 정보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응천 후인의 음악에 대한 안목은 악(樂)을 애호하는 집안의 분위기와 

더불어 악(樂)의 중요성을 알고 거문고를 항상 가까이 하며 직접 익히고자 노력

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보력은 응천 후인 집안의 음악인과의 

교유 및 선조인 박노(朴 )가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적 등을 소장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한편 한금신보의 금론은 유형별 체계화를 이룬다. 고금을 대상으로 한 고금

론은 대체로 유래․상징․연주규범에 관한 금도론(琴道論), 수세 및 연주법에 

관한 학금론(學琴論), 상징적 구조에 관한 금기론(琴器論) 순서로 체계적으로 기

록되었다. 그리고 거문고를 대상으로 한 현금론은 유래․연주규범에 관한 금도

론, 연주법 및 기보법에 관한 학금론 순서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거문고의 

구조에 관한 금기론이 생략된 이유는 거문고에 관한 기록에 앞서서 고금의 상징

적 구조를 먼저 기록함으로써 거문고에 고금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과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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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한금신보의 악론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개된다. 12율, 5성, 8음에 대한 

내용이 악학궤범에서 인용되었고, 성(聲)․음(音)․악(樂)에 대한 내용과 시

(詩)․가(歌)․무(舞)에 대한 내용이 유교 경전 등에서 인용되는 등 악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한금신보의 학금론은 응천 후인과 같은 문인음악애호가의 거문

고 실기를 도왔고, 금도론과 금기론은 거문고 음악의 정신과 거문고의 상징 등 

지식 함양에 이바지하 으며, 악론은 악(樂)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 다. 

그런데 한금신보 편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 수신의 차원을 넘어서 국

가의 음악 담당자를 고려한 음악적 지식 함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서문의 마지막에 국가의 악을 주관하 던 유생들 대부분이 음악을 이론적으

로 알았을 뿐, 실제로 음악을 듣는 귀가 없음을 비판한 ‘논유생부지악(論儒生不
知樂)’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자 : 2014.10.20.  ❙ 심사기간 : 2014.11.08.~2014.11.29.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4.12.12.｜



한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 연구   123

▌참고문헌

1. 단행본

家山圖書
廣韻
琴譜新證假令,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2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9. 
琴合字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22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9. 
論語
大學衍義補
(妙錦)萬寶全書, 中国日用类书集成 제12권, 东京: 汲古书院, 2003.
白虎通義
書經
樂書
禮記
禮記大全
禮記集說
五洲衍文長箋散稿
苑洛志樂
元和韻譜
前漢書
朝鮮王朝實錄
周禮全經釋原
(椿莊書院本)事林廣記, 琴曲集成 제1책, 北京․上海 : 中華書局出版社, 1981.
則堂集
太平御覽
風俗通義
韓琴新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8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9.
荆川稗编
박지원, 병자호란시에 박노(朴 )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삼아, 2001. 
이혜구(역주), 신역악학궤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조남권․김종수(공역), 역주악기, 서울: 민속원, 2000.
진양(지음)․이후영(옮김), 역주 악서 제3집, 서울: 소명출판, 2012.

2. 논문

임미선, ｢유예지에 나타난 19세기 초 음악의 향유 양상｣, 한국학 논집 제34집, 서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175~207쪽.



124   동양음악 제36집

최선아, ｢조선후기 금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최선아, ｢한금신보(1724) 편찬자의 음악적 배경｣, 한국음악사학보 제51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3, 

155~192쪽.
한명희, ｢한금신보해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3. 자료 및 기타

밀양박씨 충헌공파 홈페이지 (http://chungheongong.com)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net)
KoreaA2Z 한국학 DB (http://www.koreaa2z.com)
四庫全書 DB
清文淵閣四庫全書本 DB



한금신보의 금론 및 악론 연구   125

A Study on Theories of Geomungo and Music 
in Hangeumshinbo(韓琴新譜)

Choi, Sun-A*

75)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ories of Geomungo and music in depth in regard 

to Chinese Guqin(古琴), Korean Geomungo(玄琴) and music from a preface of 

Hangeumshinbo, which is Geomungo note, compiled in 1724 by Eungcheon(凝川) 

Huin(後人), a descendant of the family of Milyang(密陽) Park(朴), based on 

musical notes of Han lib(韓笠 or 韓立). In this study, contents and source of 

Hangeumshinbo were research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clarified. 

In the preface of Hangeumshinbo, theories of Guqin, music and Geomungo were 

circulated according to repetitive theme arrangements, and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4 parts. Although some records of the theories of Geomungo and music in 

Hangeumshinbo quoted original Korean and Chinese musical books and notes, a 

lot of records seemed to be supplemented by Eungcheon Huin. This was able to 

be achieved because Eungcheon Huin had discerning eyes and excellent 

information about music. Especially, the theory of Geomungo, which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Hangeumshinbo is presumed to have been Geomungo technique 

and music notation that were used for Geomungo lesson with music lovers among 

literary people in Sampo(三浦: 西江․麻浦․龍山) near Han river. 

The theory of Geomungo in Hangeumshinbo was recorded systematically,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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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ed into theories of teaching and learning Geomungo and techniques. 

Rules, sound, tone, music, poetry, song and dance from the theories of music were 

quoted in Akhakguebum(樂學軌範) and Confucian scriptures, showing various and 

essential access to musical theory. After all, the theory of learning Geomungo in 

Hangeumshinbo helped music lovers among literary people including Eungcheon 

Huin to play Geomungo, and improved musical spirit and symbolization of 

Geomungo. In addition, the theory of music helped to understand the essential 

of music.

However, it seemed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Hangeumshinbo compilation 

was to cultivate musical knowledge of people in charge of music of the country, 

beyond personal training. This was confirmed by ‘Nonyusangbujiak(論儒生不知

樂)’ at the last part of the preface, which criticized that most Confucian scholars 

who were in charge of music of the country only understood music by theory 

and did not have discerning ears for music.

Key Words: Hangeumshinbo(韓琴新譜), Eungcheon Huin(凝川 後人), Han lib(韓笠 
or 韓立), Hyeongcheonpaepyeon(荆川稗编)), Geum-ron(琴論), Ak-ron
(樂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