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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부는 청년, 귀인을 만나다

영동 출신 박연은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

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음

악가이기 전에 관료로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종이라

는 든든한 지원자를 만남으로써 관료로서의 포부와 음

악가로서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가 있었다. 

박연은 음악에 관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났다. 그는

영동에서 자라 영동향교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좋은 가

문의 수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그에게 남들이 가지

지 못한 또 하나의 재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악적

재능이었다. 박연의 이웃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박연은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이웃사람에게 난계 박연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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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리를 배웠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곡을 아름답게 연주하

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연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박연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해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묘

를 3년 동안 지키더니 피리 부는 솜씨도 효심 못지않다. 완전히

명수(名手) 수준이다.” 

박연 스스로도 피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실력을 연마하기를 게

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서울에 왔을 때 장악원(조선시대 궁중에

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 이원)의 피

리 부는 광대 앞에서 피리를 불어 보였다. 광대가 웃으며 말했

다. 

“소리가 상스럽고 박자가 맞지 않으며, 옛 버릇이 이미 굳어져서

고치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연이 청했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박연은 날마다 찾아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수일 후에

광대가 박연의 연주를 다시 들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음률의 법도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장차 대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일 후에 다시 연주를 들어보더니 광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나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박연은 이렇게 재능이 뛰어났지만 시대 분위기상 음악은 관료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

지 못했다. 박연은 하는 수없이 잠시 피리에 대한 미련을 접고 공부하여 과거를 통해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거문고와 비파 등 모든 악기를 연습하여 통달하

였지만 관료로서의 생활에 더 바쁘던 그가 더욱 큰물을 만난 것은 바로 세종을 만난 다음

이었다. 

1418년 재위에 오른 세종은 조선 개국 초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

고자 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궁중 음악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세종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박연이었던 것이다.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관료생활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박연은 궁중음악 정리

에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악보를 편찬하고, 필요한 악기를 만

세종실록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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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제각각이던 악기의 음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면서 ‘조선의 기준음’을 만드는 대업을 이

루어 갔다.  

절대 음감으로 조선의 기준음을 만들다 

세종을 만남으로써 기회를 얻은 박연은 당시 불완전한 악기 조율(調律)의 정리와 악보 편

찬의 필요성을 상소했다. 박연은 음악과 관련해 총 39번의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조선왕

조실록에 나타난다. 상소문에는 그의 음악에 대한 조예와 열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

었다. 박연이 상소문에서 팔음(八音) 중 생(笙)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언급했다.

“생(笙)이라는 악기는 간방(艮方)에 속한 소리인데, 그 제도는 길고 짧은 여러 피리가 가

지런하지 않게 한 개의 바가지 속에 꽂혀 있어, 마치 봄볕에 모든 생물이 돋아나는 형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을 생(生)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笙)이라 부르고, 그

것이 바가지를 몸으로 삼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를 포(匏)라 부르게 되옵는데, 그것을 반드

시 바가지[匏]로 만드는 것은, 박[匏]은 땅에 있는 물건으로서 간방(艮方)에 속하기 때문

입니다.”

팔음은 종(鍾), 경(磬), 금(琴), 적(笛), 생(笙), 부(缶), 고(鼓), 어( ) 등의 8가지 악기를

편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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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데 이중 ‘생’은 박통에 여러 개의 피리를 길이가 다르게 꽂은 악기를 말한다. 

악기 제작과 관련해 박연의 질타가 계속되었다. 모든 사유가 주역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세에서 나무로 포(匏)를 대신하게 하니, 제작은 비록 정교(精巧)하오나 전혀 본

제도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음(八音) 중에서 나무 소리는 손방(巽方)에 속하

는 소리이니 입하(立夏)의 음(音)이고, 포(匏)의 소리는 간방(艮方)에 속하니 입춘(立春)

의 음인데, 나무로 박[匏]을 대신한다면 이것이 손방(巽方)의 음이 되겠습니까, 간방(艮

方)의 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오니…” 『세종실록』

상소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박연은 1427년(세종 9) 편경(編磬) 12장을 만들고 자

작한 12율관(律管)에 의거 음률의 정확을 기하였다. 1433년 1월 세종은 근정전에서 회례

연을 베풀면서 박연으로 하여금 편경을 시연해 보도록 했다.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답다. 다만 이칙(夷則) 1매(枚)의 그 소리가 약

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종 또한 박연만큼이나 음악적 조예가 깊었기에 음정이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어느 음률은 일분(一分) 높고, 어느 음률은 일분 낮습니다.”

박연이 다시 살펴보았더니 음률이 높다고 한 곳에는 찌꺼기가 붙어 있었다.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 갈지 않아서 그런 것이옵니다.”

박연은 찌꺼기 일분을 떼어내고 음률이 낮다고 한 곳에는 다시 찌꺼기 일분을 붙였다. 그

런 후 박연은 다시 왕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이제 음률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연의 절대 음감을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박연이 사용한 편경은 옥돌 편

경이었다. 편경이란 악기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악기였는데 이전에 질로 만든 것과 달리 옥

돌로 만든 우수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질그릇 재료인 ‘질’로 편경(編磬)을 만

들었는데 질 편경은 더위와 추위 그리고 건습(乾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음의 높낮

이 기준이 자주 변했다. 다행히 1425년(세종 7) 경기도 남양에서 옥돌의 일종인 ‘경석’(磬

石)이 발견되었고 박연이 이 옥돌인 경석을 이용하여 편경을 개발해 낸 것이었다. 경석은

가공이 쉬운 돌이면서 한서건습(寒暑乾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박연이 만든 옥돌

편경은 이전에 ‘질’로 만든 것보다 훨씬 정확하여 중국의 것보다 오히려 음이 더 잘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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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준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떠나는 길, 피리소리로 위로하다

세종을 만나 큰 업적을 이룩한 박연은 세종 이후 문종, 단종을 모시며 고위 관료로서 안정

된 길을 걸었다. 하지만 말년에 세조의 계유정난으로 인해 시련을 만났다. 막내 아들 박계

우가 세조에게 반대하다가 처형당한 것이다.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노비로 전락했으며 박

연 또한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3조 왕을 모신 원로라는 점이 인정되어 파직 당하는 선에서

끝났다. 

박연은 고향인 영동으로 낙향했다. 서울을 떠나는 날 한강에서 배를 타는데 작별인사를

하러 나온 지인들을 향해 그는 조선 최고의 악성답게 피리를 불어 주었다. 그 애잔한 피리

소리가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녹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영동에서 말년을 보

내던 박연은 낙향한 지 4년 만에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308번

지에 난계 생가가 위치한다. 또 인

근에 충청북도기념물 제8호로 지

정된 사당 난계사가 있다. 이밖에

난계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국악체험 전수관 등도 있다. 난계사

직접 관련된 유적(물) 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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