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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의 사신영접의례에 나타난 음악의 모습을 오

례서와 외교서, 의궤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그 시대적 변천을

상호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조선전기는 오례(五禮)가 국가의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와 교린의 예도 갖추었는데, 특히 큰 연향들

은 모두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행했다. 실제 연향의 절차에 따른 내용들

을 고려해보면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규모가 교린의 예로 행하

는 영접의례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세종대에는 아악

곡만 연주되었고, 성종대에는 그 음악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악현에는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음악에 있어서 세종대에는 <수린국서폐의>·<연린국사의> 등에 아악

곡명이 등장하였으며, <연린국사의>에는 ‘속악과 잡기’라는 단어가 등장

하는 바 세종 당시 사신영접의례는 아악곡이 연주되었고, 속악과 잡기도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속악과

잡기를 인국사신영접에서 행했다는 것은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에서 뿐 아니라 음악적인 면에서 역시 속악과 잡기

를 행함으로써 격을 낮추었다.

성종대에 들어서는 아악곡명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고취’, ‘전정헌

가’ 등 악현의 명칭만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악기편성을 살펴보면 성종

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은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포함되었다. 다

시 말해 세종대에는 아악곡만 연주되었고, 성종대에는 그 음악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악현에는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되었다는 차

이가 있다.

조선후기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 일본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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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이 되었고, 이

후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부산의 왜관까지만 사신을 들어오게 하였

으므로 사신관련 의례의 연행양상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조선후

기 외교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사신영접의례에서 연행된 춤은 모두 향악

정재였으며, 반주음악은 당악과 향악이 함께 쓰였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신영접의례가 그 원형과 규모를 고수하지는 못

했지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선이 오례 체제의 빈례 음악에 시의(時宜)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이어온

지속성의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사신영접의례, 조선왕실, 외교음악, 오례(五禮), 빈례(賓禮),

사대(事大), 교린(交隣)

학 번 : 2015-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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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는 오례(五禮)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오례란 길례(吉

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정치를

‘예악(禮樂)의 정치’라 하는데, 이는 국가 체제의 운영이 의례와 음악을 바탕으

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1) 오례로 규정되어 시행된 왕실 행사 중의 여러

의례와 음악은 예와 악의 이념이 외부적으로 구현된 것이다.2) 조선의 역대 왕

들은 오례를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오례 가운데 빈례는 특정한 목적

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중국의 사신을 위해 왕이나 왕세자, 종친 등이 베

풀어주는 잔치와 일본이나 유구국(流球國)의 서폐(書幣)를 받은 후 베푼 잔치

등이 포함된 예3)로서 연향적 성격의 의례가 주종을 이룬다.

조선시대 사신영접의례는 의례의 대상에 따라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대 관계는 조선과 명(明)·청(淸) 등 중국과의 관계를 지

칭하며, 교린 관계는 조선과 왜, 유구(오키나와), 여진, 막부(바쿠후), 대마도(쓰

시마 섬)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지칭한다. 한국사 연구에서 조선의 ‘사대(事

大)’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4) 본고에서 ‘사대’는 ‘사대외교(事大

外交)’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선의 외교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가운데 음악면에서는 오례 가운데 길례와 가례에 대

1) 국사편찬위원회,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서울: 두산동아, 2008), 12쪽.
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11쪽.

3)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25쪽.

4) 박원호는 ‘사대외교’를 ‘사대주의’와 혼동하여 자주성·주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

우가 있으나 사대외교는 어디까지나 민족보전을 위한 현실적 외교정책으로서 결코 자주성과

모순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호, “2. 명과의 관계,” 한국사(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5), 22호,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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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빈례와 군례 그리고 흉례도 연구 성과가 있

으나 길례와 가례에 비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빈례의

음악에 관한 연구는 그 개괄적 성격을 논하거나 특정시대를 중심으로 영접의례

를 살펴보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외교음악이 상

호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사신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의례와 음악에 대해 오례서와 외교서, 의궤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그

시대적 변천을 상호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가 조선시대 당시

외국사신과의 교류에 있어 그 의례와 음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외국사신과의 교류에서 의례와 음악이 지니는 역사적 의

미에 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는 국사학계의 논문이 주

를 이룬다. 연구는 크게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된 연구5), 일본 및 유구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련 연구6) 그리고 사대와 교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연

구7)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관한 일 연구,” 사학연구(서울: 한국사학회, 1998), 55·56호,
205-26쪽.; 한형주, “對明儀禮를 통해 본 15세기 朝-明관계,” 역사민속학(서울: 한국역사민속
학회, 2008), 28호, 39-75쪽.; 김성근, 조·청 외교관계 변화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6) 노대환, “19세기 조선 외교 정책의 변화-베트남 응우엔 왕조와의 비교-,” 조선시대사학보(서
울: 조선시대사학회, 2010), 53집, 141-78쪽.; 이화영, “15세기 조선과 교린국의 빈례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은주, “일본(日本)에서 제작된 계미(癸未)(1763)

통신사행(通信使行) 관련 회화(繪畵)-빈례(賓禮) 관련 기록화(記錄畵)와 통신사절의 인물화(人

物畵)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서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49권, 185-219쪽.;
양수지, “유구왕국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수원: 한일관계사학회, 1995), 3
집, 15-46쪽.

7) 민덕기, “팔포무역으로 보는 사대·교린 使行외교의 특징,” 일본학(서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

구소, 2009), 28집, 137-65쪽.; 이영춘, “通文館志의 편찬과 조선후기 韓中關係의 성격,” 역사
와실학(서울: 역사실학회, 2007), 33호, 121-61쪽.; 정다함, “사대와 교린과 소중화라는 틀의 초
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서울: 고려사학회, 2011), 42호, 287-323쪽.;
백종기, “사대 교린외교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1), 10호, 81-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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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음악분야의 연구로는 조선의 오례를 중심으로 음악적 내용을 정

리하여 펴낸 단행본8), 17세기 국빈에 대한 의전을 연구한 논문9),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의 외교음악을 비교한 연구10), 조선시대 중국 사신에게 베푼 연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11)와 수신사 김기수가 경험한 근대 일본의 외교의례와 연회에

관한 연구12) 등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선시대 외교관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국사학계, 미

술사학계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음악학계에서도 소수의 연구자들이

의례와 음악을 아울러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하여

진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빈례 자체의 개괄적 성격을

논하거나 특정시대를 중심으로 영접의례를 살펴보는 등의 연구가 있지만 조선

전기와 조선후기의 외교음악이 상호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사신과의 교류시 행하는 의례와 음악을 오례서, 외교서, 의궤와 도상자료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시대적 변천을 상호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고는 조선을 둘러싼 인접국가의 사신이 조선에 방문할 때 이들을 영접하

는 의례와 연향을 분석하여 조선왕실 외교에서 음악의 면모와 그 변천을 밝히

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오례서 항목 가운데 빈례를 중심으로 하며, 외교서와 의궤

역시 오례서 기준 빈례에 한정하여 음악과 관련된 사항이 드러난 의례 부분만

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 인국의 사신을

8) 이재숙 외,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9) 송지원, “17세기 國賓에 대한 儀典,” 문헌과 해석(서울: 문헌과 해석사, 2001), 제14호, 20-33쪽.
10) 권도희,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의 외교 음악,” 음악과 문화(서울: 세계음악학회, 2012), 27권.
1-27쪽.

11) 김종수, “조선시대 사신연(使臣宴) 의례의 변천-중국 사신에게 베푼 연향을 중심으로-,” 온지
학보(서울: 온지학회, 2014), 38호, 69-119쪽.

12) 이정희, “제1차 수신사 김기수가 경험한 근대 일본의 외교의례와 연회,” 조선시대사학보(서
울: 조선시대사학회, 2011), 59호, 173-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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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는 의식은 가례에 속하여 빈례에 속한 의례와 구별되었으므로 가례항목

은 제외한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조선시대(1392-1897)이다. 조선전기는

고려의 음악문화를 전승하여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 고려의 음악유산을 정비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창제한 시기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과 병자

호란(1636)이라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이후에는 이전의 양반사회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

신영접의례 역시 급격한 변화의 역사 속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고에서

는 조선시대의 외교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되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

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사신영접의례는 15세기 세종대와 성종대에

편찬된 오례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어 15세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

어 사신영접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는 양란이후 17세기에서 19세기

까지 각 세기별로 사신영접의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의례 안에서 음악의 변화

양상을 세기별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살펴

보는 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의 사신영접의식 전체의 변화와 그 맥락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횡적인 범위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인접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다루되 중국을 사대, 일본 및 그 주변 국가를 교린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인접국가의 범위는 조선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일

본, 유구 등의 국가로 한정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거하여 본 논문을 크게 세 장으로 구성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인 Ⅱ장에서는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두 번째 장인 Ⅲ

장에서는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각각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

어 15세기 전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Ⅳ장은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에서 사대와 교린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고

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등의 오례서, 통문관지(通文館
志),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등의 외교서,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
등의 의궤류와 도상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영조대에 편찬된『국조속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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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國朝續五禮儀)』도 조선후기자료에 포함되지만 이 문헌에는 빈례 항목이 없

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오례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통문관지(通文館志), 증정
교린지(增正交隣志)와 같은 외교서에도 빈례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자세한 면
모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켰다. 외교서 검토를 통한 연구는 음악의

실제 연주사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록강 등 도성 이외의 지역의 연

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성 내에서만 행해진 연향을 살펴보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외교의례는 조선 안에서 행하는 의례 이외에도 조선 밖에서 행

하는 의례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 국토 안에서 행해지는 외교의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며 그 이외의 의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오례서와 외교서, 의궤 등에 보이는 외국 사신들과의 외교행위는 조선시대 당

시 국제관계 및 국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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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

조선왕조는 ‘중국은 큰 나라로 섬기고 이웃한 일본이나 여진과는 평화롭게

교류한다.’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을 외교방침으로 정했다.13) 조선은 중국과의

교류를 사대(事大), 일본·유구 등과의 교류를 교린(交隣)이라 칭하며 평화적 외

교를 위해 힘썼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오례서인 세종대 세종실록(世宗實錄) 오
례 ,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와 외교

서 통문관지(通文館志) 그리고 의궤류인 영접도감의궤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사신영접의례 가운데 사대의 예와 이에 수반되는 음악을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

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의례는 그 성격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변화양상과 그

의의를 음악이 연주된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논하겠다.

1. 조선전기

조선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명나라이다.

명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책봉·조공 정책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정립

했다.14) 명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은 명사(明使) 또는 천사(天使)라 불렀으며,

봉행하는 외교문서의 종류에 따라 조사(詔使) 또는 칙사(勅使)라 불리기도 하였

다.15) 조선전기 명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총 116회였다.16)

13) 김종수, 앞의 글, 72쪽.

14) 조선과 명도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나라들이 명과 교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맺은 조약이며, 조약을 맺은 외국이 명의 속국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명과 책

봉·조공 정책을 맺었다는 것은, 명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

었으며 이 또한 강제력이 있는 조약도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이 명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해

서 명의 속국으로 볼 수는 없다. 신태영 외, 조선과 명의 문명교류사(서울: 폴리테이아,
2015), 230쪽.

15) 중국사신의 호칭은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조선에 파견된 중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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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사신영접의례는 오례서의 의주를 통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세종대의 오례서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 와 성종대의 오례
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를 통해 조선전기

왕실에서 명나라 사신을 영접한 의례와 그 음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를 15세기 위주로 살펴보는 것은 양란이전의 사신영접의례가 세종

대의 오례서와 성종대의 오례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 15세기 전기

15세기 전기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는 세종장
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17) 오례 빈례 의주에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
록은 조선 세종의 즉위년(1418) 8월부터 1450년(세종 32) 2월까지의 역사를 기
록한 책으로, 조선왕조실록의 한 부분이다. 세종실록은 다른 실록과는 달리
편년체의 기사 외에도 ‘오례(五禮)’·‘악보(樂譜)’·‘지(志)’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8권부터 135권까지는 조선왕조의 국가전례를 집대성한 오례 가

포함되어 있다.

15세기 전기 세종실록 오례 빈례 항목에 속한 중국사신과 관련 영접의

식으로는 중국 황제의 사신에게 왕이 친림하여 연향을 베푸는 의식인 <연조정

사의(宴朝廷使儀)>, 왕세자가 베푸는 의식인 <왕세자 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

使儀)>, 종친이 연향을 베푸는 <종친 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가 있다. 본

항에서는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에 나타난

의식과 음악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18)

빈례에 속한 의식 중 중국사신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의식은 왕이 친림하

신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명사(明使)와 청사(淸使)로 통칭하겠다.

16)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서울: 사회평론, 2012), 37쪽.
17) 세종장헌대왕실록(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이하 세종실록(世宗實錄)으로
칭한다.

18)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宴朝廷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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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정사신에게 잔치하는 의식인 <연조정사의>다. 이는 가례에 속하여 황제

의 조서(詔書)나 칙서(勅書)를 받아들이는 의식인 <영조서의(迎詔書儀)>나

<영칙서의(迎勅書儀)>가 끝난 후 태평관에서 행하는 연향이다.

세종실록 오례 <연조정사의>는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과반을 올리는

절차인 진과(進果),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1작, 찬안을 올리는 절차인

진찬안(進饌案), 화반을 올리는 절차인 진화(進花),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2작, 소선을 올리는 절차인 진소선(進小膳),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3

작, 탕을 올리는 절차인 진탕(進湯), 네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4작, 진탕,

다섯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5작, 진탕, 여섯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6

작, 진탕, 일곱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인 제7작, 진탕, 대선을 올리는 절차인 진

대선(進大膳), 진과 그리고 왕이 환궁하는 절차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각 절차에서 차·과반·찬안·꽃·술 등을 올릴 때에는 왕이 먼저 사자(使者)에

게 올리고 그 후 사자 등이 왕에게 올린다. 사자가 왕에게 올릴 때에는 정사-부

사의 순서로 하며, 제조는 왕을, 제거 2인은 정사와 부사를 돕는다. 사자에게 먼

저 술을 올리는 모습을 통해 손님을 공경하던 조선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술인 제1작은 왕이 올리는 술이고, 이후 제2작의 술은 왕세자가, 제3작

의 술은 종친이 올린다. 왕세자와 종친이 술을 올릴 때 역시 손님인 사자에게

먼저 올리고 그들이 다시 왕세자와 종친에게 술을 올린다.

<연조정사의>에서의 차를 올리는 절차인 진다의 절차를 제외하고 과반을

올릴 때, 술을 올릴 때, 찬안을 올릴 때, 화반을 올릴 때, 소선을 올릴 때, 탕을

올릴 때에 모두 음악이 연주되었다. 오례서를 통해 <연조정사의>에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악곡명은 기록되어있는 바가

없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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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진다(進茶) x

진과(進果)19) ○

제1작 ○

진과 ○

진찬안(進饌案) ○

진화(進花)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제7작20) ○

진대선(進大膳) x

진과 ○

전하 환궁 x

<표 1> 세종실록 오례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2) 왕세자 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21)

<왕세자 연조정사의>는 중국황제의 사신에게 왕세자가 베푸는 의식으로 빈

례 의식 중 <연조정사의> 다음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의식이다.

세종대의 <왕세자 연조정사의>는 태평관에서 연행되었다. 의식은 당일에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 사자(使者)의 좌석을 태평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세부 절차는 진다(進茶)-진과(進果)-제1작-진과-진찬탁(進饌卓)-진화(進

花)-제2작-진소선(進小膳)-제3작-진탕(進湯)-제4작-진탕-제5작-진탕-제6작-

진탕-제7작-진탕-진대선(進大膳)-진과-왕세자 퇴장 등으로 구성된다. 다·과·

찬·꽃·술 등을 올릴 때에는 앞의 <연조정사의>와 마찬가지로 왕세자가 손님인

사자(使者)에게 먼저 올리고 그 후 사자 등이 왕세자 등에게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의례에서 제1작의 술은 왕세자가, 제2작의 술부터는 종친 등이 올

린다.

19) 곡과 무는 임시에 계문하여 재가(裁可)함.

20)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21)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王世子宴朝廷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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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음악은 다를 올리는 절차인 진다, 대선을 올리는 진대선을 제외한

진과·진작·진찬탁·진화·진소선의 절차에서 연주되었다. 왕세자 퇴장시에는 음악

을 연주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절차의 수에서 <왕세자 연조정사의>는 <연조정사의>와 큰 차이

가 없어 보이나 의례의 진행 과정에서 왕의 친림여부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 둘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진다(進茶) x

진과(進果) ○

제1작 ○

진과 ○

진찬탁(進饌卓) ○

진화(進花)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제7작22) ○

진대선(進大膳) x

진과 ○

왕세자 퇴장 x

<표 2>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당시의 음악은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거느리고 동계(東

階)·서계(西階)로 나누어 올라가서 월대(月臺) 위에 앉는다.’23)는 부분을 통해

금과 슬 등의 아악기와 노래하는 사람 등에 의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슬(琴瑟)로써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금슬우지(琴瑟友之)’라는 표현이 시
경 관저편24)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 그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손님을

22)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23) ‘典樂帥歌者及琴瑟, 分東西階升坐於月臺上。’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王世子宴朝廷使儀’.

24) ‘關關雎鳩 在河之州 窈窕淑女 君子好逑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求之不得 寤寐

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參差荇菜 左右採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差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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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할 때 아악을 연주하였을 뿐 아니라 시경의 시를 노래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

이때 연주한 음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주희의 의례경전통해 풍
아십이시보 에 수록된 음악이다. 풍아십이시보 에 수록되어 있는 음악은 조선

전기에 조회아악을 제정할 때 주요 선율로 활용된 바 있다.

풍아십이시보 에는 시경의 여러 시를 바탕으로 한 선율이 소개되어 있는
데, 6편의 <소아(小雅)>로서 녹명(鹿鳴) · 사모(四牡) · 황황자화(皇皇者華) ·

어리(魚麗) · 남유가어(南有嘉魚) · 남산유대(南山有臺) 와 3편의 <주남(周南)>

으로 관저(關雎) · 갈담(葛覃) · 권이(卷耳) , 그리고 3편의 <소남(召南)>으로

작소(鵲巢) · 채번(采蘩) · 채빈(采蘋) 등 총 12편의 노랫말과 악보가 포함되

어 있다.25) 의례경전통해 시악 의 선율은 조회, 회례연, 양로연 등의 의례에
서 사용되었다. 수보록(受寶籙) 의 경우 양로연에서 연주되는 아악으로 쓰였는

데 주희의 의례경전통해 시악 의 녹명(鹿鳴) 1장과 선율이 같다. 이하

<소아>, <주남>, <소남>의 여러 시에 음악을 얹은 풍아십이시보 의 음악은

조선에 들어와 여러 의례에 사용되었다.26) 시경의 녹명 , 천보 , 관저 ,

작소 , 남유가어 , 남산유대 의 여섯 곡의 음악은 모두 아악 선율로서 의례
경전통해의 시악 선율이다. 이때에는 금(琴)과 슬(瑟), 생(笙)과 소(簫) 등의

아악기 반주에 맞추어 시경의 노랫말을 붙여 노래하였다.27) 이는 당시 의례
에서 아악기로 시악 선율을 연주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향촌사회에서 관아가 주관하는 의례인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통해 빈

객을 맞이할 때 시경의 시를 노래한 전통을 찾을 수 있다. 향음주례의 큰 틀
은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한 후 주연을 베풀고, 손님을 보내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의례 절차 가운데 음악이 연주되는 부분

은 ‘악빈(樂賓)’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 가장 먼저 연주하는 음악은 슬(瑟) 2인,

가(歌) 2인 편성으로 시경 소아(小雅)의 녹명 , 사모 , 황황자화 의 세 곡

을 연주한다.28) 향음주례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시경의 가사를 취하고 있
鐘鼓樂之。 ’ 詩經 關雎 .

25) 송지원, “조선조 음악의 시경 수용과 활용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서울: 숭실대학교 한국
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제19집, 87쪽.

26) 송지원, 위의 글, 89-90쪽.

27) 송지원, 위의 글,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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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명 은 “사슴이 우는 것을 가지고 흥(興)을 일으킨 것” 이라 하여 빈객을

위한 연향에 사용하는 시로써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모 는 “사신이 온

것을 위로하는 시”라 하였고, 황황자화 는 “군주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읊은

시”라 하여 ‘손’을 맞이하고 보내는 음악, 빈객을 연향하는 내용의 악장이 향음

주례의 악빈 부분에 쓰여짐을 알 수 있다.29)

다시 말해 의례경전통해 풍아십이시보 가 원래 향음주례에 쓰이던 음악
을 모은 것이고, 향음주례를 거행할 때 연주된 음악 가운데 시경 소아(小雅)
의 녹명 , 사모 , 황황자화 의 세 곡이 조선시대에 손님을 맞이하는 음악으

로 사용되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조선시대 사신영접의례에서도 시경의 시를
노래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음악은 조선전기에 조회아악

을 제정할 때 주요 선율로 활용된 선율이다.

비록 오례서 의주에는 음악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만이 표시 되어 있을 뿐

자세한 곡목에 대한 사항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경의 시를 노래하는 전통이
사신을 영접하는 의례에도 있어왔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통해 추측할 수 있

다. 그 음악은 아악의 선율이었으며, 아악기 반주에 시경의 노랫말을 부른 것
이다.

(3) 종친 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30)

<종친 연조정사의>는 중국황제의 사신에게 종친이 연향을 베푸는 의식이

다. 이는 빈례 항목 가운데 중국사신에게 올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향이다.

세종실록 오례 <종친 연조정사의>는 진과(進果)-제1작-진찬탁(進饌

卓)-진화(進花)-제2작-진소선(進小膳)-제3작-진탕(進湯)-제4작-진탕-제5작-진

탕-제6작-진탕-제7작-진탕-진대선(進大膳)-진과-종친 퇴장 등의 절차로 구성

된다. 술은 모두 종친이 돌아가며 올린다. 이 가운데 음악이 연주되는 절차로는

과반을 올리는 절차, 술을 올리는 절차, 찬탁을 올리는 절차, 소선과 대선을 올

리는 절차 그리고 탕을 올리는 절차 등이 있다.

<종친 연조정사의>는 중국사신에게 베푸는 타 의례에 비하여 그 절차가 다

28) 송지원, 앞의 글, 99쪽.

29) 송지원, 위의 글, 101쪽.

30)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宗親宴朝廷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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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축소된 형태를 띤다. 왕이 친림하여 베푸는 <연조정사의>, 왕세자가 중국

사신에게 베푸는 <왕세자 연조정사의>와 다르게 다(茶)를 올리는 진다(進茶)의

절차가 없다.

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진과(進果) ○

제1작 ○

진과 ○

진찬탁(進饌卓) ○

진화(進花)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제7작31) ○

진대선(進大膳) x

진과 ○

종친 퇴장 x

<표 3> 세종실록 오례 <종친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이상 15세기 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세종실록 오

례 빈례 항목에 속한 <연조정사의>·<왕세자 연조정사의>·<종친 연조정사

의> 등 세 가지 의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의례 규모에 있어서는 왕이 친림하여

베푸는 <연조정사의>가 가장 컸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왕세자 연조정사

의>, <종친 연조정사의> 순으로 의례에 절차가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종친

연조정사의>는 왕이 친림하여 베푸는 <연조정사의>, 왕세자가 중국 사신에게

베푸는 <왕세자 연조정사의>와 다르게 다(茶)를 올리는 진다(進茶)의 절차가

없다. 이는 주최하는 신분의 고하(高下)에 따라 의례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의례에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인 악곡명은 기록된 바가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전기에 다양한 의례에서

31)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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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의 시를 노래하는 전통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전통이 사신을
영접하는 의례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 음악은 아악의 선율

이었으며, 아악기 반주에 맞추어 시경의 노랫말을 부른 것이다.

의례 절차32)

연조정

사의

진
다
진
과
1
작
진
과

진
찬
안

진
화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전
하
환
궁

왕세자

연조정

사의

진
다
진
과
1
작
진
과

진
찬
탁

진
화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왕
세
자
퇴
장

종친

연조정

사의

x
진
과
1
작
진
과

진
찬
탁

진
화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종
친
퇴
장

<표 4> 세종실록 오례 빈례 의식 중 사대 관련 의례 절차와 음악

나. 15세기 후기

15세기 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의례는 성종대의 국조오례의(1474)3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
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를 규정한 책으로, 경국
대전(經國大典)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 예전(禮典)이 되었다. 이 가운데 빈례는
중국 사신 및 일본·유구 등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

32) 굵은 글씨는 음악이 수반되는 의례를 표시한 것이다.

33) 國朝五禮儀(서울: 民昌文化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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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빈례서례(賓禮序例)와 빈례의식(賓禮儀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항에서는 중국사신과 관련된 영접의식을 보여주는 의례인 <연조정사의

(宴朝廷使儀)>, <왕세자 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 <종친 연조정사의

(宗親宴朝廷使儀)>에 나타난 의식과 음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34)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의례이기에 빈례 항목의

다른 의례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크다. 의례는 태평관에서 행하며 의식을 담당

하는 기관은 분예빈시(分禮賓寺), 액정서(掖庭署), 사옹원(司饔院) 등이다. 분예

빈시는 예빈시(禮賓寺)35)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분사(分司)로 태평관 정청 동

쪽 벽에 사자의 좌석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액정서는 조선의 행정

기관으로 이조의 잡직 속아문으로 전하의 어좌를 서쪽 벽에 동쪽을 향하여 설

치하는 등의 일을 담당했으며, 사옹원은 음식과 관계된 것을 담당하였다.

의식은 진다(進茶)-진과반(進果盤)-제1작-진찬안(進饌案)-진화반(進花盤)-제

2작-진소선(進小膳)-제3작-진탕(進湯)-제4작-진탕-제5작-진탕-제6작-진탕-제7

작-진탕-진대선(進大膳)-진과(進果)-전하 환궁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각 순서

에서 다·과·찬·꽃·술 등을 올릴 때에는 왕이 먼저 사자(使者)에게 올리고 그 후

사자 등이 왕에게 올린다. 왕에게 올릴 때에는 정사-부사의 순서로 하며 제조는

왕을, 제거 2인은 정사와 부사를 돕는다. 첫 번째 술은 왕이 올린다. 두 번째 술

은 왕세자가 올리고, 세 번째 술은 종친이 올린다.

<연조정사의>에서 음악은 사옹원 관원 네 사람이 각각 진어(進御)할 술그

릇을 받들고 계하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고, 제조(提調) 네 사람은 계상으로

나아가 차례로 전해 받들고 들어와 소정(小亭)에 놓을 때, 가자(歌者) 등이 계상

에 올라와 설 때 연주된다. 또 진과반(進果盤), 진작(進爵: 7작), 진찬안(進饌案),

진화반(進花盤), 진소선(進小膳), 진탕(進湯), 진대선(進大膳) 등의 절차에서 음

악이 연주되었다. 차를 올리는 절차인 진다(進茶)와 왕의 환궁 시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왕이 환궁할 때 사신들은 중문(中門) 밖

34) 國朝五禮儀 賓禮 ‘宴朝廷使儀’.
35) 태조 1년(1392)에 빈객(賓客)에 대한 연향(宴享)과 종재(宗宰)의 공궤(供饋)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고종 31(1894)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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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의주를 통해 당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악곡명은 드러나지 않아 알기 어렵다. 다만 ‘전악은 가자 및 금슬을 거느리고

동·서쪽의 계하(階下)에 들어와 선다.’36)고 하는 부분을 통해 중국사신과의 의

례에서 금과 슬 등의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였듯 손님맞이에 시경의 시를 노래한 전통으로 보아 사신영접의례에서
도 아악기 반주에 시경의 시를 노래한 전통이 있었으리라 추측하는 바이다.

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진다(進茶) x

사옹원(司饔院) 관원 네 사람이 각각 진어(進御)할

술그릇을 받들고 계하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고,

제조(提調) 네 사람은 계상으로 나아가 차례로 전해

받들고 들어와 소정(小亭)에 놓을 때. 가자(歌者) 등이

계상에 올라와 설 때.

○

진과(進果) ○

제1작 ○

진과 ○

진찬안(進饌案) ○

진화반(進花盤)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 ○

진탕(進湯) ○

제4작-제7작37) ○

진대선(進大膳) ○

진과반 ○

전하 환궁 x

<표 5> 국조오례의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36) ‘典樂帥歌者及琴瑟入, 立於東西階下。’ 國朝五禮儀 賓禮 ‘宴朝廷使儀’.
37)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 17 -

(2) 왕세자 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38)

<왕세자 연조정사의>는 왕세자가 조정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이다. 의례

당일에 분예빈시는 사자(使者)의 좌석을 서쪽을 향해 설치하고, 액정서는 왕세

자의 좌석을 서쪽 벽 남쪽 가까이에 동쪽을 향해 설치한다. 의례는 사신들이 머

무는 곳인 태평관에서 설행된다. 왕세자가 태평관에 이르러 막차에서 기다렸다

가, 시각이 되면 막차에서 나와 사자와 함께 좌석으로 나아간다. <왕세자 연조

정사의>는 크게 진다(進茶)-진과(進果)-제1작-진찬탁(進饌卓)-진화반(進花盤)-제

2작-진소선(進小膳)-제3작-진탕(進湯)-제4작-진탕-제5작-진탕-제6작-진탕-제7

작-진탕-진과반(進果盤)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왕세자 연조정사의>에서 첫 번

째 술은 왕세자가, 두 번째 술은 재신(宰臣)·추신(樞臣)이 올린다. 술은 일곱 순

배 돌린다. 의식을 마치면 왕세자와 사자는 읍(揖)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의례

가 마무리 된다.

앞의 차를 올리는 진다의 절차와 과일을 올리는 진과의 절차를 마치면 전악

이 가자 및 금슬을 거느리고 동·서쪽으로 나누어 올라와 계상(階上)에 앉아 준

비를 한다. 본 의례에서 음악은 차를 올리는 절차인 진다(進茶)를 제외한 과반

을 올릴 때, 술을 올릴 때, 찬탁을 올릴 때, 꽃을 올릴 때, 소선을 올릴 때, 대선

을 올릴 때 그리고 탕을 올릴 때 등의 절차에서 연주된다. <연조정사의>와 마

찬가지로 의주를 통해 당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구체

적인 악곡명은 드러나지 않아 알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도 금슬이 등장하기 때

문에 이 역시 당시 시경의 시를 노래하던 전통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38) 國朝五禮儀 賓禮 ‘王世子宴朝廷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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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진다(進茶) x

진과(進果) ○

제1작 ○

진과 ○

진찬탁(進饌卓) ○

진화반(進花盤)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 ○

진탕(進湯) ○

제4작-제7작39) ○

진대선(進大膳) ○

진과반(進果盤) ○

왕세자 퇴장 x

<표 6> 국조오례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3) 종친 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40)

<종친 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는 종친이 조정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

식이다. 본 의례는 태평관에서 행해지는데, 시각이 되면 종친이 나아가고 서로

읍(揖)하여 상대에게 공경을 표하고 사자가 좌석에 앉으면 종친도 좌석에 앉는

다. 전악은 가자 및 금슬을 거느리고 동과 서로 나누어 올라가 계상(階上)에 앉

는다. 사옹원 관원 및 집사자(執事者)는 각각 과반을 들고 사자(使者)와 술을

돌릴 종친(宗親) 앞에 나아가 선다.

의례 절차는 크게 제1작-진과(進果)-진찬탁(進饌卓)-진화반(進花盤)-제2작-

진소선(進小膳)-제3작-진탕(進湯)-제4작-진탕-제5작-진탕-제6작-진탕-제7작-

진탕-진대선(進大膳)-진과반(進果盤) 등으로 구성된다. 성종대의 <종친 연조정

사의>는 세종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와

39)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40) 國朝五禮儀 賓禮 ‘宗親宴朝廷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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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다(茶)를 올리는 진다(進茶)의 절차가 없다. 본 의례는 종친이 주축이

되어 중국사신에게 베푸는 의례로 첫 번째 술은 종친이 올린다.

의례 절차와 규모는 왕이 친림하는 <연조정사의>, 왕세자가 베푸는 <왕세

자 연조정사의>보다 작으며, 진대선(進大膳)의 절차에서 선(膳)을 올리지만 고

기는 썰지 않는다.

음악은 과일을 올릴 때, 찬탁을 설치할 때, 화반을 올릴 때, 술을 올릴 때, 소

선을 올릴 때, 탕을 올릴 때, 대선을 올릴 때 등의 절차에서 연주되었다. 음악의

연주 유무는 의주에 각각 ‘풍악을 울리고 그친다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구체적

인 악곡명은 드러나지 않아 알기 어렵다.

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제1작 ○

진과(進果) ○

진찬탁(進饌卓) ○

진화반(進花盤) ○

제2작 ○

진소선(進小膳) ○

제3작 ○

진탕(進湯) ○

제4작-제7작41) ○

진대선(進大膳) ○

진과반(進果盤) ○

종친 퇴장 x

<표 7> 국조오례의 <종친 연조정사의> 절차와 음악

15세기 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국조오례의 빈례 항
목에 속한 <연조정사의>·<왕세자 연조정사의>·<종친 연조정사의> 등 세 가

지 의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의례의 규모는 왕이 친림하는 <연조정사의>가 가

장 컸으며,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순으로 의례 절차가 점

41) 진작(進爵) 후에는 진탕(進湯)의 과정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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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종친 연조정사의>는 왕이 친림하여 베푸는 <연조정

사의>, 왕세자가 중국 사신에게 베푸는 <왕세자 연조정사의>와 다르게 다(茶)

를 올리는 진다(進茶)의 절차가 없다. 의례에는 진다를 제외한 주요 절차에 음

악이 수반되었다. 금(琴)·슬(瑟) 등의 아악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절차

에서 아악이 연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

으나 그 구체적인 악곡명은 기록되어있는 바가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조

선전기에 다양한 의례에서 시경의 시를 노래하는 전통이 손님을 맞이하는 의
례에 있어왔다는 사실을 통해 15세기 후기에도 역시 사신영접의례에 이러한 전

통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의례 절차42)

연조정

사의

진
다

진
과
반

1
작
진
과

진
찬
안

진
화
반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반

전
하
환
궁

왕세자

연조정

사의

진
다

진
과
반

1
작
진
과

진
찬
탁

진
화
반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반

왕
세
자
퇴
장

종친

연조정

사의

x
진
과
반

1
작

진
과
반

진
찬
탁

진
화
반

2
작

진
소
선

3
작
진
탕
4
작
진
탕
5
작
진
탕
6
작
진
탕
7
작
진
탕

진
대
선

진
과
반

종
친
퇴
장

<표 8> 국조오례의 빈례 의식 중 사대 관련 의례 절차와 음악

앞서 살펴본 세종대와 성종대의 오례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기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세종실록 오례 와 국
조오례의 빈례에 속한 중국사신 영접의식은 <연조정사의>·<왕세자 연조정사
42) 굵은 글씨는 음악이 수반되는 의례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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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친 연조정사의> 이상 세 가지로 세종대와 성종대 의례 명칭에는 차이

가 없다. 또한 모든 의식의 진작(進爵) 절차에서 술을 일곱 번 돌린 것은 세종

대와 성종대에도 그 틀을 유지하였다. <종친 연조정사의>에서는 <연조정사

의>, <왕세자 연조정사의>와 다르게 진다(進茶)의 절차가 없었던 것 역시 15세

기 전기와 후기가 같았다. 다만 세종대의 영접도감이 성종대에는 분예빈시로,

음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기관인 세종대의 사준원이 성종대에는 사옹원으

로 몇몇 기관의 명칭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는 두 시기 모두 음악의 연주유무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악곡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 손님을 맞이하는 의례에서 시경
의 시를 노래한 전통을 통해 조선전기 사신영접의례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있었

을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2. 조선후기

조선후기의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노정은 육로와 해로의 두 통로

가 있었다. 해로를 이용한 사신맞이와 파견 등은 명청교체기 후금이 요동지역

을 점령하여 기존 육로사행길이 막히는 1621년(광해군 13)부터 대명외교가 단

절된 1637년(인조 15)까지 17년 동안 지속되었다.43) 1644년(인조 22) 명-청 교

체 이후의 조선은 청나라와 교류하였다. 명청교체기를 포함하여 청나라에서는

1636년(인조 14)부터 1880년(고종 17)까지 총 169회 사신을 파견하였다.44) 그러

므로 전쟁이후45) 외교관계46)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조선후기의 범위

43)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2012), 98쪽.
44) 정은주, 위의 책, 175쪽.

45) 임진왜란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역사가 뒤바뀌었다. 명과 조선이 전쟁에 전념하는 동안 요동에

서 힘을 축적한 여진은 후금을 세웠고, 다시 청으로 국호를 바꿨다. 전쟁으로 조선의 온 국토

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며,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다. 심지어 살아남은 자

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다. 신태영 외, 조선과 명의 문명교류

사(2015), 36쪽.
46)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의관계는 이전보다 경직되었는데, 이 시기 조선에 파견된 명사에 대

한 접대는 조선의 입장에서 양국 간 관계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정은주, 위의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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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청교체기 이후 17세기부터 19세기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로 한정하여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 등의 의궤류, 통문관지(通文館志)
등의 외교서를 활용하여 조선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17세기

17세기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는 1609년(광해군 1)부터 1643년(인조 21) 사

이에 간행된 영접도감의궤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접도감(迎接都監)’이란

조선에 온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

시로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중국의 사신이 조선에 들어와 돌아갈 때까지 접대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백서(白書) 형식으로 정리·편찬한 문헌이 영접도감의

궤이다.47)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영접도감이란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때는
1394년(태조 3)이다. 이해 7월 영접도감에서 명나라 사신에 의탁하여 폐단 끼치

는 무리를 영접도감의 기록을 참고하여 징계하였다48)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에 편찬된 영접도감의궤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영접도감의궤는 도청(都廳)과 응판색(應辦色)·반선색(盤膳色)·군색(軍色)·연

향색(宴享色)·미면색(米麵色)·잡물색(雜物色) 등 각 색별로 따로 작성되었는데,

광해군·인조대의 의궤 16종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현전하는 영접도감의궤는 총

16종으로 1609년(광해군 1)에 편찬된 영접도감도청의궤(迎接都監都廳儀軌)49)·
영접도감미면색의궤(迎接都監米麵色儀軌)50)·영접도감사제청의궤(迎接都監
賜祭廳儀軌)51) 등 3종, 1626년(인조 4)에 편찬된 영접도감반선색의궤(迎接都
監盤膳色儀軌)52) 1종, 1634년(인조 12)에 편찬된 영접도감도청의궤53)·영접

47) 서울대학교 규장각, 迎接都監賜祭廳儀軌(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1쪽.
48) ‘憲司啓曰: “近者, 姦兇之徒, 依托使臣, 作弊中外。 宜考迎接都監所錄, 一一痛懲。" 從之。’ 태
종실록 권6, 태조 3년 7월 15일(壬子).

49) 迎接都監都廳儀軌(1609), 奎 14545.
50) 迎接都監米麵色儀軌(1609), 奎 14551.
51) 迎接都監賜祭廳儀軌(1609), 奎 14556.
52) 迎接都監盤膳色儀軌(1626), 奎 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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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응판색의궤(迎接都監應辦色儀軌)54)·영접도감반선색의궤55)·영접도감군
색의궤(迎接都監軍色儀軌)56)·영접도감연향색의궤(迎接都監宴享色儀軌)57)·
영접도감미면색의궤58)·영접도감잡물색의궤(迎接都監雜物色儀軌)59) 등 7종,
1637년(인조 15)에 편찬된 영접도감군색의궤60) 1종, 1643년(인조 21)에 편찬
된 영접도감응판색의궤(迎接都監應辦色儀軌)61)·영접도감연향색의궤62)·영
접도감잡물색의궤63)·영접도감반선색의궤64) 등 4종이 있다. 광해군 재위 16
년 동안 영접도감의궤 포함 27종의 의궤가 편찬되었는데, 그 중 명나라 사신

영접과 관련한 의궤가 총 6점이라는 것은 외교와 의전에 관한 전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으며, 특히 이때 외교 관련 의궤가 최초로 제작되었다는 점

은 큰 의미가 있다.65)

영접도감의궤류가 음악의 용례만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광해군

및 인조 때 명나라·청나라와의 외교 관계의 한 단면을 나타냄과 동시에 당시

국빈의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담고 있는 의궤류로써 의례와 음악을 함께 연

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가운데 음악과 관련된 내용은 연향색의궤에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는데

1643년(인조 21)에 편찬된 영접도감연향색의궤를 통해 당시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겠다.

본 의궤는 3월 25일부터 청나라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인 4월 6일

까지 영접도감 가운데 사신 접대를 위한 잔치를 총괄하던 분장인 연향색(宴享

色)을 중심으로 그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본 의궤에 따르면 사신이 조선에 올

때부터 청으로 돌아갈 때까지 총 11회의 연향을 베풀었다. 별다담(別茶啖) 6회

53) 迎接都監都廳儀軌(1634), 奎 14559.
54) 迎接都監應辦色儀軌(1634), 奎 14561.
55) 迎接都監盤膳色儀軌(1634), 奎 14563.
56) 迎接都監軍色儀軌(1634), 奎 14566.
57)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34), 奎 14567.
58) 迎接都監米麵色儀軌(1634), 奎 14569.
59)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34), 奎 14572.
60) 迎接都監軍色儀軌(1637), 奎 14577.
61) 迎接都監應辦色儀軌(1643), 奎 14578.
62) 迎接都監宴享色儀軌(1643), 奎 14579.
63) 迎接都監雜物色儀軌(1643), 奎 14580.
64) 迎接都監盤膳色儀軌(1643), 奎 14576.
65) 정은주, 앞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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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강유관 1회가 있었고, 공식적인 연향은 총 4번이 있었다. 하마연·상마연·

익일연·회례연·별연·전연은 총 6번이지만 회례연은 익일연과, 별연은 상마연과

겸행하여 공식적인 연회를 4회로 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청나라 사신이 조선

에 들어오기 2일 전 준비단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장악원에서 상관

에 보고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인용 1> 3월 23일 장악원에서 상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글 안에, 이번

에 칙사가 올 때 벽제참에서 위로연으로 맞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무동과 공인을 관원 1인이 몸소 친히 함께 데리고 가고, 색리 1명은 집사·전악

2인·가동 2명·무동 4명·공인 8명 등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밥을 먹이는 등의 일

을 하도록, 벽제참의 도차사원이 처리하여 분부하게 할 것입니다.66)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연향에 쓰인 음악은 왕립음악기관인 장악

원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장악원에서 동원된 사람은 집사 1인, 전악 2인, 가동

2인, 무동 4인, 공인 8인으로 모두 17인이었다. 가동과 무동이 등장하는 것을 보

아 연향에서 쓰인 음악에는 악가무(樂歌舞)가 모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례연에 동원된 인원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연향에서 악기·춤·노래를 모

두 갖추어 사신에 대한 예를 갖춘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나. 18세기

18세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의례는 조선시대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통상 관

계를 수록한 외교서인 통문관지67)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문관지는 조
선시대 외교음악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치가 있는데, 이전 오례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악곡명과 춤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시 음악의 모습을 보다

66) 김상보, 현대식으로 다시 보는 영접도감의궤(서울: 교문사, 2011), 181쪽.
67) 통문관지의 외교·통상 관계를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조선전기에는 중국의

명나라와 일본의 실정 막부(室町幕府)를,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청나라와 일본의 덕천 막부(德

川幕府)를 다루고 있다. 통문관지는 사역원에서만 전문서(志)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
通文館志(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1쪽.



- 25 -

상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통문관지에서 사대와 관련된 내용은 제3권인 ‘事大 上’과 제4권인 ‘事大

下’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특히 ‘事大 下’에 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칙사

(勅使)의 영접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의식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의식과

이에 따른 연향에서 연주된 음악에 관한 내용은 의주의 연향과 입경하여 연향

하는 의식 등에 나타난다.

중국 사신이 서울로 들어오는 경로는 조선의 최북단인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마주치는 의주에서 시작된다.68)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신을 맞이하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본 외교서에 나타난 사신이 입경하는 순간부터 본

국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의 의례와 연향을 토대로 18세기 전반의 외교와 실제

사용된 음악의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향(宴享)은 조선시대 궁중잔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통문관지에 수
록된 사대에 관한 연향 중 의주의 연향(龍灣宴享)과 입경연향의(入京宴享儀)를

통해 18세기 중국사신과 관련된 외교의 음악을 살펴보겠다.

(1) 의주의 연향(龍灣宴享)69)

의주의 연향은 중국 사신들이 의주에 온 것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잔치다. 중

국에서 온 두 사신의 자리는 붉은 의자로 설치하고, 우리나라 원접사(遠接使)와

영위사(迎慰使)의 자리는 검은 의자를 설치한다.

먼저 차비관(差備官)70)이 ‘사신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잔치(迎慰宴)를 베풀고

자 한다고 청하면, 중국 두 사신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자리에 앉는다. 차비관

은 그들에게 한번 절하고 두 사신의 옆에 선다. 의례의 절차는 원접사와 영위사

가 두 사신에게 다례(茶禮)·진과반(進果盤)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는 음악이 없다. 음악은 이후 화반(花盤)을 바치고, 찬안(饌案)을 올릴 때 연주

되며, 악곡명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소선(小膳)을 바친다. 다음 절

차는 미수(味數)를 바치는 절차로 이는 통문관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
차이다. 미수는 안주의 일종인 것으로 보인다. 미수를 바치고 관원들과 사신들

68) 국사편찬위원회,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서울: 두산동아, 2008), 325쪽.
69) 通文館志 券4 事大 ‘龍灣宴享’.
70) 접위관(接慰官)과 함께 사신의 중간에서 왕복 수작하는 모든 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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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먹는 것을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또 과반을 바친다. 이후 영위사와 차비관

은 사신에게 술을 바치는데, 헌작례는 3작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절차에서는 술

을 주고받되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먼저 손님에게 올리고 손님이 다시 관

원들에게 술잔을 올린다. 제1작을 행할 때에는 음악이 연주되고, 악동(樂童)이

춤을 춘다. 그 자세한 음악과 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음악과 춤이 동시에 연행

되었다는 점과 어린이가 춤의 연행자였다는 점이 눈에 띤다. 헌작에는 과반을

올리는 절차가 함께 따른다. 2작을 올린 후에는 과반과 미수를 올렸으며, 3작을

올린 후에도 과반을 올렸다. 주례(酒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대선(大膳)·미수

를 올린 후 완배례(完盃禮)를 행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의주의 연향은 끝이 난

다. 의주의 연향 마지막에는 ‘근래에 칙사(勅使)가 상당히 많이 오므로, 폐단을

없애려고 각처의 연향(宴享)은 원래 설행하지 아니하지만, 간혹 설행하기도 한

다.’71)고 되어 있다.

위 의식에서 음악은 꽃을 올리는 절차, 찬안을 올리는 절차, 미수를 올리는

절차, 헌작(獻爵), 과반을 올리는 절차, 대선을 올리는 절차, 완배례를 행할 때

연주되었다. 음악의 연주유무만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으나 헌작례에는 음악과

함께 춤이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통해 의주이 연향에서 악무가 함께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향의 춤은 악동이 담당하였다.

71) ‘近來勅使頗多除弊各處宴享原不設行間或設行。’ 通文館志 券4 事大 ‘龍灣宴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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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단배례 x

다례(茶禮)·진과반(進果盤) x

진화반(進花盤)·진찬안(進饌案) ○

진소선(進小膳) x

진미수(進味數) ○

진과반(進果盤) x

제1작·진과반

음악이 연주되고,

악동(樂童)이 춤을

춘다.

제2작 ○

진과반 x

진미수(進味數) ○

제3작·진과반

음악이 연주되고,

악동(樂童)이 춤을

춘다.

진대선(進大膳)·진미수(進味數)·완배례(完盃禮)

음악이 연주되고,

악동(樂童)이 춤을

춘다.

<표 9> 통문관지 의주연향 절차와 음악

(2) 입경연향의(入京宴享儀)72)

입경연향의(入京宴享儀)는 사신들이 입경하여 연향하는 의식이다. 모든 연

향은 사신이 입경하기 전에 도감(都監)에서, 의식(儀式)은 서연청(西宴廳)에서

연습한다. 모든 연향과 다례(茶禮)에 국왕이 친림하면 임금의 음식을 차려놓는

어상(御床)과 두 사신의 상(床)을 사옹원에서 설행하나, 국왕이 친림하지 않으

면 도감(都監)에서 설행한다. 중국 사신이 입경을 하면 그들이 조선에 머무는

동안 총 일곱 차례 연회(宴會)를 베푼다. 연회는 중국사신이 입경(入京)한 다음

날에 하마연(下馬宴)을, 그 다음날 익일연(翌日宴)을 베풀고, 그 다음날에 인정

전(仁政殿) 초청연(招請殿)을, 그 다음날에 회례연(會禮宴)을 베푼다. 그 다음날

72) 通文館志 券4 事大 ‘入京宴享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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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별연(別宴)을 베풀고, 사신이 회정(回程)할 때에 임시하여 상마연(上馬宴)

을 베풀고, 사신이 회정(回程)하는 날에는 전연(餞宴)을 베푼다.

일시 연회

서울 도착 다음날(2일차) 하마연(下馬宴)

3일차 익일연(翌日宴)

4일차 인정전(仁政殿) 초청연(招請殿)

5일차 회례연(會禮宴)

6일차 별연(別宴)

돌아갈 무렵 상마연(上馬宴)

돌아가는 날 전연(餞宴)73)

<표 10> 통문관지 소재 중국사신을 위한 연향의 종류

사신이 입경하여 머무는 동안 위와 같은 다양한 연향이 행해지는데, 연향에

서 여러 의식과 함께 연주되는 음악에 대한 것을 입경연향의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입경연향의에는 각 절차에 따른 곡명과 춤명 등이 명시되어 있으

므로 이를 통해 당시 연향에서 연행된 음악의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입경연향의는 차를 마시는 다례(茶禮) 절차로 시작한다. 이 절차에는 음악이

따르지 않는다. 차를 마시고, 과반(果盤)을 들기를 마치면 여민락(與民樂) 이

연주된다. 이때 술그릇 바치면 이것을 주정(酒亭)에 두고, 노래하는 사람이 올

라가서 계단 위에 서면 연주를 그친다. 제조(提調)와 부제조(副提調) 등이 주정

의 뒤에 줄지어 서면 다시 여민락 연주가 시작되고, 찬안(饌案)·화반(花盤)·휘

건(揮巾)·염수(鹽手)를 바치는 절차가 순서대로 행해진다. 찬안·화반·휘건·염수

는 왕과 두 사신에게 동시에 바친다. 모두 바치면 음악이 그친다. 이후 빈 탁자

(卓子)를 바치고 소선(小膳)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 을 연주한다. 음악이 그치

고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제1작)가 행해지는데, 이때 보허자악(步虛子樂)

을 연주하고, 남의(藍衣)를 입고 광수무 를 춘다. 신하들이 왕과 두 사신에게

술을 올리면 왕이 잔을 잡고 두 사신과 더불어 모두 읍(揖)을 하여 공경의 뜻을

73) 사신(使臣)이 서울을 떠날 때에 전송(傳送)의 뜻으로 왕이 베푸는 연회(宴會)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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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후 술을 든다. 술은 모두 아홉 순배 돌린다. 술을 들기를 마치면 다시 읍을

하고 음악이 그친다. 술을 든 후에는 만두(饅頭)를 바치는데, 이 절차에서는 여

민락 이 연주되며, 춤은 추지 않는다. 두 번째 술을 올리면 정읍악(井邑樂) 을

연주하고, 흑수의(黑繡衣)를 입고 아박무(牙拍舞) 를 춘다. 술을 들면 탕(湯)과

초미(初味)를 바친다. 초미는 안주의 일종이다. 이후 모든 술을 올린 후에는 탕

과 초미를 바친다. 세 번째 술을 올리면 보허자악 을 연주하고, 홍의(紅衣)를

입고 향발무(響鈸舞) 를 추고, 네 번째 술을 올리면 정읍악 을 연주하고, 남

의를 입고 고무(鼓舞) 를 춘다. 다섯 번째 술을 올리면 여민락 을 연주하고,

녹의(綠衣)를 입고 광수무 를 추고, 여섯 번째 술을 올리면 여민락 을 연주하

고, 심록의(深綠依)를 입고 광수무 를 춘다. 일곱 번째 술을 올리면 여민락

을 연주하며, 녹의를 입고 광수무 를 춘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술을 올리

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여민락 이며 남의를 입고 광수무 를 춘다. 탕

과 초미를 바친 뒤에 완배례를 청하는데, 향악(鄕樂) 을 연주하고, 남의 차림

으로 사무(私舞) 를 춘다. 완배례를 마치면 음악이 그치고 왕이 두 사신과 서

로 읍을 하면 잔치가 끝난다. 당시 연향에서 연행된 광수무 · 아박무 · 향발무 ·

무고 등 네 종목의 정재는 숙종대에서 영조대까지 외연에서 지속적으로 공연

된 무동의 정재 종목이다. 광수무 가 네 차례 중복된 특징이 있으나, 다른 연

향에서도 의례의 절차에서 동일한 정재가 반복되는 경향이 산견되므로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마지막에 연향에서 사무(私舞) 가 어떤 춤의 형태인지 명확하

지 않다.74) 당시 추어진 정재는 모두 무동이 출 수 있는 정재로 외연이기 때문

에 여성 무용수인 여령이 아닌, 무동이 추는 종목으로 구성되었다.75)

한강유람은 사신들의 관광 코스이자 문화 교류의 현장이다. 보통 하루나 이

틀 동안 유람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학자 관료들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진지

하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기도 하였다.76) 사신의 한강 유관 때에는 음악과 춤

이 수반되는데, 악학궤범에 의하면 ‘사신유관(使臣遊觀)
77)
때는 악사가 1인,

74) 조경아, “조선시대 중국 사신의 춤 향유,” 무용역사기록학(서울: 무용역사기록학회, 2014), 제
35호, 188쪽.

75) 국사편찬위원회,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2008), 324-35쪽.
7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26-27쪽.

77) 사신유관(使臣遊觀) : 중국 사신의 유관. 濟天亭은 한강 북쪽 언덕 위에 있어 경치가 좋아서 사

신 유관하는 사람은 먼저 이 樓에 올라간다는 말이 가리키듯이, 사신 유관은 사신이 경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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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20인, 악공이 10인’78)이 동원된다고 하였다.

절차 음악 춤

다례(茶禮)·진과 x x

술그릇을 주정(酒亭)에 두고,

가자(歌者)가 계단 위에 설 때
여민락(與民樂) x

진찬안·진화반·진휘건·진염수 여민락(與民樂) x

진소선 여민락(與民樂) x

제1작 보허자악(步虛子樂) 광수무(廣袖舞)

진만두 여민락(與民樂) x

제2작·진탕·진초미 정읍악(井邑樂) 아박무(牙拍舞)

제3작 보허자악(步虛子樂) 향발무(響鈸舞)

제4작 정읍악(井邑樂) 고무(鼓舞)

제5작 여민락(與民樂) 광수무(廣袖舞)

제6작 여민락(與民樂) 광수무(廣袖舞)

제7작 여민락(與民樂) 광수무(廣袖舞)

제8작 여민락(與民樂) 광수무(廣袖舞)

제9작 여민락(與民樂) 광수무(廣袖舞)

완배례 향악(鄕樂) 사무(私舞)

<표 11> 통문관지 입경연향의 절차와 악무

한편 18세기 청나라의 사신 아극돈(阿克敦)의 네 차례 조선사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봉사도(奉使圖)>는 청에서 제작된 조선사행 관련 기록화로 현존하는

유일한 예이다. 조선의 주요 사행 노정마다 청국 사신에 대한 연향과 공연 등

접대의식은 물론 조서 및 칙서를 맞는 다양한 궁중의례가 자세히 그려져 있

다.79)

경하면서 잔치를 받고 주악과 정재춤을 듣고 보는 것이다. 용재총화, 권9․동국여지승람,
권3 ‘倪謙詩’ 참조.

78) ‘使臣遊觀, 樂師一, 女妓二十, 樂工十。’. 樂學軌範 券2, ‘正殿禮宴女妓樂工排立’.
79) 정은주,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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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화관에서 행해진 중국 사신 영접행사의 연희장면

아극돈, 봉사도 , 제7폭. (중국민족도서관 소장)

위의 그림은 아극돈(阿克敦, 1685-1756)의 봉사도 제7폭이다. 1725년(영조1)

중국사신 아극돈이 조선에 다녀가면서 각종 행사 절차 및 풍속, 풍경을 담아 그

린 20장짜리 화첩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慕華館)의 마당에서 사신을 위해

공연한 연희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객사 바로 앞에서는 한 연희자가 접시돌리

기를 하고 있다. 마당 가운데서는 두 명의 연희자가 땅재주인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고, 이들 양 옆에서 각각 두 명씩 모두 네 명의 연희자가 탈춤 을 추고

있다. 마당의 왼쪽에서는 줄타기를 하고 있고, 마당의 오른쪽에는 산거(山車)·

윤거(輪車)·예산대(曳山臺)·예산붕(曳山棚)·헌가산대(軒架山臺) 등으로도 불리

던 소규모의 산대가 보인다.80)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신이 입경하여 머무는 동안 위와 같은 다양한 연향이

행해진다. 본 도상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행사 이외의 작은 행사에서는 춤뿐만

80) 전경욱, 네이버지식백과-한국전통연희사전 ‘봉사도(奉使圖)’ ,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25969&cid=56785&categoryId=5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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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연희종목이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를 조선후기 외교서 통문관지와 기타
도상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통문관지 ‘事大 下’ 의주의 연향과 입경연향의
에 음악과 관련된 기록이 있었다. 통문관지에 나타난 사신연향에서의 정재는
모두 무동이 담당하였다. 이는 외연이기 때문에 정재의 종목이 여성 무용수가

아닌, 무동이 추는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15세기 후반 국조오례의와 비교
했을 때 18세기 통문관지 입경연향의 연향에는 대선을 올리는 절차가 생략되
었고, 휘건(揮巾)염수(鹽水)·만두(饅頭)·미(味)를 올리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작

헌례 이전과 9작의 절차에서 음악과 춤이 연행되었다. 이 때 연행되는 춤은 광

수무 · 아박무 · 향발무 · 고무 등 모두 향악정재였으며, 반주음악은 여민락 ·

보허자 등의 당악과 정읍 등의 향악이 함께 쓰였다.81) 이와 함께 중국사신

아극돈이 조선에 다녀가면서 각종 행사 절차 및 풍속, 풍경 등을 담아 그린 20

장짜리 화첩 봉사도 의 기록을 통해 중국 사신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모화관

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춤 뿐 아니라 다양한 연희종목도 함께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19세기

조선 후기의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책인

동문휘고(同文彙考)82) 조칙록(詔勅錄)을 통해 청대의 청사 출래를 살펴보면

1636년(인조 14)부터 1880년(고종 17)까지 245년 동안 총 169회의 출래가 있었

다.83)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숙종대 이후 청사 출래의 빈도가 급속하게 낮아지

고, 영조 후반기에는 청사 출래가 아주 드물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사 출래의 감소는 물품이나 편지 등을 청나라 사신으로 간 조선인편에 부치

는 순부(順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남명(南明)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조선의 대명 사대 경향을 경계하면서 조선을 압박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통치

기반이 확립되면서 강희제의 자신감은 대조선 관계에서 의례적인 관계의 정립

81) 송지원, “17세기 國賓에 대한 儀典,”(2001), 31쪽.

82) 국사편찬위원회, 同文彙考(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8).
83)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서울: 일조각, 1974), 75쪽의 도표를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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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84)

이상 조선시대 왕실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사대의 예로 행

한 영접의례와 음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전기에는 오례가 국가의례의 제

도적인 장치로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의 영접의례는

왕의 친림 여부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주최하는 신분의 고하

(高下)에 따라 의례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대

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술잔과 중국 사신에게 올리는

술잔의 수가 7작으로 같았는데, 이는 이들이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

다.

15세기 세종대와 성종대의 두 오례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의례 형태의 시기

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사신영접의례와 관련된 의례의

명칭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 대의 관청과 관직 등의 명칭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면에서 15세기 전기와 후기에 ‘가자·금슬’ 등의 내용을 통해 당시 아악

기가 음악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종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은 아악

서가, 성종대 음악은 장악원이 각각 관장하였다. 두 시기 모두 음악의 연주유무

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악곡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비록 오

례서 의주에는 음악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만이 표시 되어 있을 뿐 자세한 곡목

연대 청사출래 순부(順付)

1636-1644 18 22

1645-1661 37 3

1662-1692 39 0

1693-1722 15 0

1723-1735 15 0

1736-1765 14 2

1766-1795 4 2

1796-1820 8 7

1821-1850 10 18

1851-1874 5 17

1875-1880 4 7

계 169 78

<표 12> 청의 대조선사행

84)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使臣接待)와 영접도감,” 한국학보(서울: 일지사, 2004), 30호,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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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항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경의 시를 노래하는 전통이 사신을 영접
하는 의례에도 있어왔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 등장하는 악현명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의 대청관계는 조선전기의 대명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의 면에서는 경감된 측면이 있었다.85)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조선후기에는

중국에 대한 방물(方物) 부담이 조선전기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행

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경비지출이 많았고, 청에서 칙사(勅使)가 올 때도

접대 부담이 컸지만 당시의 일본 외교나 오늘날의 외교비용에 비하면 결코 무

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86)

조선후기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연행한 음악은 당시 외교서를

통해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사신이 들어와서 머무는 동안 입경연향의·하마연·

익일연·인정전 초청연·회례연·별연·상마연·전연 등의 연향이 이루어졌다. 당시

연향에서 연행된 춤은 광수무 · 아박무 · 향발무 · 고무 등의 향악정재였으

며, 그 반주음악으로는 여민락 · 보허자 등의 당악과 정읍 등의 향악이 함

께 연주되었다.

조선왕실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는 중국과 조선의 정치적 관계의 발

전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전파에 있어

서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85) 이영춘, “통문관지의 편찬과 조선후기 한중관계의 성격,”(2007), 153쪽.
86) 이영춘, 위의 글,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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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대

조선전기

15

세

기

전

기

의례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헌작 7작 7작 7작

음악 아악

악기편성 아악기

악현 미상

악곡 미상

음악기관 아악서

15

세

기

후

기

의례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헌작 7작 7작 7작

음악 ○

악기편성 아악기

악현 미상

악곡 미상

음악기관 장악원

조선후기

연향
입경연향의·하마연·익일연·

인정전 초청연·회례연·별연·상마연·전연

음악 향악·당악

악곡 여민락·보허자악·정읍악

춤 광수무·아박무·향발무·고무

음악기관 장악원

<표 13>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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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

조선의 외교사는 중국 이외에도 조선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와의 교류를 통

해 형성된 것이다. 교린(交隣) 관계는 조선과 일본·유구·여진·막부·대마도 등 이

웃나라와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세종대 세종실록 오례 , 성종대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서
례 등의 오례서와 외교서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사신
영접의례 가운데 교린의 예와 이에 수반되는 음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교린국과의 외교의례 역시 임진왜란(1592)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된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국제관계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연향

공간도 달라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의례는 그 성격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변화양상과 그 의의를

음악이 연주된 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논하겠다.

1. 조선전기

조선전기의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는 오례서의 의주를 통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세종대의 오례서인 세종실록 오례 와 성종대
의 오례서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서례를 통해 조선전기 왕실에서 인국 사신
을 영접한 의례와 그 음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를 15세기 위주로 살펴보는 것은 양란이전의 사신영접의례가 세종

대의 오례서와 성종대의 오례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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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세기 전기

15세기 전기 세종실록 오례 빈례에 속한 의례 가운데 교린의 예로 행하

는 의식으로는 인국으로부터 국서를 받는 의식인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

儀)>, 국왕이 인국 사신에게 연향을 베푸는 의식인 <연린국사의(宴隣國使儀)>

와 예조가 인국 사신에게 연향을 베푸는 의식인 <예조 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

使儀)>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일본·유구 등과의 교류, 즉 교린(交隣)의 예로 행하

는 영접의례와 그 음악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87)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는 일본·유구 등의 나라로부터 국서를 받는

의식이다. 국서를 받을 때는 왕이 친림 하였다.

인국으로부터 서폐(書幣)를 받는 의례는 기일(期日) 2일 전 예조에서 내외관

(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일 전에는 의례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는데, 이 때 의례에 수반되는 연주를 위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은 헌현(軒懸)을 전정(殿庭) 남쪽 가까이에 북향하여 진

열하고, 협률랑(協律郎)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한다. 당일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왕

이 좌석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본 의례가 시작된다. 당일 의례의 순서에 따라

음악의 용례를 살펴보겠다.

왕의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는 헌가(軒架)가 융안지악(隆安之樂) 을 연주

한다. 음악은 왕이 좌석에 오르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

(案)에 둘 때까지 이어진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인 승지(承旨), 사관(史官) 등이

들어오고, 사금(司禁)이 전계(殿階)와 전정(殿庭)의 동·서에 나누어 서서 국궁사

배(鞠躬四拜)를 할 때는 서안지악(舒安之樂) 을 연주한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

의 사람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국궁사배 할 때도 음악이 연주된다. 다만 여

기서 연주된 음악의 곡명은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다. 이후 왕이 사자(使者)에

게 국주(國主)의 안부를 묻는 등의 의식이 진행되고, 의례가 마무리되면 왕이

87)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受隣國書幣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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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때 왕이

자리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헌가가 융안지악 을 연주한다. 봉례랑이 시신

을 인도하여 나가면 의례는 끝이 난다.

세종실록 오례 빈례서례를 보면 악기는 ‘가례(嘉禮)에 나타나 있다.’88)고

하였다. 따라서 본 의례에 수반된 헌가 악현은 세종실록 오례 ‘가례서례’ 악

현도에 기록되어 있는 회례헌가(會禮軒架)89)이다. 회례헌가의 악현을 상세히

살펴보면 3방위(方位)에 각각 편종(編鐘) 3개와 편경(編磬) 3개를 설치한다. 삭

고(朔鼓)·건고(建鼓)·응고(應鼓)를 각각 3개씩 설치하며 이는 북가(北架)의 북쪽

에 있다. 축(柷)·어(敔)를 북가의 안에 설치하는데, 축은 동쪽에 있고, 어는 서쪽

에 있다. 금(琴) 6개와 슬(瑟) 4개는 축·어의 남쪽에 있는데, 한 줄이 된다. 다음

에 노래 부르는 사람(歌者) 10인이 한 줄이 되고, 그 다음에 관(管) 10개가 한

줄이 되고, 약(籥) 10개가 한 줄이 되고, 화(和) 3개와 생(笙) 7개가 한 줄이 되

고, 그 다음에 우(竽), 그 다음에 소(簫), 그 다음에 적(篴), 그 다음에 지(篪), 그

다음에 부(缶), 그 다음에 훈(壎)이 각각 10개씩 한 줄이 되는데, 모두 북쪽을

향한다.

회례헌가 악현을 살펴 본 바 세종대 사신영접의례에서 연주한 헌가의 악기

는 모두 아악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악현에는 노래하는 사람(歌者)이 있어 음악

에는 악기 연주 뿐 아니라 노래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88) ‘見嘉禮。’ 世宗實錄 五禮 賓禮序例 ‘樂器’.

89) 世宗實錄 五禮 嘉禮序例 ‘樂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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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종실록 오례 ‘회례헌가’

<수린국서폐의>에는 세종실록 오례 ‘사대’의 예로 행하는 의식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융안지악 , 서안지악 등 음악의 구체적인 곡명이 등장한다.

악학궤범 권2에 기록된 ‘세종조의 수월용률’ 가운데 ‘동지 아악’에는 융안지

악 과 서안지악 의 선율이 전한다.

<인용 2> 악학궤범 권2 소재 세종대의 융안지악(隆安之樂) · 서안지악

(舒安之樂) 90)

융안지악(隆安之樂) 17 황종궁. 헌가(軒架)

황 고 응 남 유 고 임 남 유 임 유 고 남 유 고 임

黃 姑 應 南 㽔 姑 林 南 㽔 林 㽔 姑 南 㽔 姑 林

90) 이혜구, 신역악학궤범(서울: 국립국악원, 2000),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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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태 황 고 응 남 태 황

黃 太 黃 姑 應 南 太 黃

서안지악(舒安之樂) 고선궁.

고 이 무 이 고 이 응 청태 응 청태 고 이 무 이 유 고

姑 夷 無 夷 姑 夷 應 汰 應 汰 姑 夷 無 夷 㽔 姑

융안지악 과 서안지악 은 모두 4자 1구로 이루어진 아악곡이다. 위의 기

록을 통해 융안지악 은 황종궁(黃鍾宮)의 악곡으로 헌가에서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안지악 은 고선궁(姑洗宮)의 악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악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장을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가사는 현재 전

하지 않아 알기 어렵다.

세종대 <수린국서폐의>를 살펴 본 바 인국의 서폐를 받는 의식에서 연주된

음악은 모두 아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악서가 그 연주를 담당하였다.

절차 음악

왕이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헌가(軒架)-융안지악

(隆安之樂)

시신(侍臣)이 국궁사배 할 때 서안지악(舒安之樂)

왕이 사자(使者)에게 국주(國主)의 안부를 물을 때 x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국궁사배 할 때
곡명 미상

예(禮)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갈 때

헌가(軒架)-융안지악

(隆安之樂)

봉례랑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갈 때 x

<표 14> 세종실록 오례 <수린국서폐의> 절차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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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린국사의(宴隣國使儀)91)

<연린국사의>는 서신과 예폐를 받는 <수린국서폐의>를 마친 후 인국의 사

신을 연회하는 의식이다. 본 의례 역시 왕이 친림한다. <수린국서폐의>가 끝나

면 전악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에 설치

하고, 잡대(雜隊)를 거느리고 들어와 악현의 남쪽에 서는 것으로 연향이 시작된

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왕이 의복을 갖추고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이 때 헌

가가 융안지악 을 연주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을 인도

하고 나와 이들이 자리에 나아가 국궁사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안지악

을 연주한다. 절을 하여 예의를 표한 후 객사(客使)를 맞이하여 전(殿)에 오르

라는 교지(敎旨)가 선포되면 모두 좌석에 나아가게 된다. 이때는 음악을 연주하

지 않는다. 이후의 절차로는 사옹원 제조가 찬안(饌案)을 올리는 진찬안(進饌

案), 근시가 꽃을 올리는 절차인 진화(進花)의 절차가 있는데, 이 두 절차에서는

휴안지악(休安之樂) 을 연주한다. 본 의례에서는 술을 다섯 순배 돌리는데, 술

을 돌린 이후에는 탕(湯)을 올린다. 이때는 ‘속악(俗樂)과 잡기(雜伎)를 사용한

다.’고 기록되어 있다. 술이 다섯 순배 돌면 대선을 올리는데, 이때에도 음악이

따른다. 제조(提調)가 나아가서 안(案)을 거두고, 별좌(別坐)가 사자(使者)의 탁

자(卓子)를 치우면 사자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배위(拜位)로 나아가 국궁사배

한다. 이때는 서안지악 을 연주한다. 이렇게 모든 예가 끝나면 왕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헌가가 융안지악 을 연주한다.

<연린국사의>에는 세종대 외교의례에서는 처음으로 휴안지악 이라는 아

악곡명이 등장한다. 휴안지악 은 ‘세종조 수월용률’ 가운데 ‘동지아악’에 기록

된 악곡으로 세종실록에 첫째·둘째 잔을 올릴 때와 진안(進案)․진화(進花)의
절차에 불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황종궁 4자 1구의 악곡이며, 헌가에서 연

주하였다. 악학궤범에는 그 선율이 기록되어 있어 이 음악의 실체를 알 수 있
다.

91)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宴隣國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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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3> 악학궤범 권2 소재 세종대의 휴안지악(休安之樂) 92)

휴안지악(休安之樂) 22 황종궁. 헌가

황 태 응 남 응 남 태 황 응 황 응 남 임 남 황 임

黃 太 應 南 應 南 太 黃 應 黃 應 南 林 南 黃 林

유 임 남 고 황 고 태 황

㽔 林 南 姑 黃 姑 太 黃

또한 <연린국사의>에는 ‘속악과 잡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것

은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속악과 잡기를 행한다는 것은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에서 뿐 아니라 음악적인 면

에서 역시 속악과 잡기를 행함으로써 격을 낮추었다. 음악적으로 상세한 내용

은 기록된 바가 없어 알기 어려우나 이는 세종 당시 모든 외교의례에 아악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술을 순배하는 절차 등에는 속악과 잡기도 연행하여 사대

와 교린의 격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절차 음악

왕이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헌가(軒架)-융안지악

(隆安之樂)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이 국궁사배 할 때 서안지악(舒安之樂)

교지(敎旨)를 선포하고 전지(傳旨)를 받들 때 x

진찬안(進饌案) 휴안지악(休安之樂)

진화(進花) 휴안지악(休安之樂)

진작(進爵: 5회) 속악(俗樂)과 잡기(雜伎)

진탕(進湯: 5회) 속악(俗樂)과 잡기(雜伎)

진대선(進大膳) 속악(俗樂)과 잡기(雜伎)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이 국궁사배 할 때 서안지악(舒安之樂)

예(禮)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갈 때

헌가(軒架)-융안지악

(隆安之樂)

<표 15> 세종실록 오례 <연린국사의> 절차와 음악

92) 이혜구, 앞의 책,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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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조 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93)

<예조 연린국사의>는 예조(禮曹)에서 인국의 사신을 연회하는 의식으로 오

례서 빈례 항목 중 그 규모가 가장 작다.

본 의례에서의 음악은 탁자를 설치하고, 꽃을 권하고, 탕(湯)을 올리고, 술을

돌릴 때 연주된다. <예조 연인국사의>는 <수린국서폐의>나 <연인국사의>와

다르게 의주에 절차에 따른 음악의 곡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술은 다섯 번 돌리며(進爵: 5작) 술을 순배하는 방식은 위의 의례와 같이 한

다. 제5작이 끝난 후 사자 이하의 여러 사람이 일어나면 압연관(押宴官) 이하의

관원이 모두 일어나서 보내며 의례가 마무리 된다.

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사자(使者) 공수재배(控首再拜) x

압연관(押宴官), 판서(判書) 공수답배(控首答拜)94) x

돈수재배(頓首再拜) x

찬탁(饌卓) 설치 ○

꽃을 권함95) ○

탕(湯)을 올림 ○

술을 돌림96) ○

과실쟁반을 올림 x

탁자를 걷어서 치움 x

<표 16> 세종실록 오례 <예조 연린국사의> 절차와 음악

이상 15세기 전기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세종실록 오

례 빈례 항목에 속한 <수린국서폐의>·<연린국사의>·<예조 연린국사의>의

세 가지 의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는 세종대 빈

93) 世宗實錄 五禮 賓禮儀式 ‘禮曹宴隣國使儀’.

94) 이후 참판(參判), 종사관(從事官) 등도 이와 같이 한다.

95) 의주에 ‘凡設卓及勸花設湯行酒, 皆奏樂。’이라 기록되어 있어 勸花를 ‘꽃을 권함’으로 해석하였다.

96) 술은 다섯 번 돌린다.



- 44 -

례 의식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악곡명과 연주하는 악대의 명칭이 등장했다

는 점이 눈에 띤다. 인국에서 서폐를 받는 의식인 <수린국서폐의>는 왕이 친림

하여 교린의 예로 행하는 의례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의례임을 알았다. 본

의례에는 처음으로 융안지악 · 서안지악 등의 아악곡명이 등장하여 당시 의

례에 위와 같은 아악곡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당시 음악을 관장한 기

관은 아악서였다. 서폐를 받은 이후 인국의 사신에게 연향을 베푸는 의식인

<연린국사의>에서는 융안지악 · 서안지악 · 휴안지악 등의 아악과 함께 속

악과 잡기가 연행되었다. 속악과 잡기를 연행했다는 것은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조 연인국사의>는 <수린국서폐의>나 <연인국사

의>와 다르게 의주에 절차에 따른 음악의 곡명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악의 연

주유무를 통해 당시 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15세기 후기

15세기 후기에 편찬된 성종대의 국조오례의(1474) 가운데 빈례 항목은 일
본·유구 등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항에서는 인국

과의 외교의례인 <수린국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 연린국사의>를 통해

15세기 후반 외교와 음악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97)

성종대 일본·유구 등의 인국에서 보낸 서폐를 받는 의식은 2일 전 예조(禮

曹)가 내외의 관원들에게 각각 그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해달라고 선포하고, 1일

전 근정전(勤政殿)에 어좌를 설치하는 일로써 의례준비가 시작된다. 어좌를 설

치하는 것은 왕이 친림하는 의식임을 의미한다. 이때 의례에 음악을 맡은 장악

원(掌樂院)은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벌여놓고, 협률랑(協律郎)의 휘(麾)를

드는 자리를 설치한다.

왕이 여(輿)를 타고 의장(儀仗)이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의식이 시

작되는데, 이때 고취(鼓吹)가 연주한다. 본 의례는 근정전에서 행하는 의례이지

97) 國朝五禮儀 賓禮 ‘受隣國書幣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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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왕이 근정전으로 행하는 과정 또한 의례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례에서 왕이 전문에 들기 전까지는 전정고취가 연주하고, 왕이 전

문(殿門)에 들 때부터는 헌가악대가 음악을 담당하였다. 왕이 근정전에 들어온

이후의 절차를 보면 먼저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들이 임금에게 사배(四拜)

를 하고, 인국으로부터 온 사자(使者)이하의 사람들이 역시 왕에게 사배한다.

신하들과 사신들이 절을 할 때의 음악은 헌가악대가 연주하였다. 음악이 그치

고 인국의 서폐(書幣)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 음악은 연주하지 않는

다. 전교관(傳敎官)이 나와 서(書)를 가지고 들어가 왕께 아뢰고, 왕의 교지(敎

旨)를 받아서 계상(階上)에 나와 교지를 선포한다. 통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

사(通事)98)는 교지를 받고,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서쪽 편계로 올라가면 왕이

사자(使者)에게 그 나라 국왕(國王)의 안부를 묻고 또한 사자를 위로한다.

서폐를 받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자들과의 의례를 행한 후 시신(侍臣)은

왕에게 국궁사배를 한다. 이는 의례를 행할 때 조선의 관원들이 항상 왕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던 조선왕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국

의 사신 역시 조선의 왕에게 우리 신하들과 같이 사배를 하면서 최대의 예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신이 국궁사배 할 때 그리고 예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나가기위해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는 헌가악대가 음악을 연주한다. 왕이

근정전의 문을 나갈 때부터는 고취가 연주하는데, 이는 왕이 사정전(思政殿)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진다. 왕이 환어(還御)하면 인의(引儀)는 시신을 나누어 인

도하여 나가고 모든 의식은 끝이 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세종대의 <수린국서폐의>에는 헌가가 연주하는 아악곡의

명칭이 드러나 있어 당시 헌가악대를 통해 아악곡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에는 악대명칭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악곡명은 나타나있지 않아 전정헌가가 연주한 악곡을 알기 어렵다. 다만 국조
오례서례의 전정헌가도설(殿庭軒架圖說)99)과 고취도설(鼓吹圖說)100)에 그 악

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 악현에 편성된 악기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98)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통역관(通譯官)을 의미한다.

99) 國朝五禮序例 嘉禮 ‘殿庭軒架圖說’.
100) 國朝五禮序例 嘉禮 ‘鼓吹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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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3> 국조오례서례 ‘전정헌가도설’

전정헌가도설은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 세 방위에 각각 편종과 편경 1틀씩

을 배치하고, 북쪽 한 가운데에 건고(建鼓)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축(柷)·어

(敔)·응고(應鼓)·삭고(朔鼓) 등의 아악기를 진설한다. 북쪽을 기준으로 1행에는

노래하는 사람들(歌者)이 축과 어의 양쪽에 3명씩 총 6명이 나누어 앉는다. 2행

의 동쪽에는 방향(方響) 1개·당비파(唐琵琶) 2개·현금(玄琴) 1개·향비파(鄕琵琶)

1개를, 서쪽에는 방향 1개·당비파 2개·가야금(伽倻琴) 1개·월금(月琴) 1개를 진

설한다. 3행에는 장고(杖鼓) 2개·피리(觱栗) 6개·태평소(太平簫) 2개를 동서로



- 47 -

나누어 진설한다. 다음은 진고(晉鼓)를 중앙에 두고 장고·관(管)·지(篪)·훈(塤)·

해금(奚琴) 각 2개를 동서로 나누어 4행에 진설한다. 5행에는 장고·당적(唐笛)·

퉁소(洞簫)·우(竽) 각 2개와 생(笙)·화(和) 각 1개를 동서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다음은 교방고(敎坊鼓)를 중앙에 두고 장고 2개·대금(大笒) 4개·중금(中笒)과

소금(小笒) 각 2개를 동서로 나누어 6행에 배치하였다. 모든 악기는 북향하여

배치하였으며, 악대에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골고루 진설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국조오례서례 ‘고취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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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도설을 살펴보면 각 행에 8개에서 10개의 악기 혹은 가자(歌者) 총 52명

의 악인이 동서로 나누어 10행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고취도설의 1행에

는 방향 4개·생 2개·화 2개, 2행에는 노래하는 사람 8인, 3행에는 비파(琵琶)101)

8개, 4행에는 우 2개·피리 6개, 5행에는 월금 2개·대금 3개(동쪽)·당적 3개(서

쪽), 6행에는 현금·가야금·아쟁(牙箏)·대쟁(大箏) 각 2개, 7행에는 향비파 2개·퉁

소 4개·향피리(鄕觱篥) 2개, 8행에는 해금 2개·대금 6개, 9행에는 장고 10개, 10

행에는 교방고 2개·장고 8개를 동·서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고취에 사용된 악기

는 전정헌가와 마찬가지로 아악기·당악기·향악기를 고루 포함하였으며, 모든 악

기는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본 의례에서 처음으로 ‘고취(鼓吹)’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이동하며

연주하는 고취악대가 아닌 앉아서 연주하는 고취이다. 의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왕이 출입할 때는 위의 그림과 같은 편성의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였음을 의주

를 통해 확인하였다.

의례는 서폐를 받는 절차 뿐 아니라 그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禮)에는 반드시 악(樂)이 함께하여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는 당시의 사상이 반영된다.

오례서 의주에는 음악의 연주유무만 있을 뿐, 그 음악의 곡명은 드러나 있지

않아 알기 힘들다. 하지만 악학궤범 ‘성종조의 하례 및 연향악(時用賀禮及宴享
樂)’에 기록된 악곡명을 통해 당시 사신영접의례에서 어떠한 종류의 음악이 연

주되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인용 4> 악학궤범 권2 소재 성종조의 하례 및 연향악(時用賀禮及宴享樂)102)

망궐례(望闕禮)․망궁례(望宮禮)․배표전(拜表箋)․하대비전(賀大妃殿) 및

조하(朝賀)․조참(朝參)․연향(宴享)에서 모두 전하(殿下)가 궁에서 나올 때에는

여민락만(與民樂慢) 또는 성수무강만(聖壽無疆慢)을 주한다.

절할 때(拜禮)에는 낙양춘(洛陽春)을 주한다.

전하가 환궁(還宮)할 때에는 여민락령(與民樂令) 또는 보허자령(步虛子

101) 고취도설에 포함된 비파(琵琶)는 당비파(唐琵琶)이다.

102) 이혜구, 앞의 책, 18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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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환궁악(還宮樂)을 연주한다. 예연(禮宴)에서 주기(酒器)를 올릴 때에는 계

우(啓宇)를 연주한다.

진찬안(進饌案)․진반아(進盤兒)․대선(大膳)․소선(小膳)에는 모두 여민락

만(與民樂慢)을 연주한다.

진화(進花)에는 절화삼대(折花三臺)를 연주한다.

진탕(進湯)에는 수룡음인살(水龍吟引殺), 혹은 하운봉인살(夏雲峰引殺)․

억취소인살(憶吹嘯引殺)을 연주한다.

첫잔을 올릴 때에는(進第一爵) 보허자령(步虛子令) 혹은 여민락령(與民樂

令)․금전악(金殿樂)을 연주하고, 이에 맞추어 여기(女妓) 두 사람이 춤을 춘다.

둘째 잔(第二爵)부터는 매 잔마다 각각 여러 정재(呈才) 춤을 춘다. 여러 정

재춤이 끝나고 잔치가 끝날 때 향악(鄕樂)을 연주하고 여러 여기(女妓)가 그 음

악에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 잔 올릴 때마다 여기(女妓) 두 사람이 춤춘다.

파연작(罷宴爵)에는 정동방곡(靖東方曲)을 주하고, 여기 네 사람이 춤춘다.

성종 때의 연향악은 세종 때의 아악이 없어진 것이 특징이다. 당시 왕이 궁

에서 나올 때는 여민락만(與民樂慢) · 성수무강만(聖壽無疆慢) 이 연주되었고,

환궁할 때는 여민락령(與民樂令) · 보허자령(步虛子令) · 환궁악(還宮樂) 이

연주되었다. 배례를 할 때는 낙양춘(洛陽春) 과 같은 당악이 연주되었다. 진찬

안·대선·소선에는 여민락만 이, 진화에는 절화삼대(折花三臺) 가, 진탕에는

수룡음인살(水龍吟引殺) · 하운봉인살(夏雲峰引殺) · 억취소인살(憶吹嘯引殺)

등이 연주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다례에서는 보허자령(步虛子令) ·

여민락령 · 금전악(金殿樂) 등이 연주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정재도 연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연행된 음악과 정재를 통해 사신영접의례에도 연행되었을법한 음악의

모습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음악이 당시 사신영접의례에서 확실히 연주되었

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당시 전정고취와 전정헌가가 연

주한 음악의 일부였음을 고려한다면 사신영접의례에서 어떠한 종류의 음악이

연행되었는지는 추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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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음악

왕이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고취(鼓吹)

왕이 전문(殿門)에 들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시신(侍臣)이 국궁사배 할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사자(使者) 이하가 국궁사배 할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전교관(傳敎官)이 나와 서(書)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고 교지(敎旨)를 받아서 계상(階上)에 나와

교지를 선포할 때

x

통사(通事)가 교지를 받고,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서쪽 편계로 올라갈 때
x

왕이 사자(使者)에게 국왕(國王)의 안부를 묻고

사자를 위로할 때
x

시신(侍臣)이 국궁사배 할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예(禮)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왕이 전문(殿門)을 나갈 때 고취(鼓吹)

인의(引儀)가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갈 때 x

<표 17> 국조오례의 <수린국서폐의> 절차와 음악

(2) 연린국사의(宴隣國使儀)103)

앞에 서폐(書幣)를 받는 의례를 마치면 전악은 가자(歌者) 및 금슬(琴瑟)을

거느리고 들어가 헌현(軒懸)의 남쪽에 선다. 위(位)를 설치하고, 주정(酒亭)을

설치하며, 통사(通事)는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문 밖의 위(位)에 나아간다. 준

비가 완료되면 좌통례(左通禮)는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고 왕이

여(輿)를 타고 나선다. 왕의 의장이 움직일 때는 고취(鼓吹)가 연주한다. 왕이

전문(殿門)에 들어 어좌(御座)에 오르고 인의(引儀)가 사자(使者) 이하를 인도

하여 나아가 사배 할 때는 헌가(軒架)가 음악을 연주한다. 전교관(傳敎官)이 전

교(傳敎)를 아뢰고 통사가 전교를 받아 사자를 인도하여 좌석에 앉힐 때에는 오

로지 예만 행하고 음악은 연주되지 않는다. 이후 찬안을 올릴 때, 꽃을 올릴 때,

103) 國朝五禮儀 賓禮 ‘宴隣國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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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올리고 탕을 올릴 때, 대선을 올릴 때는 모두 헌가가 음악을 연주한다. 찬

안·술·탕 등을 올릴 때 제조는 임금을, 제거는 사자를 돕는다. 의례의 각 절차에

서 시신들이 술과 탕 등을 올릴 때 왕에게는 무릎을 꿇고 올리지만 사자(使者)

에게는 서서 올린다. 이는 손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면서도 왕에 대한 예의

와는 차등을 두던 조선왕실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의 마지막에는 사자(使

者) 이하의 사람이 국궁사배를 하는데, 이때도 음악은 헌가가 연주한다. 예(禮)

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나가기위해 의장(儀仗)이 움직

일 때까지는 헌가가, 이후 왕이 전문을 나서 사정전(思政殿)에 환어할 때까지는

고취가 음악을 연주하였다.

절차 음악

왕이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고취(鼓吹)

왕이 전문(殿門)에 들어 어좌(御座)에 오를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사자(使者) 이하가 국궁사배 할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전교관(傳敎官)이 전교(傳敎)를 아뢰고 통사가

전교를 받아 사자를 인도하여 좌석에 앉힐 때
x

진찬안(進饌案) 전정헌가(殿庭軒架)

진화(進花) 전정헌가(殿庭軒架)

진작(進爵: 5작) 전정헌가(殿庭軒架)

진탕(進湯) 전정헌가(殿庭軒架)

진대선(進大膳) 전정헌가(殿庭軒架)

사자(使者) 이하의 사람이 국궁사배 할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예(禮)를 마치고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나가려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일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왕이 전문(殿門)을 나설 때 고취(鼓吹)

<표 18> 국조오례의 <연린국사의> 절차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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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조 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104)

성종대 예조(禮曹)에서 인국의 사신에게 연회하는 의식은 세종대와 마찬가

지로 빈례 항목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의례이다. 2일 전에 예조는 내외 관원들이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해 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당일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자리

를 설치하는데, 이때 전악(典樂)은 악기(樂器)를 전영(前楹) 밖에 설치한다. 사

자(使者)가 이르려고 할 때 압연관(押宴官) 이하 관리들은 각각 좌석에 나아가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사자가 들어와서 관원들에게 공수하고 재배한다. 이에

관원들은 공수답배(控首答拜)를 한다. 다음으로 종사관(從事官)이 뜰아래에서

올라와 압연관(押宴官) 및 판서(判書) 앞에 나아가 재배(再拜)하는데 이때 관원

들은 답배하지 않는다. 이는 규모가 큰 의례에서 손님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왕

과 신하, 신하와 신하 사이의 예의를 갖추던 전통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따라

서 관원들끼리도 그 직책에 따라 서로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

례가 끝나면 모두 착석하고 찬탁을 설치한다. 이때부터 음악이 연주되는데 본

의례에서는 음악의 연주유무만 있을 뿐, 그 음악의 곡명은 드러나 있지 않아 알

기 힘들다. 이후 꽃을 권할 때, 탕(湯)을 설치할 때, 술을 돌릴 때 음악이 연주된

다. 술은 다섯 순배한다. 다섯 순배가 모두 끝나면 사자(使者) 이하는 일어나고

압연관(押宴官) 이하 역시 모두 이어나 전송(餞送)하는 것으로 의례가 마무리된

다.

104) 國朝五禮儀 賓禮 ‘禮曹宴隣國使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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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음악연주의 유무

사자(使者) 공수재배(控首再拜) x

압연관(押宴官), 판서(判書) 공수답배(控首答拜)105) x

종사관(從事官)이 압연관(押宴官) 및 판서(判書)

앞에 나아가 재배(再拜)함.106)
x

반종(伴從) 재배(再拜) x

찬탁(饌卓) 설치 ○

꽃을 권함 ○

탕(湯)을 설치 ○

술을 돌림107) ○

과반(果盤)을 올림 x

탁자를 걷어서 치움 x

전송(餞送) x

<표 19> 국조오례의 <예조 연린국사의> 절차와 음악

이상 15세기 후기 국조오례의 빈례 항목·국조오례서례를 통해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살펴보았다. 15세기 후반 성종대의 오례서인

국조오례의에 속한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는 <수린국서폐의>·<연
린국사의>·<예조 연린국사의>가 있다. 인국에서 서폐를 받는 의식인 <수린국

서폐의>에는 왕이 친림하여 교린의 예로 행하는 의례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의례임을 알았다. 본 의례에 연주된 음악의 악곡명은 전하지 않지만 ‘전정헌

가’, ‘고취’ 등의 악대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 연주에 활용된 악기와 악기편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성종대 연주되었던 악곡명을 통해 당시 사신영접의례에서

연주되었을법한 음악들을 추정해보았다. <예조 연린국사의>에는 의주에 절차

에 따른 음악의 곡명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악의 연주유무를 통해 당시 의례

에 음악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5세기 세종대와 성종대의 두 오례서를 교린 관련 의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105) 이후 참판(參判)도 이와 같이 한다.

106) 답배(答拜)는 없다.

107) 술은 다섯 번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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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컨대 사신영접의례와 관련된

의례의 명칭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 대의 관청과 관직 등의 명칭이 변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후기

조선후기의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일본·

유구 등 인국과의 교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인국과의 외교의례 역시

임진왜란108)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국제관계는 임진

왜란을 기점으로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연향 공간도 달라졌다.

본 절에서는 증정교린지 등의 외교서와 도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17세기

차왜(差倭)는 선발하여 보낸 왜인이란 의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이라는 의미로 조선후기 일본이 보낸 임시 외교사절

을 지칭하는 용어이다.109) 당시 차왜가 조선에 파견되면 간단한 연향을 설행하

지만 그 규모가 이전시대의 연향에 비해 매우 축소되었다. 이는 당시 교린국의

사신들이 교묘한 명목으로 자주 왕래하였고, 사신을 대접하는 비용이 송사(送

使)보다 배(倍)가 넘어 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금지할 수는 없어

그 규모를 줄인 것이다.

108)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쓰시마 도주에게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에 복속할 것과 명 정복

을 위해 일본군의 길안내를 맡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쓰시마 도주는 명 정복을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말로 바꾸어 조선에 교섭을 해 왔으나 조선의 입장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교섭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5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

을 침략하였다.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서울: 혜안, 2007), 142-43쪽.
109) 민족문화추진회, (國譯)增正交隣志.(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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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5> 증정교린지 관백고부차왜(關白告訃差倭)
효종 원년 경인(1650)에 관백 원가광(源家光)이 죽으니 차왜가 예조 참판(禮

曹參判)에게 올리는 서계를 가지고 왔으므로 접대를 허락하였다. ○ 정관(正官)

ㆍ도선주(都船主)ㆍ봉진압물(封進押物) 각 1인, 시봉(侍奉) 2인, 반종(伴從) 16명,

격왜(格倭) 70명이다. ○ 하선다례(下船茶禮), 하선연(下船宴), 별연(別宴), 예

단다례(禮單茶禮), 상선연(上船宴)은 각 1차례 설행한다. ○ 지공(支供) 및 육

물(陸物)은 모두 1특송사(特送使)와 같다. 왜관(倭館)에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은

60일이고 숙공(熟供)이 5일이다. 별도로 견선(撁船), 각선(脚船), 수목선(水木船)
각 1척이 있으며 각각 격왜 20명이 있어 함께 왔으나 접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하 대차왜(大差倭)는 모두 같다.110)

관백고부차왜(關白告訃差倭)는 관백(關白)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차

왜(差倭)로, 일본에서는 대부사(大訃使)라 칭한다. 이들은 부산111) 초량의 왜관

(倭館)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들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은 60일

이었다. 이들에게는 하선다례(下船茶禮), 하선연(下船宴), 별연(別宴), 예단다례

(禮單茶禮), 상선연(上船宴) 각 1차례를 설행하였다.

당시 교린국에 베푼 연향을 18세기 중국사신에게 베푼 연향인 통문관지
소재 ‘입경연향의’와 비교해보면 하마연은 하선연, 상마연은 상선연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하선연·상선연·별연을 제외한 다수의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일본 및 주변국가와의 교류,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임진

왜란을 기점으로 매우 축소되어 필요한 것만 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10) 增正交隣志 卷二 ‘關白告訃差倭’.
111) 동래부(현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조선의 대일외교를 위한 시설로서 차왜의 접대, 일본인 출입

국관리, 왜관무역의 감독, 통신사 관계 실무 등의 일을 담당한 곳이다.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앞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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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통문관지 ‘사대’
중국사신을 위한 연향

19세기 증정교린지
인국사신을 위한 연향

입경연향의(入京宴享儀) x

하마연(下馬宴) 하선다례(下船茶禮)·하선연(下船宴)

익일연(翌日宴) x

인정전(仁政殿) 초청연(招請殿) x

회례연(會禮宴) x

별연(別宴) 별연(別宴)·예단다례(禮單茶禮)

상마연(上馬宴) 상선연(上船宴)

전연(餞宴)112) x

<표 20> 중국사신(18세기)과 인국사신(19세기)을 위한 연향 비교

나. 18세기

조선후기에는 이미 몇 차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신이 왕실 내

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비록 왕실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의례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유구 등 인국과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외교서

를 통해 18세기의 외교활동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

른 음악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고찰하겠다.

18세기 교린의 예로 행하는 의례와 음악은 통문관지 ‘交隣 上’과 ‘交隣 下’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린 상’은 조선에 오는 일본 사행의 접대와 행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린 하’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통신

사(通信使)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고의 범위가 조선 내에서 연행

된 외교활동으로 한정됨에 따라 본 장에서는 통문관지 ‘교린 상’에 나타난 외
교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18세기의 외교관계를 수록한 통문관지는 외교서임에도 불구하고 교린국

과의 의례와 연향에서 음악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찾기 어렵다.

112) 사신(使臣)이 서울을 떠날 때에 전송(傳送)의 뜻으로 왕이 베푸는 연회(宴會)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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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問慰) 하는 행차의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도외들이 화호관계를 맺

도록 간청하는 데에 매우 힘을 썼으나, 우리 조정에서는 그 뜻이 정말로 덕천가

강(德川家康)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113)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통
문관지가 편찬된 시기가 양란 이후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당시에 일본과의 교
류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전란을 겪은 후 일본 사신들은 우리 국토 내에 특히 한양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왕실에서 인국 중 일본과의 교류는 다른 차원으

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통문관지 교린의 항목을 통해 조선왕
실과 인국의 교류에 따른 음악의 실질적인 용례를 알기는 어려우나 이를 통해

조선전기와는 다른 조선후기의 외교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다. 19세기

19세기 사신영접의례는 외교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증정교린지는 김건서가 1802년(순조 2)에 통문관지 권5·6의 교린조

(交隣條)를 증보·정정하여 간행한 책이다. 통문관지는 사대교린을 포함한 외
교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록하였지만 사대관계에 치우쳐 교린부분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문관지의 교

린 부분 2권에 대해 대폭적인 내용 보완과 체제 개편을 통해 새롭게 6권의 증
정교린지를 편찬해냈다. 그 방향은 크게 통문관지를 계승하되 당시의 규례

(規例)를 반영해서 보완한다는 것이었으며, 보완의 내용은 통문관지에서 소략
하게 다루어진 부분을 보충하거나 새롭게 바뀐 규정과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었

다.114) 이 책은 교린에 관한 각종 세목과 통문관지 이후의 새로운 조약 사례
를 모은 것이다. 당시 교린의 대상은 일본·여진·대마도·유구 등이었으나, 대마

도를 통한 대외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대마인에 대한 대우

와 조약, 왜관문제, 막부(幕府)와의 사행(使行)·교역 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본서를 통해 18세기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

113) ‘壬辰變後島倭求和甚力 朝廷不知其意眞出於家康。’ 通文館志 卷之六 交隣 ‘問慰行’.
114) 김윤제, “增正交隣志의 편찬과 간행,” 규장각(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

09), 35호,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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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 관해 살펴보겠다. 이것을 통해 17세기와 18세기 이후 교린국과의 교류

에서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행(通信使行)·일본에서의 연향(彼地宴享) 등 일본에 조선의 사신이 갔

을 때 베풀어주는 연향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행한 의례가 아니

기에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인용 6> 증정교린지 ‘연향의(宴享儀)’
의식은 다례(茶禮)와 같이 꽃을 꽂고 풍악을 울리며 기생들이 춤을 춘다.

찬은 칠미(七味)로 하고 술을 아홉 차례 순배하고 난 후 각자 교의(交椅) 앞에

평배좌(平排坐)한다. 찻상을 올리고 통인(通引)이 동래 부사에게 술을 올리면 동

래 부사가 마시고 정관(正官)에게 보낸다. 또한 정관에게 술을 올리면 정관이 마

시고 동래 부사에게 보내어 서로 잔을 돌려가며 마신다. 도선주(都船主) 역시 이

와 같이 하고 압물(押物), 시봉(侍奉)이 차례로 행한다. 이와 같이 두 번 돌고 부

산 첨사도 또한 이와 같이 한 후에 왜사(倭使)가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 및 훈

도, 별차의 앞으로 각각 상찬(箱饌)을 올린다. 술 마시기를 수차례 행한 후 동래

부사가 은근한 뜻으로 다시 한 잔을 권하고 난 후 파한다. 반종(伴從) 등은 무릎

을 꿇고 남쪽에 앉으며 그들에게는 술과 찬을 주지 않는다.115)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연향의’의 절차는 크게 다례(茶禮)-진찬(進饌)-진작

(進爵: 9작)-진찬(進饌)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왜인을

접대하기 위해 파견한 관리인 출사관(出使官), 접위관(接慰官) 등이 있었는데

출사관은 왜인의 접대를 담당했고, 접위관은 때에 따라 왜사가 서울로 올라오

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다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면 음악이

연주되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신을 영접하는 의

례의 특성상 의식에 연향이 함께 이루어지고, 연향에 악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그 음악과 춤의 상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증정교린지는 통문관지가 중국 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
해 조선국왕의 왕호를 기본으로 하는 연대 표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은

명과 청에 대한 조선 측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주체의식이

115) 增正交隣志 卷三 ‘宴享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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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16)

이와 함께 19세기의 유물로 알려진 바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래부사

접왜사도117)'에는 당시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함께 주관하는 왜 사신 접대의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행사가 열리는 주 공간은 부산 초량의 왜관

이다. 왜관은 조선시대 일본인의 조선 왕래를 허가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

해 설치하였다.118)

<그림 5> 동래부사접왜사도 상단-우반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6> 동래부사접왜사도 하단-좌반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6)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24쪽.

11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118) 장진아, 네이버캐스트-위대한 문화유산 ‘동래부사접왜사도’ , (201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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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래부사접왜사도 일본 사신을위해베푼잔치의모습

그림에 보이는 연향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계단 위쪽에 악사들이 앉

아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현육각 편성이다. 또한 중앙

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음악은 춤의 반주로 연주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일본 사신 일행과 조선 관원을 관객으로 하여 춤추는 장면이 유

일하게 등장하는 이 작품에서 동기와 기녀가 추었던 춤 공간은 사신연에서 이

루어진 조선시대 춤의 국제 교류 현장이었다.119) 19세기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가 위축된 시기였고, 그들은 부산 왜관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기에 위의 도상자

119) 조경아, “조선시대 일본 사신의 춤 향유,” 무용역사기록학(서울: 무용역사기록학회, 2015),
제37호,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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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당시 교린국의 사신이 조선에 방문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례가 행해

졌는지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 일본 및 주변국가와의 교류에서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이 되었

고, 이후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부산의 왜관까지만 사신을 들어오게 하였

으므로 사신관련 의례의 연행양상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

17세기 이후 19세기 전반까지는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보내는 새로운 외교방식

이 이루어져 일본과의 교류는 조선통신사의 활동양상과 함께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 조선왕실에서 교린의 예로 행한 영접의례와 음악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조선전기에는 오례가 국가의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었

다. 15세기 세종대와 성종대의 두 오례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의례 형태의 시기

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악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세종대에는 <수린국서폐의>·<연린국사의>에 융안지악 · 서안지악 ·

휴안지악 등의 아악곡명이 등장하였으며, <연린국사의>에는 ‘속악과 잡기’라

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세종 당시 사신영접의례는 아악곡이 연주되었

고, 속악과 잡기도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종대에 들어서는 악곡명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고취’, ‘전정헌가’ 등 악현의 명칭만이 기록되어 있다. 당

시 편성을 살펴본 바 성종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은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된 악대의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종대에는 아악

곡만 연주되었고, 성종대에는 그 음악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악현에는 아악기·

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 일본 및 주변국가와의 교류에서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이 되었

고, 이후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부산의 왜관까지만 사신을 들어오게 하였

으므로 사신관련 의례의 연행양상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음악

은 당시 외교서를 통해 그 형태를 알 수 있었다. 19세기 인국의 사신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행한 연향에는 하선다례·하선연·별연·예단다례·상선연 등이 있었

으며, 연향에는 악무가 수반되었다.



- 62 -

구분 교린

조선전기

15

세

기

전

기

의례 수린국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

연린국사의

헌작 x 5작 5작

음악 ○ 아악·속악 아악

악기편성 아악기 아악기·속악기 아악기

악현 전정헌가 전정헌가 미상

악곡
융안지악

서안지악

융안지악

서안지악

휴안지악

속악 및 잡기

미상

음악기관 아악서

15

세

기

후

기

의례 수린국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

연린국사의

헌작 x 5작 5작

음악 ○

악기편성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미상

악현 전정헌가·고취 전정헌가·고취 미상

악곡 미상

음악기관 장악원

조선후기

연향 하선다례·하선연·별연·예단다례·상선연

음악 ○

악곡 미상

춤 ○

음악기관 장악원

<표 21>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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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 사대와 교린의 비교

앞의 두 장에서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를 각각 사대와 교린으로 나누어 시

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사대와 교린의 성격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시대에 따른 의례의 변화양상과 그 의의를 논하겠다.

1. 의례의 공간

외국에서 사신이 파견되면 조선 정부는 그들을 맞이하는 의례를 행했다. 당

시 조선왕실을 방문한 사신의 지위에 따라 의례와 연향 공간에 차이가 있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의례의 공간을 통해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교린의 예

로 행하는 영접의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경우 대부분의 연향이 중국 사신

의 숙소인 태평관(太平館)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왕이 직접 사신의 숙소에 가서

연향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은 동쪽, 조선의 왕은 서쪽에

앉았다. 이는 중국 사신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 가운데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조

선전기와 후기에 그 장소가 다르다. 그 이유는 앞 장에서 밝혔듯이 임진왜란의

영향 때문이다. 조선전기에 일본의 사신이 본국에 도착하면 조선 국왕에게 직

접 찾아와 의례를 행했다. 예컨대, 세종대와 성종대의 <수린국서폐의>는 근정

전(勤政殿)에서 행했다. 일본 사신이 국왕에게 서폐를 전달하는 주요 의식은 국

왕이 있는 곳에서 행했으며, 이후 사신이 돌아갈 때는 예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조선후기에는 일본 사신이 서울까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국왕이

나 예조가 직접 그들에게 연회를 열어주지 않았다. 다만 일본사신이 배에서 내

리면 부산의 객사로 가서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에 사배(四拜)를 올

렸다. 조선전기에 일본 사신이 서울로 올라와 궁궐의 서쪽 뜰에서 국왕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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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올렸듯이 부산 객사의 마당에서 국왕의 전패를 향해 사배를 올린 것이다.

이후 사신은 연향청(宴享廳)으로 이동하여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에 참석하

였다.120) 조선전기와 후기에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확연히 달랐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관백이 파견한 사신이 조선 국왕을 만났지만, 조선후기에는 대

마도주가 파견한 사신이 동래부사를 만났다. 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

도 달라졌다. 조선전기에는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과 항례를 했다면, 조선후기에

는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이 처음에는 군신의 예를 하다가 항례(抗禮)로 바뀌었

다.121)

한편 조선후기의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노정은 육로와 해로의 두

통로가 있었다. 해로를 이용한 사신맞이와 파견 등은 명청교체기 후금이 요동

지역을 점령하여 기존 육로사행길이 막히는 1621년(광해군 13)부터 대명외교가

단절된 1637년(인조 15)까지 17년 동안 지속되었다.122) 1644년(인조 22) 명청교

체 이후의 조선은 청나라와 교류하였다. 조선후기의 대청관계는 조선전기의 대

명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의 면에서는 경감된 측면이 있었

다.123)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조선후기에는 중국에 대한 방물(方物) 부담이 조

선전기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행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경비지

출이 많았고 청에서 칙사(勅使)가 올 때도 접대 부담이 컸지만 당시의 일본 외

교나 오늘날의 외교비용에 비하면 결코 무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124)

조청 사대외교 관계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완전히 청산되었다. 청일전쟁은 한

국이 일제의 침략을 받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지만, 중국과 조선 사이에 2천여

년 유지되어 왔건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중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가 설정되도록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125)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는 조선전기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임

진왜란 이후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되었고, 이후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는

120) 김문식, “조선시대 외교의례의 특징,” 동양학(용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62권,

92-93쪽.

121) 김문식, 위의 글, 94쪽.

122) 정은주, 앞의 책, 98쪽.

123) 이영춘, 앞의 글, 153쪽.

124) 이영춘, 위의 글, 141쪽.

125) 이영춘, 위의 글,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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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왜관까지만 사신을 들어오게 하였으므로 사신관련 의례의 연행양상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사신이 들어왔을 때 연향에 악무가 수반되었다는

기록과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진 사신연향에서 삼현육각반주에 춤이 연행된 모

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린국에 베푼 연향을 18세기 중국사신에게 베푼 연향

인 통문관지 소재 ‘입경연향의’와 비교해본 바 하마연은 하선연, 상마연은 상
선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선연·상선연·별연을 제외한 다수의 절차가 생략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일본 및 주변국가와의 교류,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매우 축소되어 필요한 것만 행했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의례 공간에 따른 사대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를 살펴보았다. 조선

왕실의 외교의례에서 조선은 중국과 군신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신

이 방문하였을 때는 왕이 직접 손님이 있는 곳으로 행차하여 그들에게 연향을

베풀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일본 및 주변국가와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의례와 연향의 공간 그리고 이에 따른 음악을 통해 사대와 교린 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의례 참여자와 헌작

조선왕실의 사신영접의례는 대체로 의례에 참여하는 참여자·왕의 친림여부·

시신(侍臣)의 수 등이 의례규모의 일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조선의 국왕이 친림

하여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인 <연조정사의>는 왕이 의례에 참석하기 때문

에 왕을 호위하는 여러 신하들이 본 의례에 참석한다. 또한 사신의 경우에도 정

사와 부사가 있으며, 의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신을 돕는 신하들이 따

로 배치된다.

국왕이 정사에게 첫 번째 술잔을 주고, 정사가 술을 마시는 동안 국왕은 잔

대를 들고 있었다. 이어서 정사가 국왕에게 술잔을 주고 국왕이 마시는 동안 정

사가 잔대를 들었다. 다음으로 국왕은 부사에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왕세자는 중국 사신에게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나서 국왕에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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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올렸고, 다음으로 종친이 중국 사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렸다.126) 이와

같이 중국 사신이 참여하는 의례는 인국의 사신이 참여하는 의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컸다. 이는 참여자의 수·음악의 규모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반면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조선전

기에는 일본에서 파견되는 사신의 종류가 많아 사신을 파견하는 주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방법이 달랐다.127)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는 전기와 후기

가 비슷했지만 연회를 주관하는 관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후기

에는 조선 국왕이나 예조판서가 주관하는 연회가 없어지고 동래부사와 훈도(訓

導), 별차(別差)가 주관하는 것만 남았다. 일본 사신은 모두 대마도주가 파견한

차왜였으므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덕천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 업무를 대마도주

에게 일임했고, 조선 정부는 그 위상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였다. 조선후기에도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의례는 일본을 방

문한 조선 사신만 거행했다.128)

다음은 헌작과 관련된 논의를 토대로 사대와 교린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겠

다. 조선전기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는 왕의 친림 여부에 따라 의례 규모

가 달라졌다. 그러나 술은 모두 7작 즉 일곱 번을 돌렸다. 조선시대 당시 중국

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다

른 여러 국가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예를 다했다. 즉 사대외교를 통

하여 조선은 대외안보를 보장받고 문화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

다.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에게 올리는 술잔의 수와 중국 사신에게 올리는

술잔의 수가 같았다는 것은 이들이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세기 전기와 후기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사신영접의례와 음악은 이후 전란

을 겪게 되어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신영접의례의 규모는 국제정세와 함께 전체

적으로 축소된다.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헌작을 비

126) 김문식, 앞의 글, 91-92쪽.

127) 김문식, 위의 글, 92쪽.

128) 김문식, 위의 글, 93쪽.

129) 이영춘, 앞의 글,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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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보면 중국사신이 왔을 때 의례에서는 7작 즉 술을 일곱 번 돌렸지만, 인국

의 사신이 방문하였을 때는 5작 즉 술을 다섯 번 돌렸다는 점에서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보다 그 규모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 역시 의례와 함께 그 연주 횟수, 동원되는 인원 등 그 규

모에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의례의 음악

15세기 전기 세종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을 담당한 음악기관은 아악서였다.

음악을 관장한 기관은 같으나 의례의 대상에 따라 연주된 음악에는 차이가 있

었다.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 음악은 아악이었다. 악기 역시 아악기만으

로 이루어진 편성이었다. 반면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음악은 아악과

속악이 함께 연주되었다. 15세기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는 음악의 연

주유무만이 기록되어 있는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는 다르게 악곡명,

악현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시의 음악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주었다.

아악곡으로는 융안지악 · 서안지악 · 휴안지악 등이 연주되었으며, 절차에

따라서는 속악과 잡기를 연행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행하지 않았

던 속악과 잡기를 인국사신영접에서 행했다는 것은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에서 뿐 아니라 음악적인 면에서 역시 속악과 잡기를 행

함으로써 격을 낮추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아악을 숭상하던 전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선 세종 당시 새로 정비된 아악은 좌방악(左方樂)에 속했다. 이는 우방악

(右方樂)에 속한 당악과 향악 즉 속악과 구분되어 격이 높은 음악으로 여겨졌

다. 따라서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서 아악을 주로 연주하고, 교린의 예

로 행하는 영접의례에서 속악을 연주한 것은 음악면에서 사대의 예에는 격이

높은 음악을 연주하고, 교린의 예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음악을 연주하여

격차를 두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5세기 후기 성종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을 담당한 음악기관은 장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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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종대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에서도 음악이 연주되었다. 음악의

연주유무만이 드러나 있어 실제 연주된 음악을 알기 힘드나 아악기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아악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 음

악에는 아악기·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되었다. 당시 전정헌가·고취 악현이

음악을 연주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악현에 포함된 악기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성종대는 왕립음악기관이 이미 장악원으로 일원화 된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에

도 사실상 좌방악과 우방악이 존재했고, 좌방악은 아악, 우방악은 당악과 향악

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전기까지는 사신을 영접하는 의례에서 아악을 연주하는

지 당악·향악을 연주하는지가 사대와 교린의 격을 구분하는 잣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즉 조선후기 연향의 음악은 향악과 당악이 중심이 되어

연행되었다. 여민락 · 보허자악 · 정읍악 의 음악이 광수무 · 아박무 · 향발

무 · 고무 등의 춤의 반주로 연행되는 등 향악과 당악이 사신연향의 주를 이

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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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의례 구분 음악 음악기관

15세기

전기

사대

연조정사의

미상 가자·금슬

아악서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교린

수린국서폐의 아악 전정헌가

연린국사의
아악

속악

전정헌가

속악 및 잡기

예조 연린국사의 미상 ○

15세기

후기

사대

연조정사의

미상 가자·금슬

장악원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교린

수린국서폐의

미상

전정헌가

고취

연린국사의
전정헌가

고취

예조 연린국사의 ○

17-19

세기

사대
향악

당악
○

장악원

교린 미상 ○

<표 22>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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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조선왕실에서 연행된 사신영접의례 가운데 사대와 교린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왕실 사신

영접의례는 의례의 대상이 중국인지 혹은 일본 및 인접국가인지에 따라 그 규

모에 차이가 있었다.

의례 공간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사신이 방문하였을 때는 왕·왕세자·종친 등

이 직접 손님이 있는 태평관으로 가서 그들에게 연향을 베풀었다. 이에 반해 조

선은 일본 및 주변국가와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의례와 연향의 공간 그

리고 이에 따른 음악을 통해 사대와 교린 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의례 참여자의 수, 헌작의 수에서도 사대와 교린의 차이를 볼 수 있었

다.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헌작을 비

교해보면 중국사신이 왔을 때 의례에서는 7작 즉 술을 일곱 번 돌렸지만, 인국

의 사신이 방문하였을 때는 5작 즉 술을 다섯 번 돌렸다는 점에서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보다 그 규모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악면에서는 조선전기에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속악과 잡기

를 인국사신영접에서 행했다는 것을 통해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아악을 숭상하던 전통을 보여줌으로써 격

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71 -

구분

시기
사대 교린

15세기

전기

의례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수린국

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

연린국사의

헌작 7작 7작 7작 x 5작 5작

음악 아악 ○
아악

속악
아악

악기

편성
아악기 아악기

아악기

속악기
아악기

악현 미상 전정헌가 전정헌가 미상

악곡 미상
융안지악

서안지악

융안지악

서안지악

휴안지악

속악 및 잡기

미상

연향

공간
태평관 근정전

음악

기관
아악서

15세기

후기

의례 연조정사의
왕세자

연조정사의

종친

연조정사의

수린국

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연린국

사의

헌작 7작 7작 7작 x 5작 5작

음악 ○ ○

악기

편성
아악기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미상

악현 미상
전정헌가

고취

전정헌가

고취
미상

악곡 미상 미상

연향

공간
태평관 근정전

음악

기관
장악원

17-19

세기

연향

130)

입경연향의

하마연

익일연

인정전 초청연

회례연

별연

상마연

전연

하선다례·하선연

별연·예단다례

상선연

음악 향악·당악 ○

악곡 여민락·보허자악·정읍악 미상

춤 광수무·아박무·향발무·고무 ○

음악

기관
장악원

<표 23>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 사대와 교린의 용악(用樂)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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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오례서, 외교서와 의례 등에 기록된 사대와 교린으로 행

하는 사신영접의식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상황과 원칙을 검토해봄으로써 조선전

기와 후기의 차이를 연구한 것이다.

15세기 전기와 후기에는 오례가 국가의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와 교린의 예도 갖추었는데, 특히 큰 연향들은 모두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행했다. 실제 연향의 절차에 따른 내용들을 고려해보면

사대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의 규모가 교린의 예로 행하는 영접의례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15세기 세종대와 성종대의 두 오례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의례 형태의 시기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컨대 사신영

접의례와 관련된 의례의 명칭은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 대의 관청과 관직

등의 명칭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세종대에는 <수린국서폐의>·<연린국사의> 등에 아악곡명이

등장하였으며, <연린국사의>에는 ‘속악과 잡기’라는 단어가 등장 하는 바 세종

당시 사신영접의례는 아악곡이 연주되었고, 속악과 잡기도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속악과 잡기를 인국사신영접에서 행

했다는 것은 사대와 교린의 격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에서 뿐 아니라

음악적인 면에서 역시 속악과 잡기를 행함으로써 격을 낮추었다. 성종대에 들

어서는 아악곡명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고취’, ‘전정헌가’ 등 악현의 명칭만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편성을 살펴보면 성종대 사신영접의례의 음악은 아악기·

당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된 악대의 음악이다. 다시 말해 세종대에는 아악곡

만 연주되었고, 성종대에는 그 음악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악현에는 아악기·당

악기·향악기가 고루 편성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 일본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이 되었고, 이후 교류가

130) 사대는 18세기 통문관지 소재 중국사신을 위한 연향을, 교린은 19세기 증정교린지 소재
인국사신을 위한 연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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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되었을 때에는 부산의 왜관까지만 사신을 들어오게 하였으므로 사신관련

의례의 연행양상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조선후기 외교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연행된 춤은 모두 향악정재였으며, 반주음악은 당악과 향악이 함께 쓰였

다.

지금까지 논의된 조선시대 사신영접의식은 조선후기에 교류의 횟수, 규모의

측면에서 조선전기보다 다소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신영

접의례가 그 원형과 규모를 고수하지는 못했지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해

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오례 체제의 빈례 음악에 시의(時宜)

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이어온 지속성의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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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features of the music used for the ambassador

reception ceremony at the royal palace of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cords in Oryeseo五禮書(The Reports of National Five

Rituals), the diplomatic documents, and Uigwe儀軌(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changes over tim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Orye五禮(Five Rituals) was systematically

applied as a protocol for the national ceremonies. Orye also includes the

procedures for the ceremonies related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the other neighboring countries. Large-scale royal banquets were

held only when a Chinese ambassador was dispatched to Joseon. The

procedures of the royal banquets held in the royal court indicated that the

scale of the reception ceremony for a Chinese ambassador was great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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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for the ambassadors from oth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music

used for the ambassador reception ceremonies, only the musical pieces of

Aak雅樂(Confucian Ritual Music) were played in the period of King Sejong’s

rule. The musical pieces played in the period of King Seongjong’s rule are

unknown, but the orchestration included the musical instruments for Aak,

Dangak唐樂(Chinese Music), and Hyangak鄕樂(Korean Music).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international exchange with Japan has

decreas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was discontinued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war by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hen the international exchange was resumed later, a Japanese

ambassador was permitted to come to only the Japanese Bureau located in

Busan city, and thus the ambassador reception ceremony was held in a

different manner. The diplomatic documents of late Joseon Dynasty showed

that the dance performed in the ambassador reception ceremonies during that

period was all based on Hyangak, and the accompaniment music was

Dangak and Hyangak.

The original form and scale of the ambassador reception ceremony were

not maintained, but the national tradition of a guest reception ceremony

music continued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by reflecting the needs of the

time to the Orye protocols.

keywords : Diplomacy, Envoy, Court music, Orye五禮, Binrye賓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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