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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조선조 궁중음악 용어의 하나인 ‘법악(法樂)’에 관한 문헌 기록
을 고찰함으로써 법악의 의미를 구명하고 법악의 구체적 용례를 정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악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은 물론 관련된 주변 기
록을 통해 법악의 의미와 실제 법악이 사용되었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지
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조선후기 궁중음악 관련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법악
이라는 용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문헌상 법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조선조 선조대(宣祖代)의 기록에
서이고, 법악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은 숙종대(肅宗代) 이후에 이루어졌다. 
법악이 등장하는 문헌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사서(史書) 및 
의궤(儀軌)류, 관청의 공식문서 등과 같은 관찬 기록부터 개인의 문집에 이
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법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조선조 국가차
원의 왕실 공식의례에 사용되었던 음악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왕의 
음악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여러 기록에서 법악의 담당주체로 조선조 궁
중음악기관인 장악원(掌樂院)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장악원과 
함께 조선후기 궁중음악의 한 축을 이뤘던 군영악대의 음악은 법악에 해당
되지 않음이 나타났다. 장악원 음악의 정신적 지향점은 유가(儒家)의 음악
관에 있었고, 장악원의 관원은 이에 걸맞는 연주를 할 것을 요구 받았다.

본고에서는 조선조 왕실의 공식의례에 사용되었던 법악의 용례를 오례(五
禮)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교(儒敎)를 국시로 한 조선에서 오례는 법의 영
역에 들었고, 오례의 예법과 절차를 수록한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
考)』 등의 예서(禮書)는 법전(法典)의 지위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여러 예서 
중 『춘관통고』를 기준삼아 법악의 용례를 구분하였다. 이는 법악에 관한 기
록의 대다수가 조선 후기의 것이어서, 조선 초부터 당대까지의 의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춘관통고』가 시기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례 중 길례 관련 기록으로는 대사(大祀)에 해당하는 사직과 종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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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나타났다. 가례 관련 기록으로는 조회(朝會)‧헌수(獻壽)‧기로연(耆老
宴)‧고취(鼓吹)에 관한 것이 있었으며, 법악이 연악(宴樂) 내지 연회지악(宴
會之樂)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록이 여럿 있었다. 군례 관련 기록
으로는 정조대에 행해진 연사례(燕射禮)에서 사용한 음악을 법악이라 부른 
기록이 유일했다. 흉례 관련 기록으로는 담제(禫祭)의 달에 법악을 현이부
작(縣而不作) 또는 진이부작(陳而不作) 했다는 기록들이 있었다. 빈례와 관
련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법악은 한편으로는 ‘국왕의 악’이라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임금이 대신에
게 사악(賜樂)하는 음악에 대해 법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나라에 어
려움이 있을 때 법악을 임시로 철악(撤樂)하기도 하였다. 

대신에게 경수연(慶壽宴)‧연시례(延諡禮)‧과거급제 등의 경사(慶事)가 있
을 때 법악을 특별히 사악(賜樂)하였다. 사악하는 법악은 일등법악(一等法
樂)과 이등법악(二等法樂)으로 그 등급이 나뉘어졌는데, 이는 사악하는 악
대의 구성과 규모에 의한 것이었다. 나라에 춘궁(春窮)이나 한재(旱災)와 같
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임금은 상선(常膳)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법악을 철악
(撤樂)함으로써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  

                                                                

주요어 : 법악(法樂), 오례(五禮), 사악(賜樂), 장악원(掌樂院).
학  번 : 2015-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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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궁중음악 용어의 하나로 ‘법악(法樂)’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용어는 조선조 궁중음악이나 의례 관련 기록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의미와 용례에 대해 분명하게 구명된 바가 없다. 

법악이라는 용어는 문헌상으로는 선조 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까지 등장한다. 사전류에는 ‘나라에서 의식과 법도에 맞게 연주
하는 음악’1)이라는 등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 역시 음악학적 관점에서 충
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법악의 의미가 확실하게 구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법악이라
는 용어는 이 단어가 포함된 기록의 해석과 번역에 있어 하나의 난제(難題)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악을 있는 그대로 ‘법악’으로 번역한 경우에는 읽
는 사람이 법악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이해가 완전할 수가 없고, 법악을 
‘정악(正樂)’ 또는 ‘음악(音樂)’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바른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한정된 기간 동안이기는 했어도 일정한 개념을 가진 어휘로 통
용되었던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용어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음악학적 틀 하나를 함께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악의 의미를 구명하는 한편 실제 법악을 사용하거나 
또는 법악에 대해 논의한 예를 살펴봄으로써, 법악이라는 궁중음악 용어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법악에 대한 연구는 조선조 궁중음악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1) 이희승,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61.) 1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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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궁중음악 용어의 하나인 법악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
다. 다만 20세기 초에 이왕직아악부의 제 5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이었던 함
화진(1884~1948)이 『조선악개요(朝鮮樂槪要)』2)와 『조선음악소사(朝鮮音樂
小史)』3)에서 소략하게 다룬 것이 있고, 2013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조선
왕조실록전문사전 편찬사업’4)에서 김세종이 정리한 것이 있을 뿐이다. 

함화진(1884~1948)은 『조선악개요』의 목차에서 ‘樂歌舞用別’이라는 항목
을 두고 그중 ‘樂別’에서 조선의 궁중음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5) 

 분류 용도 사용여부

雅樂 祭樂 文宣王廟 現用
宴樂 今廢

俗樂 祭樂 宗廟 永寧殿 景孝殿 懿孝殿 現用
法樂 宮中宴禮用

宴樂 公私用

軍樂 軍中樂 今廢關王廟祭享時用

<표 1> 함화진 『조선악개요』 목차 중 ‘樂歌舞用別-樂別’

 
함화진이 이렇게 궁중음악을 구분한 근거는 『조선악개요』에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저술 당시인 1918년까지도 법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만
은 알 수 있다. 위 표가 ‘악가무용별(樂歌舞用別)’이라는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위 표에 의하면 함

2) 함화진, 『朝鮮樂槪要』, 李王職雅樂部, 1918.
3) 함화진, 『朝鮮音樂小史』, 문광문화사, 1995.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함화진’ 항(2047쪽)을 통해 『조선
음악소사』의 저술연도는 1939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학진흥사업단 조선왕조실록전문사전(http://encysillok.aks.ac.kr) 
5) 『조선악개요』에는 항목 구분이 없어서 ‘분류, 용도, 사용여부’라는 항목은 필자

가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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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법악을 ‘궁중 연례용 속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화진의 또 다른 저서인 『조선음악소사』의 <10. 아악·당악·향악> 항에서

는, “…이 아악은 郊廟 朝會 宴享에 연주하는 法樂을 가리킴이라…”라고 하
였다. 이는 『조선악개요』에서 법악을 ‘궁중 연례용 속악’이라고 했던 것과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1918년에 편찬한 『조선악개요』와 1939년에 저술한 
『조선음악소사』 사이에 20여년의 시간차가 있어 후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함화진이 더 연구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선악개요』에서는 법악
을 속악이라고 했다가 『조선음악소사』에서는 아악이라고 하고 또 연례용 
음악이라고 했다가 교묘·조회·연향에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한 것은, 함화진 
자신도 비록 법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으되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
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김세종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조선왕조실록전문사전 편찬사업’에
서, “한국 음악에 있어서 법악(法樂)은 ①궁중의 교방에서 연행되는 연향음
악, ②임금의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는 고취음악, ③부처님을 찬미하는 불교
음악을 가리키는 범칭으로 사용된다.”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궁중음악으
로서의 법악은 궁중의식에 수반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것은 아니고, 세
종 때 박연에 의해 정리된 제례와 조회, 회례 아악을 제외한 가례와 궁중 
연향에 연행되는 속악(俗樂) 및 법가위장(法駕衛仗)과 같이 임금의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는 고취음악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법악을 ‘궁중 연향음악’
이라 한 것은 숙종 45년(1719) 4월 18일의 『숙종실록』 기사6)에 근거를 두

6) 기로(耆老)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오늘은 성상께서 특별
히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은 다시 내려주신 은배(銀杯)를 가
지고 기로소의 작은 모임에 나아가 남은 기쁨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를 자랑하
고자 합니다. 이원(梨園)의 법악(法樂)은 감히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
시 한 번의 승사(勝事)를 도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악부(樂部)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耆老領議政 金昌集奏曰, "今日自上特施異恩, 耆老諸臣 欲更以所賜之杯, 就耆司
小集, 以盡餘歡而侈上恩.  梨園法樂, 非敢請之物, 而欲更圖一番勝事耳." 上曰, 
"樂部帶去好矣.“
『숙종실록』 권63, 1719년(숙종 45년, 己亥) 4월 18일(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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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타던 법가(法駕)를 호위하는 고취음악’이라
고 한 것은 숙종 45년 7월 26일의 기사7)와 정조 13년 7월 27일의 기사8)에 
근거를 둔 것이다. 

법악이 등장하는 여러 문헌을 고찰해 본 바, 김세종이 궁중 연향음악과 
고취음악만을 일러 법악이라고 한 것은 사료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법악이 등장하는 보다 많은 사료를 점
검했다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서는 법악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법악에 대한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법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록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법악(法樂)’이라는 단어 자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법악은 불교음악
을 지칭하기도 하고, 본고에서 논의할 궁중음악 용어의 한 가지이기도 하
다. 불교음악을 의미하는 법악은 ‘범음(梵音)’, ‘범악(梵樂)’, ‘인도(印度·引
導)소리’, ‘어산(魚山)’이라는 용어로 대치될 수 있다. 불교음악으로서의 법
악이 문헌에 등장하는 경우는 궁중음악으로서의 법악이 등장하는 경우에 비
하면 그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9) 본고에서는 불교음악이라는 뜻을 지닌 

7) 『선원계보기략증보(璿源系譜紀略增補)』가 이루어졌다. 종부시 제조(宗簿寺 提
調) 이하가 배종(陪從)하고 의장(儀仗)과 법악(法樂)이 앞에서 인도하여 숭정전
(崇政殿)에 나아가 올리니, 임금이 종척(宗戚)과 여러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하
도록 명하였다.(『璿源系譜紀略增補』 成. 宗簿寺提調以下陪從, 儀仗法樂導前, 詣
崇政殿進入. 上命頒賜宗戚及諸臣.)
『숙종실록』 권 63, 1719년(숙종 45년, 己亥) 7월 26일(丁酉).

8) 전교하기를, “…음악을 잡히는 일 외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법가를 갖추고 의
식과 호위를 갖추는 것은 이미 강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법악은 전
례(典禮)의 중한 것이다.…”하였다.(敎曰: "…用樂之外, 備法駕具儀衛, 一與常時
無間, 已萬萬難强.  況法樂典禮所重….")
『정조실록』 권 27, 1789년(정조 13년, 己酉) 7월 27일(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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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악은 논외로 하고 궁중음악 용어인 법악만을 다룬다는 점을 밝혀둔다.
법악은 기본적으로 조선조 국가의례에 사용된 음악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모든 의주는 오례의를 준용한다.”10)라
고 하였고,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속례의를 참고하여 사용한다.”11)라고 
하였으며, 『대전통편(大全通編)』에서는 “상례는 상례보편을 참고하여 사용
한다.”12)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선의 국가의례는 
오례(五禮)로 구분되는데 흉례(凶禮)만 제외하고 모두 음악을 사용하며, 법
악은 국가의례와 관련 기록에서 빈번히 등장하였다. 

왕조국가였던 조선의 국가의례는 임금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자연히 법악
에 대해 ‘임금의 음악’이라는 성격이 부여되어서 특수한 경우에 대신에게 
하사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때로는 사용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법악이 ‘임금의 음악(人君之樂)’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른 궁중문
화 용어에서의 ‘법(法)’ 자의 용례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법’은 법악 외
에도 ‘법복(法服: 임금이 착용하던 예복)’, ‘법주(法廚: 임금에게 올리는 음
식)’, ‘법궁(法宮: 임금이 사는 궁궐)‘, ’법온(法醞: 임금이 대신에게 하사하
는 술)‘ 등의 용어에 사용되었다.13)

본고에서는 법악에 대한 연구를 위해 법악이 등장하는 기록을 모두 모아 
살펴보았다. 법악 관련 문헌은 모두 조선중기 이후에 작성되었고, 법악이라
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일성록(日省錄)』 등의 관찬 기록 
뿐 아니라 『보만재집(保晚齋集)』‧『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의 개인 문집

9) 불교음악으로서의 법악이 문헌에 등장한 예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 권 11 경기(京畿)  양주목(楊州牧)이 있는데, 법악이 불교음악을 의미하
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뿐, 음악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다. 
“…능침 곁에다 보찰(寶刹) 지으니, 금벽(金碧)이 우뚝하게 솟아났구나. 법악(法
樂)이 인간의 세계와 하늘에 울리니, 묘한 소리 유명(幽明)을 화하게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1 양주목 중 <강희맹이 지은 종명(鐘銘)>.

10) “凡儀註用五禮儀.” 『經國大典』 券三, 「禮典」 ‘儀註’. 
11) “[續]參用續五禮儀.” 『大典通編』 券三, 「禮典」 ‘儀註’.
12) “喪禮參用喪禮補編.” 『大典通編』 券三, 「禮典」 ‘儀註’.
13) 본고 권미(卷尾)의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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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궁중음악 용어의 하나인 법악이 언제부
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문헌 기록 이전부터 사용되었
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헌 상 법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선조 대의 
『조천기(朝天記)』14)이고,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것은 함화진의 『조선음악소
사(朝鮮音樂小史)』와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위암문고(韋庵文稿
)』15)에서이다. 선조대의 기록이 가장 앞서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기록은 숙
종대 이후의 것인데, 이는 조선 중기 두 차례 외란(外亂)으로 인한 혼란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국음악의 역사는 중국음악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중국 문헌에서 
법악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중국 문헌에서도 법악이라는 용
어가 출현은 하지만, 한국 문헌에 비해 출현횟수가 현저히 적었고 주요한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중국문헌과 한국문헌에 나타나는 법악이라는 어
휘의 대략적인 의미는 서로 유사해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둘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16)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문헌은 중

14) 이날은 성탄일(聖誕日: 황제의 생일)이었다.…임금을 호위하는 수레의 많음과 
법악의 우렁찬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으며…(是日乃聖節也.…輅駕之衆多, 法
樂之鏘亮, 不可形言…) 『조천기(朝天記)』 1574년(선조 7년, ) 8월 17일(戊午). 
 『조천기』는 저자 허봉(許篈)이 1574년(선조7년)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성절사
(聖節使) 박희립(朴希立), 질정관(質正官) 조헌(趙憲)과 함께 명나라 신종(神宗)
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녀오면서 기록한 것이다. 같은 해 5월 11일부터 11
월 3일까지 6개월 여 간의 일기를 상·중·하 3권과 『과강록(過江錄)』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조천기』에 쓴 것은 서울을 출발해 같은 해 10월 10일 의주로 돌
아올 때까지의 일기이다. 의주에서 귀경할 때까지는 『과강록』에 기록하였다.

15) …옛말에 이르기를, 치세지음은 느슨하고 길며 난세지음은 짧고 촉박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한가지에만 매달려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으로 그것을 논하자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보허사(步虛詞)>와 같이 
교묘(郊廟)에 사용하는 법악(法樂)은 모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故語曰, 
治世之音紓而長, 亂世之音短而促, 此亦不可執一而論也. 大抵以我國之樂論之, 
法樂之用於郊廟者, 如龍飛御天歌, 步虛詞, 其音正希, 人皆不解.)…
『위암문고』 <樂以鼓發變化> 

16) 중국문헌에서 법악이 출현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①唐, 段安節, 『樂府雜録』 …近代内宴即全不用法樂也.…
②宋, 李昉, 『太平御覽』 卷 第五百八十四, 「樂部」 二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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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법악 연구를 위해 우선 법악이 등장하는 기록을 모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

는 작업이 1차로 이루어졌고, 내용 파악이 끝난 기록을 내용별로 분류‧재편
하는 작업이 2차로 진행되었다. 그 후에는 주변 기록과 관련 정보를 살펴보
는 작업이 3차로 진행되었다.17) 

문헌 자료의 번역은 다음과 같은 원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한 것이 대
다수인데, 한국음악학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단어를 수정하기도 하
였다.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원문만 있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자가 직접 번역을 하였다. 번역을 참조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내역과 필자
가 번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18)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종대
②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19)

 : 『일성록』 영·정조대, 『명의록』, 『홍재전서』, 『조천기』, 『청장관전서』
③㈜누리미디어 KRPia20): 『증보문헌비고』
④필자 번역
 : 『각사등록』, 『일성록』 영·정조대 외, 『승정원일기』 고종대 외, 
  『연사습의홀기』, 『보만재집』, 『위암문고』, 『악부잡록』 

  

 <銅鉢> …又曰銅鉢 是西凉樂也. 以皮紐相擊應節 令法樂用之.…
③元, 馬端臨, 『文獻通考』 卷 五十五, 職官考 九
 …六案, 曰太樂, 曰鼓吹, 曰宴樂, 曰法樂, 曰知雜, 曰掌法.…
④明, 徐一夔, 『明集禮』 卷 五十三, 「樂」
 <俗樂> …至明哀帝時 詔罷樂府 官凡郊祭樂及古兵法樂 非鄭衛之樂者.…

17) 법악 관련 문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미의 ‘부록 2’ 참조.
18) http://db.history.go.kr
19) http://db.itkc.or.kr
20) www.kr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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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례(五禮)와 법악

법악은 국가의 공식의례에 사용된 음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오례(五禮)21)와 관련된 기록에서 빈번히 등장하였다. 법악 관련 기록은 모
두 조선 중기 이후의 것이므로 조선 초부터 정조대 초까지의 의례를 포괄하
고 있는 오례서인 『춘관통고』22)를 본고의 오례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법악
에 대한 기록을 오례로 분류했을 때 길례·가례·군례·흉례와 관련된 기록이 
주로 나타났고, 빈례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기록이 없어 생략하였다. 

1. 길례(吉禮)의 법악

21) 오례는 법전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오례를 행하는 구체적 의주(儀註)는 일련의 
오례서(예서)에 수록되었다. 조선시대의 법전(法典)과 예서(禮書)의 편찬은 그 
궤를 함께하며, 조선에서 편찬된 오례서들은 법전의 지위를 가진다. 조선시대 
법전과 예서의 편찬내역은 다음과 같다.

편찬시기 법전 예서
성종대(1469~1494)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영조대(1724~1776)  『속대전(續大典)』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정조대(1776~1800) 『대전통편(大典通編)』 『춘관통고(春官通考)』
고종대(1863~1907) 『대전회통(大典會通)』 『대한예전(大韓禮典)』

<표 2> 조선조 법전(法典)과 예서(禮書) 

22) 『춘관통고』의 ‘춘관(春官)’은 예조(禮曹)의 별칭으로, 『주례(周禮)』에서 관직을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관(六官)으로 나눈 것에서 유래한다.     
한편 ‘통(通)’이라는 글자는 정조대에 편찬된 다른 문헌에도 다수 등장한다. “정
조는 ‘통(統)’이라는 글자를 좋아했다. 통합해서 큰 줄기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진 
‘통’은 정조의 정치 이념이자 국정 철학이었다. 1785년에 정조는 ‘대전통편’과 
‘병학통’을 간행했다. 두 책 이름에 모두 ‘통’자가 들어간다. 대전통편은 ‘경국대
전’과 ‘속대전’을 통합한 법전이며, 병학통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서울 
소재 핵심 군영의 군사 훈련과 진법을 통일해 정리한 병서였다. 그리고 1789년
에 ‘통’자가 들어간 무예도보통지 하나를 더 추가했다.” (정해은, “[한국사의 안
뜰]아버지 사도세자 업적·명예 회복… 조선 무예 기틀도 세워”, 세계일보 2016년 
12월 10일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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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관통고』 길례 항에는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문선왕묘
(文宣王廟)·각종 능묘(陵墓)·천지산천(天地山川)·우사단(雩祀壇) 등에 대한 
제사(祭祀)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조의 제례는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
(中祀)‧소사(小祀)로 나뉘는데23), 법악과 관련해서는 대사에 해당하는 종묘
와 사직에 대한 기록에서 법악을 언급하였다. 

다음 두 기록은 법악이 종묘제례와 사직제례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
내는 사료이다. 

<사료 1> 『일성록』 
강  해당 장악원 제조들에게 모두 삭직하는 벌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정언 홍대협이 아뢰기를, “…법악은 종묘와 조정(朝廷)에서 사용하

는 것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24)

23) 조선조 제례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규모 종류 시기 제악(祭樂)

대사
(大祀)

사직(社稷) 정기: 仲春·仲秋·臘日
부정기: 祈告祭·告由祭

아부제악
(雅部祭樂)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 四時(음력 1·4·7·10월)·
臘日·俗節·朔望

속부제악
(俗部祭樂)

중사
(中祀)

풍운뢰우(風雲雷雨)·
선농(先農)·선잠(先蠶)·

우사(雩祀) ·문선왕묘(文宣王廟)

仲春(음력 2월)·
中秋(음력 8월)

아부제악
(雅部祭樂)

소사
(小祀) 마조(馬祖)·명산대천(名山大川) 제악 없음

<표 3> 조선조 제례의 규모와 특징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과 심재우, 「사직제례」(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국
가제사』) 참조.
24) 綱 命當該掌樂提調竝施削職之典. 
   目 …正言洪大協啓言, “…法樂用之於宗廟‧朝廷則其爲關係至重且大…”
  『일성록』 1792년(정조 16년) 11월 20일(乙卯).
  같은 내용이 『승정원일기』 동일 날짜의 기사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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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 『각사등록』
… 종묘·사직 및 전정(殿庭)에서 사용하는 법악은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
하니…25)

<사료 1>의 “법악(法樂)은 종묘와 조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니“라는 대목과 
<사료 2>의 “종묘·사직 및 전정에서 사용하는 법악”이라고 하는 대목을 통
해 법악이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26) 

다음 사료는 종묘 하향대제(夏享大祭)와 관련하여 법악을 언급한 기록이
다. 종묘의 정기 제사는 조선조에서 사시(四時: 봄·여름·가을·겨울)와 납일
(臘日: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 속절(俗節: 설·한식·단오·추석)과 삭망(朔
望: 초하루와 보름)에 있었다.  

<사료 3> 『일성록』
강  내가 상소하여 양로연(養老宴)을 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삼가 비답을 받

들었다.
목 상소하기를, “…이번에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습의하는 데 친림(親臨)

하심에 따라 소자도 시좌할 수 있게 되어 반나절 동안 큰 뜰에서 법악
(法樂)이 번갈아 연주되는 것을 몸소 보았는데, 종고(鍾鼓)와 관약(管
籥) 소리가 성대하게 귓가에 가득하여 예전에 성상을 모시고 잔치하던 
날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27)

25) [前縣監金箕昶臨享樂私誘率去, 其罪狀草記論勘] 
  …廟·社曁殿庭所用法樂, 所關甚重, 雖以本院堂郞, 亦不敢私自行下,…
  『각사등록』 권 51, 1804년(순조 4년, 甲子) 3월 25일(甲寅).
26) 조정(朝廷)과 전정(殿庭)에서 법악을 사용했다는 것은 임금이 평상시 조정에 

임할 때 연주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7) 綱 余上疏請行養老宴祗奉批答. 

目 疏曰, “…今因夏禴肆儀之親臨, 小子亦得以侍坐躬覩半日大庭法樂迭奏, 鍾
鼓之聲·管籥之音洋洋盈耳怳若向年侍宴之日.…” 

  『일성록』 1771년(영조 47년, 辛卯) 4월 5일(乙亥).
  같은 내용이 동일 날짜의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국조보감(國朝寶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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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대제 습의 하루 전에 영조는 “지난해 근정전(勤政殿)에서 행했던 예
대로 내일 숭정전 월대에서 습의하되, 나는 동쪽 월대에서 충자와 서향하여 
함께 보겠다. 시위(侍衛)는 입직이 하게하고, 춘방은 2명만 대령하라. 헌가
악(軒架)와 일무(佾舞)는 동쪽 뜰에 설행하라.”28)라고 명하였고, 다음날 종
묘제례의 예행연습이 경희궁 숭정전(崇政殿) 동쪽의 월대(月臺)에서 행해졌
다. ‘하향대제 습의에서 음악이 번갈아 연주되는 것(迭奏)’은 종묘제례 습의
에서 등가와 헌가가 제례의 순서에 따라 음악을 연주한 것을 의미한다. 

이상, 길례에서 법악을 언급한 예(例)가 사직과 종묘 관련 기록에서 나타
난 것을 확인하였다. 길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대 왕과 왕비
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 올리는 종묘 제향과, 국토의 신과 곡식의 신에 제사
하는 사직제로 이 둘은 대사에 속한다.29) 법악 관련 기록은 유독 대사(大祀)
에 해당하는 사직과 종묘에 대해서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기록만을 토
대로 하면, 모든 길례의 악을 법악으로 여기지 않았고 일정 규모(헌관[獻官]
의 수나 위격, 재계[齋戒]하는 일 수, 음악의 사용 유무, 제기의 종류와 숫자 
등30))이상의 제례에 대해서만 법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악을 언급한 중사와 소사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중사‧소사의 악
(樂)이 법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가례(嘉禮)의 법악   
 

오례 중 가례에는 조하(朝賀)·조참(朝參) 등의 조회의식, 왕가의 혼례(婚

67에도 실려 있다.
28) 前一日上敎曰, “明日依頃年勤政殿例崇政殿月臺隸儀. 予則東月臺與沖子西向同

見. 侍衛入直侍衛, 只二春坊待令. 軒架佾舞設於東庭.”
『일성록』 1771년(영조 47년, 辛卯) 4월 5일(乙亥).

29) 송지원, 『음악, 삶의 역사와 만나다』(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1.) 38쪽.
30) 상동,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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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과거(科擧), 연향(宴享)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국조오례의』에는 총 50
개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는데,31) 『국조속오례의』와 『춘관통고』에는 조선후
기에 새롭게 시행된 의례가 추가되어 조선 전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항목이 
수록되었다. 가례에 속하는 의례 중에서는 조회(朝會), 헌수(獻壽), 기로연
(耆老宴), 고취(鼓吹)와 관련된 기록에서 법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 조회(朝會)

다음 <사료 4>는 왕세손 시절의 정조가 영조에게 그해 신년 하례를 전례
에 따라 가졌던 것처럼 다가올 정조하(正朝賀)를 전례에 따라 행하기를 청
하는 내용이다.

 <사료 4> 『영조실록』
 왕세손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곰곰이 생각하건대, 올봄의 신년 하례는 
집경당(集慶堂) 편전(便殿)에서 거행하되 종·고·관·약의 악기를 예법에 맞
게 갖추었는데도 유독 정조하(正朝之賀)에는 법악을 갖추지 못하게 하시
어 적은 정성을 펴지 못하게 하시니, 소자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더욱 
심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윤
음을 내리시어 편전에서 하례를 거행하되 헌가(軒架) 거는 것은 전례에 
따라 올해의 신년 하례와 같이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32)

『영조실록』과 『일성록』에 의하면, 이 해의 신년 하례는 2월 3일 집경당에
서 있었는데, 영조는 조섭(調攝, 몸 조리) 중에 있어서 좌석에 나오지 못하
고 당중(堂中)에 누워서 문안과 하례를 받았다. 그리고 영조가 친히 지은 시
를 내리고 왕세손 및 조정에 들어온 문신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

31) 이재숙 외,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77쪽.
32) 王世孫上疏曰, “…竊伏念, 今春賀禮 旣行於集慶便殿, 而鐘皷管籥, 得以備禮, 

則獨乎正朝之賀法樂未具 微誠未展, 小子抑鬱悶隘之心, 轉益靡定. …伏願聖上特
降兪音, 便殿行禮, 依例軒懸, 一如今春賀禮, 千萬幸甚.”…  

  『영조실록』 권 126, 1774년(영조 51년, 乙未) 12월 28일(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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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3)

조하(朝賀)는 조선시대 조회 의식인 조하(朝賀)·조참(朝參)·상참(常參) 중 
가장 큰 규모의 의례이다. 조하(朝賀)는 정지(正至: 정월 초하루와 동지)·삭
망(朔望: 음력 초하루와 보름)·탄일 및 기타 경축일에 왕세자·백관 등이 임
금과 왕비에게, 또 세자빈·내외명부 등이 왕비에게 조회하고 하례하는 의식
이며, 조참(朝參)은 백관이 5일마다 한번씩, 상참(常參)은 백관이 매일 왕에
게 조회하는 의식이다. 조회 뒤에는 물론 정사를 아뢰는 일이 이어졌다.34) 

한편 앞의 <사료 3>에도 나왔지만(鍾鼓之聲·管籥之音), ‘종·고·관·약(鐘皷
管籥)은 당하(堂下)의 악현에서 사용되던 악기로서, ’전정헌가(前庭軒架)‘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정헌가는 조선조 궁궐의 전정에 진설되어 각종 
의례 및 연향에서 주악을 담당하던 악대 중의 하나로,35) 당하악(堂下樂)의 

33) ①조정(朝廷)에서는 뜰에서 문안(問安)하고 왕세손(王世孫)은 백관을 거느리고 
뜰에서 하례(賀禮)하니, 임금이 아직 조섭(調攝) 중에 있어서 좌석에 나오지 못
하고 당중(堂中)에 누워서 문안과 하례를 받았다. 태묘(太廟)에 고유(告由)하고 
교지(敎旨)를 반포하였다. 임금이 친히 지으신 오언시 한 구(句)를 내리고 왕세
손 및 조정에 들어온 문신(文臣)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朝廷庭候, 王世孫率百官庭賀, 上尙在調攝中, 不能臨座, 臥於堂中而受之. 告太
廟頒敎. 上下御製五言一句, 使王世孫及入庭文臣賡進.
『영조실록』 권 122, 1774년(영조 50년, 甲午) 2월 3일(丙戌).

 ②강 상께서 집경당에 나아가 진하를 받으셨는데, 내가 백관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였다.(上御集慶堂受賀, 余率百官行禮.)

   목 내가 들어가 집경당에 나아가 중궁전에 대한 하례(賀禮)를 의주(儀註)대로 
행하고, 이어서 시좌하였다. 상께서 직접 지으신 오언시(五言詩) 1구(句)를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시기를, “세손, 승지, 사관,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문신은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하였다.(余入就集慶堂, 行中宮殿賀禮如
儀, 仍爲侍坐. 上下御製五言一句, 仍敎曰, “世孫承史東西班文臣賡進.”)

   『일성록』 1774년(영조 50년, 甲午) 2월 3일(丙戌).
34) 김종수, 「세종대 조회악 고찰」, p. 173
35) 현재 헌가(軒架)는 문묘제례와 종묘제례에만 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향에 쓰

이는 악대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조선조 궁정의 헌가는 제향(祭享)에 쓰이는 것
과 예연(조의[朝儀]와 연향[宴享])에 쓰이는 것 두 종류가 있었다. 그 중 의례와 
연향에 쓰이는 것은 전정헌가라 하여 제향에 쓰이는 것과 구별되었다. 조선조 
궁정에는 전정헌가를 비롯하여 전정고취(殿庭鼓吹)‧전상악(殿上樂)‧전후고취(殿
後鼓吹)‧전부고취(前部鼓吹)‧후부고취(後部鼓吹) 등 다양한 악대가 설치‧운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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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이다. 1780년(정조 4년)에 편찬된 악서(樂書)인 『시악화성(詩樂和
聲)』에서 당하의 악현에 종·고·관·약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6) 

조회와 관련한 법악 기록은 이듬해 기록인 <사료 5>에도 나타난다. 

 <사료 5> 『명의록』
 의정부가 왕세손의 청정 절목을 입계(入啓)하니 답하기를, “세손이 대리
하게 되었으니, 이는 더할 수 없이 큰 효이다. 부탁할 적임자를 얻었으
니, 어찌 세손만이 하례(賀禮)를 받을 일이겠는가. 나인들 어찌 사양하겠
는가. 그날 경현당 앞뜰의 일을 어찌 규례대로만 준비시키겠는가. 헌현
(軒懸)-헌현은 곧 대조(大朝)의 법악(法樂)이다. 고사(故事)에 소조(小朝)
에는 고취(鼓吹)만 있었다.－을 설행하도록 의주(儀註)에 첨가하여 할아
비가 기쁨을 표할 수 있게 하라.”하였다.…37)

이 기록은, 영조가 왕세손으로 하여금 청정(聽政)하도록 한 후 청정 시의 
조참(朝參)을 경현당에서 열도록 하고 관련 서무(庶務)를 상세히 살피도록 
한 데 대해(영조는 이듬해 3월 5일에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였다), 의정부
가 왕세손의 청정 절목을 입계(入啓)하자 영조가 특별히 의주(儀註)를 첨가
한 내용이다. 위 기록에서 ‘그날 경현당 앞뜰의 일’이라고 한 것은 12월 10
일 왕세손이 청정 조참을 받는 일을 말한다. 12월 10일 왕세손은 임금에게 
청정 하례(聽政賀禮)를 올리고 경현당에서 청정 조참을 하였으며 대신들은 
청정을 하례하는 상소를 올렸다.38) 

대조(大朝)는 왕세자가 청정(또는 섭정(攝政))할 때의 임금을 이르는 말이
고, 소조(小朝)는 청정할 때의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다. 왕세손 정조가 청정

고, 이들 악대 외에도 관현맹인(管絃盲人)과 여령(女伶) 등의 악인이 있었다.
 임미선,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의 사적 전개』(서울: 민속원, 2011.) 12쪽.
36) 본고 권미(卷尾)의 ‘부록 3’, ‘부록 4’ 참조.
37) 議政府 王世孫聽政節目 入啓. 答曰, “世孫代理, 此莫大之孝也. 付托得人, 豈

特世孫受賀. 於予何辭.其日 景賢堂前, 其何循例. 設軒懸-軒懸卽大朝法樂也. 故
事小朝只有鼓吹事.-添儀註, 令其祖志喜焉.”…

  『명의록』 권1, 1775년(영조 51년, 乙未) 12월 7일(庚戌).
38) 『영조실록』 권 126, 1775년(영조 51년, 乙未) 12월 10일(癸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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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참을 맞아 영조가 특별히 대조의 등급으로 의식을 마련한 것이다. 
헌현은 제후의 악현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후의 지위를 가지는 조선의 
임금이 사용하는 악현이다.39) 우리나라는 1430년(세종 12년) 이후부터 헌
현의 악기편성법에 따라서 배설(排設)했으나, 1897년(광무 원년) 대한제국
의 선포 이후부터는 궁현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나. 헌수(獻壽)

다음 기사는 1868년(고종5) 12월 6일에 있을 대왕대비의 회갑연을 앞두
고 논의한 것인데, 대왕대비에게 고종이 헌수할 때 법악을 사용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다. 헌수는 장수를 기원하며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사료 6> 『고종실록』
 오는 12월 6일에 자내에서 헌수(獻壽)할 때 법악(法樂)을 대령하고 내정
(內庭)에서 예를 행할 때 여령(女伶)이 거행하는 것은 비록 자전의 분부로 
인하여 하지만, 여관(女官)이 거행하는 것은 서툰 점이 많으니, 여령 가운
데서 가르칠 만한 사람을 뽑아 홀기(笏記)를 미리 연습시켜 당일에 대령하
였다가 들어가 여관에게 전하라고 상호도감(上號都監)에 분부하라고 명하
였다.40) 

1868년 12월 6일은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가 회갑(61세)을 맞이하는 날
이었다. 고종은 대왕대비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 9월 10일에 대신들을 불
러 대왕대비의 회갑 경축 문제를 논의했고, 대신들은 존호를 올리고 잔치를 
베풀 것을 건의했다. 대왕대비는 경복궁 중건사업을 이유로 처음에는 잔치

39) “宫懸四面, 天子樂也. 軒懸三面, 諸侯樂也. 判懸二面, 大夫樂也. 特懸一面, 士
樂也.” 당(唐),　단안절(段安節), 『악부잡록(樂府雜録)』 「아악부(雅樂部)」.

40) 命, "來十二月初六日, 自內獻壽時 法樂待令, 內庭行禮時 女伶擧行, 雖因慈敎
而置之, 女官擧行自多生澀, 女伶中擇其可敎者, 肄習笏記, 當日待令, 入傳女官
事, 分付上號都監.“

 『고종실록』 1868년(고종 5년, 戊辰) 9월 15일(己丑).
 같은 내용이 『내각일력』 동일 날짜에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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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양했으나, 결국 승낙을 받아 준비에 들어갔다. 9월 11일에는 존호도감
을 설치하고, 진찬소(進饌所)를 종친부에 설치했다. 12월 2일에는 습의를 
거행하고, 12월 6일에 드디어 고종은 새로 중건된 경복궁(景福宮) 근정전
(勤政殿: 예문의 ‘자내[自內]’)에 나아가 대왕대비에게 옥책과 금보를 올리
고, 대신들의 진하를 받고, 죄인을 사면하는 교서를 반포했다. 이날 미시(오
후 2시경)부터 대비가 거처하는 경복궁 강녕전(康寧殿: 예문의 내정[內庭])
에서 내진찬(內進饌)을 거행했다. 진찬에서는 38명의 전정헌가, 46명의 전
상악(殿上樂), 7명의 내취(內吹)가 설치되어 음악을 연주했으며, 97명의 여
령(女伶)들이 열 가지의 정재를 공연했는데, 공연 내용은 헌종 14년(1848) 
순원왕후 육순 때의 춤을 그대로 재현하였다.41)

다. 기로연(耆老宴)

기로회(耆老會)는 조선조 때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
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로, 기사(耆社) 또는 기로소(耆老所)라고도 한다. 

숙종은 45년 2월 12일 59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들었고,42) 4월 18일에는 
기로연(耆老宴)43)을 베풀었는데, 이때의 기로연 기록에 법악이 등장한다.

   <사료 7> 『숙종실록』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에게 잔치를 내

41)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서울: 일지사, 2005.) 645-647쪽.
42) 조선조에 기사에 든 임금은 『증보문헌비고』 권 215 직관고 2 기사(耆社)에 의

하면  태조, 숙종, 영조, 고종이다. 고려 때도 기로회는 있었으나 임금이 참여한 
것은 없었고, 태조가 기사에 들어감으로 해서 아문(衙門)의 설치가 이로부터 비
롯되었다. 태조는 60세(태조 3년, 1394), 숙종은 59세(숙종 45년(1719) 2월 12
일), 영조는 51세(영조 20년(1744) 9월 9일), 고종도 51세(광무 6년(1902) 3월 
27일)에 기사에 들었다. 

43) 기로연은 기로소에 입소한 고령의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베푼 잔
치를 뜻하며, 영친연(榮親宴), 양로연(養老宴), 기로회(耆老會), 기영회(耆英會), 
기영연(耆英宴), 중구연(重九宴) 등으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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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주었다. …기로(耆老)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오
늘은 성상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러 기로신(耆老臣)들은 다시 
내려주신 은배(銀杯)를 가지고 기로소의 작은 모임에 나아가 남은 기쁨
을 다하여 성상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원(梨園)의 법악(法樂)은 
감히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시 한 번의 승사(勝事)를 도모하고
자 할 따름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악부(樂部)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44)

이날 임금이 친림한 기로연이 경현당45)에서 열렸고 잔치의 절차에 따라 
음악이 연주되었고, 공식 석연(錫宴)이 끝나자 영의정 김창집이 기로소에서 
대신들만의 사연(私宴)을 가지고자 하니 ‘법악’을 내려주기를 임금에게 청한 
것이다. 이때의 법악은 단지 기로소의 사연에 내려주는 음악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공식 행사인 기로연의 음악과 악대가 기로소의 사연으로 이어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숙종 45년 4월 18일 경현당에서 행한 기로연과 기로소에서 가진 사연의 
모습은 《기사계첩(耆社契帖)》46) 중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봉배귀

44) 上出御景賢堂, 錫耆老諸臣宴. …耆老領議政金昌集奏曰: "今日自上特施異恩, 
耆老諸臣, 欲更以所賜之杯, 就耆司小集, 以盡餘歡而侈上恩.  梨園法樂, 非敢請
之物, 而欲更圖一番勝事耳. " 上曰: "樂部帶去好矣." 
『숙종실록』 1719년(숙종 45년, 己亥) 4월 18일(庚申).

45) 경덕궁(慶德宮)의 편전이다. 경덕궁은 영조 36년에 경희궁으로 개칭하였고, 창
덕궁은 동궐(東闕), 경희궁은 서궐(西闕)로 불렀다. 경현당 터에는 현재 서울역
사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46) 《기사계첩(耆社契帖)》은 숙종의 입기로소(入耆老所)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그
린 기록화로, 임방의 서문, 경현당에서 지은 숙종의 어제(御製), 기로소에 봉안
된 어첩의 발문, 기로회 구성원의 명단, 행사장면(행사화), 구성원의 초상화, 축
시, 계첩 제작자의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행사화는 숙종 45년 2월 
11일 숙종의 어첩을 기로소에 봉안한 것을 그린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2월 
12일 왕세자와 백관의 진하를 받은 것을 그린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
圖)〉, 4월 18일의 기로연 행사장면을 그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봉배
귀사도(奉盃歸社圖)〉·〈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로 구성되어 있다. 화첩은 행사가 
있은 지 약 20개월 뒤인 1720년 12월에 완성되었다. 화사(畫師)는 종4품의 김
진여(金振汝)장태흥(張泰興), 종6품의 박동보(朴東普, 1662-1764)·장득만(張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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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奉盃歸社圖〉·〈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에 실려 있다. 

<그림 1>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경현당석연도〉의 상부 경현당에는 어좌가 마련되어 있고 어좌의 왼쪽에
는 왕세자의 좌석이 설치되었다. 당상(堂上)에는 기로신 10명47)이 작은 상
을 받고 앉아 있다. 중앙에 무동 2명이 춤을 추고 있고, 그 남쪽으로 오방색 
옷을 입은 다른 무동 10명이 가운데에 집박전악을 두고 좌우로 5명씩 서 있
고,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는 처용무를 출 무동들이 입장하고 있다. 악대는 

萬, 1684-1764)·허숙(許俶, 1668-?)이다.
47) 당시 기로당상은 영중추부사 이유(李濡, 75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72세), 

판중추부사 김우항(金宇杭, 71세), 행지중추부사 황흠(黃欽, 81세)·강현(姜鋧, 70
세), 행사직 홍만조(洪萬朝, 75세)·이선부(李善溥, 74세), 한성 판윤 정호(鄭澔, 
72세), 우참찬 신임(申銋, 81세)·지중추부사 임방(任埅, 80세), 행판동녕부사 최
규서(崔奎瑞, 70세)의 11명이었다.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아서 행사에 참여하
지 못했다. 최규서는 초상화에도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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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악(殿上樂)과 전정악(殿庭樂)이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이날 임금이 경현당으로 나오거나 잔치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還內) 고취

가 《여민락》을 연주하였고(皷吹作奏《與民樂》), 제1작(第一爵)부터 제5작(第
五爵)까지는 《천년만세(千年萬歲)》·《정읍만기(井邑慢機)》·《보허자령(步虛子
令)》·《여민락(與民樂)》이 연주되었고, 탕을 올릴 때는(進湯) 《청평곡(淸平
曲)》·《하운봉(夏雲峰)》·《낙양춘(洛陽春)》이 연주되었다.

이날의 잔치는 평소의 진연과는 조금 달랐다. 진연 때는 제1작과 2작 때 
만두(饅頭)를 바치고 2작 이후에 탕(湯)을 바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에
는 여러 신하들을 위해 내리는 잔치이므로 1작부터 5작까지 잇따라 탕을 다
섯 차례 바치도록 하였다. 음악도 처음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였다고 한다. 

경현당에서의 기로연 절차와 이 때 연주된 법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48)

48) 『숙종실록』 권 63, 1719년(숙종 45년, 己亥) 4월 18일(庚申).

순서 음악 춤(무동)
상(上) 출(出) 고취-여민락(皷吹作奏《與民樂》) 
진주기(進酒器) 음악연주(樂作)
진휘건(進揮巾) 음악연주(樂作)
진찬안(進饍案), 설기로제
신찬탁(設耆老諸臣饌卓) 음악연주(樂作)

봉화반(捧花盤) 음악연주(樂作)
진염수(進鹽水) 음악연주(樂作)
진소선(進小饍) 음악연주(樂作)
공왕세자선(供王世子饍), 
설기로제신선(設耆老諸臣
饍)

음악연주(樂作)

존숭악장(尊崇樂章) 《유천지곡(維天之曲)》
제1작(第一爵) 《천년만세(千年萬歲)》 춤(舞童入作)
제조할육궤진우찬안지우
(提調割肉跪進于饌案之右)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

진탕(進湯) 음악연주(樂作)
제2작(第二爵) 《정읍만기(井邑慢機)》 《아박무(牙拍舞)》
진탕(進湯) 《청평곡(淸平曲)》

<표 4> 숙종 45년(1719) 경현당 기로연 절차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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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봉배귀사도〉는 경현당 석연 후 임금은 내전으로 들어가고 대신들은 기
로소로 이동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무동 2명과 처용 1명이 한 줄을 이루
고 그 뒤로 집박전악과 악공이 열을 이루고 있다. 기로당상들은 가마를 타
고 있고 길가에는 구경꾼들도 서 있다. 

〈경현당석연도〉에 그려진 악대의 인원은 총 30명(집박전악 1인 포함)인

제3작(第三爵) 《보허자령(步虛子令)》 《향발무(響鈸舞)》
진탕(進湯) 《하운봉(夏雲峰)》
제4작(第四爵) 《천년만세(千年萬歲)》 《무고(舞鼓)》
진탕(進湯) 《낙양춘(洛陽春)》
은배(銀杯) 하사
제5작(第五爵) 《여민락(與民樂)》 《광수무(廣袖舞)》
퇴소선(退小饍), 
진대선(進大饍)

《태평년(太平年)》, 
《여민락(與民樂)》

《처용(處容)》

영의정 김창집이 법악의 하사를 요청
예필(禮畢)
승여(乘輿) 악공(工) 고축악작(鼓柷樂作)·알어악지(戞敔樂止)
환내(還內) 고취-《여민락》(皷吹奏《與民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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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봉배귀사도〉에는 총 15명으로 줄었다. 이는 행악(行樂)에 적합하지 않
은 아악기와 지더(zither)류 현악기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림 3>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기사사연도〉에는 임금이 내려준 법악(法樂)이 연주되는 가운데 기로소에
서 기로신끼리 가진 사연(私宴)이 그려져 있다. 당내(堂內)에는 임금이 내려
준 은배(銀盃)가 붉은 보자기에 덮여 탁자 위에 놓여 있고, 무동 2명이 춤을 
추고 있다. 뜰에는 처용무를 악공들의 반주에 맞춰 추고 있다. 영의정 김창
집의 청에 임금이 법악을 하사하여 기로신들이 즐거움을 다할 수 있게 하였
다. 

이상 가례의 하나인 기로연(숙종 대)에서 법악이 연주되었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임금이 참석한 기로연에서 법악이 연주되었으며, 대신으로서 쉽게 
청할 수 없는 법악을 영의정 김창집이 청하여 이를 임금이 수용해 법악을 
대신들에게 하사한 것이다. 



- 22 -

라. 고취(鼓吹)

고취와 관련해서 법악을 언급한 기록은 종묘 전알(展謁) 후 환궁 시의 고
취 연주에 관한 것과 고취 연주의 속도에 관한 것이 나타난다. 

①종묘 전알(展謁) 후 환궁 시의 고취
종묘 전알(展謁)은 정기적인 제사 외에 봄·가을로 임금이 참배하는 의례

로, 1702년(숙종 28)부터 정례로 정해졌다.49) 전알하는 의례는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고, 정조대에 편찬된 『춘관통고』에
도 속의(續儀)로 표기되어 수록되었다.

종묘 전알과 관련하여 법악을 언급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료 8>은  
1702년(숙종 28)에 종묘 전알이 정례화 되고 5년 후인 1707년(숙종 33)에 
종묘 전알을 열흘 가량 앞두고 종묘 전알 후 환궁 시 고취 절차를 어찌할 
것인지 묻는 예조(禮曹)의 계이다.  

  <사료 8> 『승정원일기』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8월 29일 태묘 전알 후 환궁 시 전·후부고취를 
진이부작하는 일은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전정헌가와 고취 이것이 곧 법
악인데, 이미 작년에 복구되어 이번 15일 탄신하례 시에 규례에 따라 음
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이번 29일 태묘 전알 후 환궁 시 고취도 다를 바 없
이 같을 것 같은데, 어찌 하오리까? 취품하옵니다.”하였다. 전하기를, “규

49)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태묘(太廟)의 오향 대제(五享大祭)를 친히 지내는 
것이 《오례의(五禮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비록 예문(禮文)과 한결같이 하
기는 어려우나, 예(禮)의 뜻으로써 미루어 보건대, 1년 안에 다만 세수(歲首)에
만 살피고 절하는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이제부터 봄·가을로 
살피고 절하는 일을 격식을 정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예조(禮曹)에서 7월
에 전알(展謁) 하는 일로 복주(覆奏)하여 격식으로 정하였다.(上下敎曰: "太廟五
享大祭親行, 載在《五禮儀》, 而此則雖難一如禮文, 以禮意推之, 一年之內, 只行
省拜於歲首, 心有所未安. 從今春秋省拜事, 定式擧行." 禮曹以七月展謁事, 覆奏
定式.) 『숙종실록』 권 37, 1702년(숙종 28년, 壬午) 7월 9일(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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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따라 진작하여라.”하였다. <예조등록>50)

이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1707년 8월 15일은 대전(大
殿) 즉 숙종(1661~1720)의 탄일이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중전과 
세자 등이 문안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51) 그리고 위 사료에서 종묘 전알 
날짜로 언급한 8월 29일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날 숙종이 종묘를 배알했다
는 기록만 있을 뿐, 위 사료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음악 관련 기록은 실려 
있지 않아 더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52) 

그래서 위 사료만 놓고 해석해 보자면, 8월 29일 태묘 전알 후 환궁 시 
궁에 들어오기 전의 전·후부고취는 이미 임금이 재가한 바가 있는데 궁에 
들어오고 난 후 전정고취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예조가 묻고, 
임금이 이에 대해 규례에 따라 진이부작하라고 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이 기록에서도 ‘전정헌가와 고취 이것이 곧 법악인데’라고 하여 법악의 
연주형태로 전정헌가와 고취를 들고 있다.

숙종 대 이후에도 종묘 전알 시의 법악(고취) 연주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나타난다. 다음 <사료 9>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永祐園)
의 화성으로의 이장(移葬)을 앞두고 종묘 전알과 전알 시 동가(動駕)의 고취 
연주에 대해 여러 신하들과 논의한 것이다. 

 <사료 9> 『일성록』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총호사(摠護使)인 좌의정과 우의정, 도감 당상인 

50) 禮曹啓曰, “今八月二十九日, 太廟展謁後還宮時, 前後部鼓吹, 陳而不作事, 啓
下矣. 殿庭軒架及鼓吹, 乃是法樂, 已於上年復舊, 今十五日誕辰賀禮時, 依例動
樂矣, 今二十九日太廟展謁後, 還宮時鼓吹, 似無異同,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例振作.“ 禮曹謄錄 『승정원일기』 1707년(숙종 33년, 丁亥) 8월 17일(丙申).

51) 대전 탄일이다. 중전·세자·빈궁가 승정원·옥당이 문안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大殿誕日, 中殿·世子宮·嬪宮, 政院·玉堂問安.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1707년(숙종 33년, 丁亥) 8월 15일(甲午).
52) 임금이 종묘(宗廟)를 배알(拜謁)하였다.(上謁宗廟.)
  『숙종실록』 권 45, 1707년(숙종 33년, 丁亥) 8월 29일(戊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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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판서와 예조 판서와 한성부 판윤과 좌윤·우윤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가을 전알(展謁)의 날짜를 잡은 초기(草記)가 입계

(入啓)된 지 이미 오래인데 신원소(新園所)에서 지금 이미 풀을 베어 
내고 흙을 파낸 것은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때의 동가(動駕)에는 
규례대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하니, …이성원은 아뢰기를, “법가
(法駕)에 고취(鼓吹)를 연주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합니다. 
…설령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더라도, 예의 뜻에는 구애됨이 없을 듯
합니다.”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계원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니, 
전알과 법가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꼭 구애될 것이 없을 듯합니
다…”하여, …하교하기를, “…구원(舊園)에 고유하는 예를 밤에 장차 
거행할 것이고, 신원(新園)의 공역도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음악을 쓰
는 것 외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법가를 갖추고 의위(儀衛)를 갖추는 것
은 이미 강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법악(法樂)은 전례(典
禮)에 중시하는 바이고 또 압존(壓尊)의 혐의와도 관계가 있으니, 마음
대로 임시로 철폐하는 것은 더욱 어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평상시에 전알을 정지했던 전례대로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53)

이 사료는, 창덕궁 성정각에서 국상(國喪)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던 임시
직을 맡은 대신들과 논의한 기록이다. 그 내용은 1789년 10월 영우원의 화
성 이장을 앞두고 새 묘역(新園)을 마련하는 공사를 하는 동안 종묘 전알 
시행 여부와, 전알 시행 시 법가에서 음악을 연주할지 아니면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조선시대 어가(御駕)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
駕)54)로 구분되는데, 원래 종묘 제사를 위한 동가(動駕)는 대가(大駕)를 사

53) 綱  召見 總護使 左·右相, 都監堂上, 兵判·禮判·判尹, 左·右尹 于誠正閣.  
   目 …予曰, “秋展謁擇日草記入啓己久 而新園所今旣斬草破土便是始事. 此時動

駕不可如例動樂.…” …性源曰, “法駕鼓吹事 體甚重. …設或陳而不作, 亦似
無礙於禮意矣.”  濟恭曰, “啓園隔三朔, 展謁與法駕動樂 似不必有拘…” …
敎曰, ”…言則舊園告禮夜將行矣, 新園工役亦已始事, 用樂之外備法駕具儀
衛一與常時無間已萬萬難强. 況法樂典禮所重且有關於壓尊之嫌則, 經情權撤
尤豈不如何乎. 此所以欲得平常時停謁之己例也. …“

   『일성록』 1789년(정조 13년, 己酉) 7월 27일(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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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맞지만 봄·가을에 행하는 종묘 전알에서는 법가(法駕)를 사용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때의 법가(法駕)에서 연주되는 고취를 법악이라 
이르고 있다. 

한편, 1762년(영조38) 5월 21일 사망한 사도세자는 7월 23일 배봉산(拜
峯山) 아래 언덕에 예장(禮葬)되었으며, 이때의 묘호는 수은묘(垂恩墓)라 하
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에 수은묘는 영우원(永祐園)으로 개칭되었
고, 존호도 사도(思悼)에서 장헌(莊獻)으로 바뀌었다. 1789년(정조13) 영우
원은 다시 현륭원(顯隆園)으로 바뀌었고, 그 해 10월에 경기도 화성시 화산
(花山)으로 이장되었다.55) 

위와 같은 내용의 기록이 『정조실록』의 동일 날짜에도 실려 있는데, 실록
의 기사를 참조하면 이 해의 가을 종묘 전알은 정지한 것으로 나타난다.56) 

②고취의 속도
다른 임금들도 그랬지만 정조 역시 법악의 연주를 중시하였고, 연주에 문

제점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특히 음악의 속도가 빠른 것보
다는 느리고 장중한 것이 더욱 법악다운 연주라고 생각하였다. 다음 <사료 

54) 조선 임금의 어가(御駕)를 규모 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모 시행 시기 악대

대가(大駕) 사직제(社稷祭)·종묘제(宗廟祭) 행차, 
영조칙(迎詔勅)

전부고취 
후부고취

법가(法駕)
문소전(文昭殿)·문선왕묘(文宣王廟) 행차, 
대사례(大射禮), 문무과전시(文武科殿試), 

선농제(先農祭)

전부고취
후부고취

소가(小駕) 능행(陵幸), 관사(觀射), 행행(行幸) 전부고취

<표 5> 조선조 어가(御駕)의 규모와 특징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502, 771, 965쪽.
55) 이후 1899년 11월 장종(莊宗)으로 추존되고 무덤도 융릉(隆陵)이라는 능호를 

받았으며, 그해 12월에는 장종에서 장조(莊祖)로 묘호가 다시 바뀌었다.
56) “…인정이나 예문(禮文)으로 볼 때 잠시 정지하는 것만 못하다."하고, 이어 정

지하라고 명하였다.(“…參以情文, 莫若暫停." 仍命停行.)
『정조실록』 권 27, 1789년(정조 13년, 己酉) 7월 27일(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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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이런 정조의 생각이 담겨있는 기록으로, 고취의 연주 속도에 대한 정
조의 윤음이다.

 <사료 10> 『홍재전서』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장악원(掌樂院)의 법악(法樂)이 점차 번잡하고 빨
라져 대부분 화평한 절주(節奏)를 잃고 있다. 일찍이 듣건대, 세종조(世宗
朝)에 법악을 제작할 당초에는 거둥할 때마다 전부(前部)와 후부(後部)의 
고취(鼓吹)가 숭례문(崇禮門)에서 시작하여 운종가(雲從街)에 이르러 1장
(章)을 끝내고, 운종가에서 시작하여 혜정교(惠政橋)에 이르러 2장을 끝내
고, 혜정교에서 시작하여 광화문(光化門)에 이르러 3장을 끝냈다고 한다. 
이로써 보건대, 음악은 한 사람이 창(倡)하면 세 사람이 서로 화응하여 여
음(餘音)이 있는 것을 잘 다스려진 세상의 상(象)이라 하니, 줄을 번잡하게 
튕기고 곡조를 빠르게 하는 것은 끝내 외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소리이다.” 하였다. 이어 장악원의 제조(提調)를 맡은 신하들에게 신칙하
여 공사(工師)들을 연습시켜 고아(古雅)한 음악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원임 직제학 신 서호수(徐浩修)가 계묘년(1783년, 정조7)에 기록한 것이
다.57)

이 사료에서 정조는 고취에서 연주되는 법악이 점차 빨라지는 것을 경계
하고, 선조(先朝)인 세종 대에서 고취를 제정할 때의 고아(古雅)함을 회복하
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법악 연주가 정도(正道)를 잃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정조가 늘 살폈고 법악 연주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마. 연악(宴樂)과 연회지악(宴會之樂)

57) 上曰, “近來樂院法樂 漸就繁促, 多失和平之節奏. 曾聞, 世宗朝制作之初, 每動
駕時 前後部鼓吹 始於崇禮門 至雲從街 終一章, 始於雲從街 至惠政橋 終二章, 
始於惠政橋 至光化門 終三章. 由此觀之, 樂以壹倡三歎而有餘音 爲治世之象, 
而繁弦促調 終是偏邦之聲也.” 仍飭提擧樂院之臣, 肄習工師 俾復古雅之音. 

  原任直提學臣徐浩修癸卯錄
  『홍재전서』 권 166, 「일득록(日得錄)」 ‘정사(政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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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악 관련 기록 중에는 “‘연악(宴樂)’ 또는 ‘연회지악(宴會之樂)’은 법악과 
다름이 있다.”는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연악과 연회지악이 무엇을 가
리키고 어떤 다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악과 법악의 다름이 조선조에 예
를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기록은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부인인 혜경궁 홍
씨의 회갑연을 보름 정도 앞두고 가교(駕轎)58)를 메는 습의를 행할 당시 논
한 내용이다. 

 <사료 11> 『일성록』
강  자궁(慈宮) 가교(駕轎)의 습의(習儀)를 후원(後苑)에서 설행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올해 화성(華城)으로 가는 원행(園幸)에는 여러 날 

동안 수고로이 움직여야 하고, 가교는 또한 연여(輦輿)와 다르기에 친
히 배종하여 습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 또 이르기를, “연악(宴樂)
은 법악(法樂)과 달라 나라의 제도에 모두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을 
번갈아 연주한다. 더구나 내 뜻은 반드시 일마다 간편하게 하고자 하
니, 장용영의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에서는 군악(軍樂)만을 연주하고 
협률랑(協律郞)은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이 대행(代行)하며, 휘(麾)를 
드는 것은 금고기(金鼓旗)를 대신 사용하되, 행행(行幸) 때 과장을 설
치하고 창방(唱榜)하는 예(例)에 따라 행하라.…” 하고…59)

정조와 혜경궁홍씨의 화성행궁 방문은 1795년(정조19) 윤2월 9일부터 16
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윤2월 13일에는 화성행궁의 정전(正殿)인 봉수당(奉
壽堂)에서 진찬(進饌)을 가졌다.60) 이날 진찬에서는 여민락만·여민락령·보허

58) 장거리 행차 시 사용하던 가마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반
차도 33쪽에 앞뒤로 말이 끌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59) …予曰, ”今年園幸將多日勞動, 駕轎又與輦輿有異 故所以有親陪習儀之擧. … 
又曰, “宴樂異法樂, 國制皆以雅俗交奏. 況予意必欲事事簡便. 只以壯勇內外營軍
樂振作, 而協律郞以啓螺宣傳官代行, 擧麾 以金鼓旗代用, 依行幸時設科唱榜例
行之.…” 『일성록』 1795년(정조 19년, 乙卯) 2월 25일(丁丑).

 같은 내용이 동일 날짜의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에도 실려 있다.
60) 이 기간 동안 진찬 외에 현륭원(顯隆園) 전배(展拜), 문무과 별시(別試),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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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악곡이 연주되었고, 헌선도(獻仙桃)·몽금척(夢金尺)·하황은(荷皇恩) 
등의 정재가 거행되었다. 위 사료에서 언급한 연악은 바로 이 진찬에서 연
주했던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조선초부터 조선조 궁중연향은 규모와 상관없이 진풍정(進豐呈)이라고 불
렸는데, 성종 대(1469~1494)에 진풍정이 진연이란 용어로 대체되면서 진연
은 ‘연향을 올린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고 진풍정은 성대한 연향의 뜻
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효종대(1649~1659) 이후부터는 진연이 진풍정보다
는 작은 규모의 연향의 뜻으로 쓰였다.61) 

진찬(進饌)은 영조 48년(1772)에 헌수(獻壽)의 의미로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 당시는 연향으로 간주되지 않을 정도로 조촐하게 음식상을 마련하여 정
을 나누는 자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정조 19년(1795) 윤2월 혜경궁에게 올
린 진찬부터는 그 이전과 달리 격식과 규모를 갖춘 예연(禮宴)을 의미하기 
시작했고, 그 진찬은 진연(進宴)보다는 작은 규모의 연향을 뜻했다.62) 

영조 48년 2월 25-28일에 임금은 여러 부서에서 각각 진찬을 받았다.63) 
25일 의정부가 진찬을 올릴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법악(法樂)을 베풀
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다만 혜적(嵆笛)만 연주하게 하였
다. 그 뒤에도 영조 대에는 진찬을 몇 차례 더 행했는데,64) 대신들은 영조
의 장수를 경축하기 위한 진연을 베풀기를 청하지만 영조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진찬을 베풀었다. 이처럼 영조 대의 진찬은 진연을 대신해 간소하게 
가진 자리였고 그 음악도 혜적(嵆笛) 정도로 간결하였다. 

그러다가 정조 19년 윤2월 혜경궁홍씨 환갑 진찬에 이르러서는 3달 전인 
1794년 12월 13일에 임금이 “숙묘 병인년(1686, 숙종12)과 영묘 계해년

훈련 점검(閱城操·夜操), 어사(御射), 사미(賜米), 양로연(養老宴) 등 부속 행사를 
다채롭게 펼쳤다. 

61)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서울: 민속원, 2001.) 55쪽 참고.
62) 상동, 57-58쪽.
63) 2월 25에 임금은 의정부의 진찬을 받았고, 26일에는 중추부에서, 27일은 도총

부에서, 28일은 기로소 및 종친부·돈녕부·충훈부에서 각각 진찬을 받았다. 
64) 영조 48년(1772) 7월 15일, 49년(1773) 7월 28~29일과 10월 4일, 51년(1775) 

7월 29일과 8월 15일, 52년(1776) 1월 1·7일과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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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과 갑자년(1744) 진연의궤를 참조하여 진찬을 준비하라”고 독려할 정
도로 그 이전의 진찬과 양상이 달라졌지만,65) 이는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그
랬던 것 같다. 순조 28년(1828) 11월에 효명세자가 다음과 같이 진찬은 진
연보다 간소하니 진찬을 허락해줄 것을 상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진찬은 진
연보다는 규모가 작은 예연(禮宴)임을 알 수 있다.66) 

 <사료 12> 『순조실록』
 “…진찬(進饌)하는 일은 또 진연(進宴)하는 것과는 달라서 의식 절차가 
간소하고 물품이 아주 간략합니다. 간소하므로 크게 베푸는 것에 관계되
지 않고, 간략하므로 경비에 손해가 없으니, 밝고 검소한 성덕(盛德)에 누
를 끼치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67)

그러므로 진찬은 진연보다 규목 작고 절차가 간소한 연향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진찬은 원래 진연 절차 중의 하나였다가 간소한 연향의 필요성에 의
해 따로 하나의 의례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68) 진연의 의주(進宴儀)는 

65)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서울: 민속원, 2001) 55쪽.
66) 상동, 56쪽.
67) “…進饌之擧, 又異於進宴, 儀節旣簡, 品物太略. 簡則不涉於張大, 略則無損於

經用, 恐不至貽累於昭儉之盛德.…“
『순조실록』 권 30, 1828년(순조 28년, 戊子) 11월 24일(庚申).

68) ①“요컨대 진연의식은 배례·작헌례(酌獻禮)·진탕·진찬·진화·진대선·진소선 등의 
절차로 행해진다. 진연의식은 설행목적이나 격에 따라 조절되어 작헌례는 5작·7
작·9작 등으로 구분되고, 진화 대신 진다(進茶)가 들어가기도 하고 진대선과 진
소선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재숙 외,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88쪽.

 ②강 광명전(光明殿)에서 내진연(內進宴)을 행하셨는데, 내가 나아가 참석하였다.
(光明殿行內進宴, 余進參.)

  목 왕비께서 친림하여 진연을 받으셨다. 내가 작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여령(女伶)이 새로 지은 악장을 창한 뒤에 진찬(進饌)하였다. 내가 절하는 자
리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자리에 나아가 잔치에 참석하였다. 
음악이 그치고 예가 끝난 다음에 나왔다. (王妃親臨受進宴. 余進酌樂作. 女伶
唱新製樂章後進饌. 余就位行四拜. 禮訖就席參宴. 樂止禮畢仍出.)

  『일성록』 영조 42년(1766, 丙戌) 8월 28일(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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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관통고』 가례 항에 속의(續儀)와 금의(今儀)가 수록되어 있는 데 반해, 
진찬은 따로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연향이었다. 

그러므로 연악이라 함은 진찬과 같이 진연보다 작은 규모의 연향에서 연
주하는 음악으로, 법악에 비해 격식과 규모가 간소하며 아악과 속악을 번갈
아 연주(雅俗交奏)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9) 

다음 기록을 통해서 연악과 법악의 다름이 예를 행함에 어떠한 판단기준
을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사료 13> 『순조실록』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설날[元朝]의 칭경(稱慶)하는 진하(進賀)는 사
직(社稷)에 기곡대제(祈穀大祭)를 섭행하기 위하여 서계(誓戒)를 받은 뒤
에 있습니다. 악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본즉, 숙묘조 을유년(1705년, 숙종31)은 즉위하신 지 30년으로 칭경 진하
를 하였는데, 그때는 황단(皇壇)에 친향(親享)하기 위하여 서계를 받은 뒤
였습니다. 그러나 대정(大庭)의 법악(法樂)은 연회(宴會)와 다르므로 전례
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조(先朝) 갑인년(1794년 정조18)은 자
전(慈殿: 효의왕후, 정조의 비)께서 4순(旬)에 되던 해이고 자궁(慈宮: 혜
경궁)은 6순(旬)이었는데, 칭경진하는 사단(社壇)에 친제(親祭)하기 위하여 
서계를 받은 뒤에 있었으니 이 예를 준용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도 이
와 같이 마련하여 거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70)

 서계(誓戒)는 나라의 제사를 앞두고 제관(祭官)이 될 관원(官員)들이 의

69)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58쪽에 의하면 ‘진작(進爵)’은 진찬
보다 작은 규모의 연향으로 격식과 규모를 갖춘 예연이었다. 그러므로 진작의 
음악 역시 진찬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법악이 아닌 연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70) 禮曹達言: "今此元朝稱慶陳賀, 在於社稷祈穀大祭攝行受誓戒之後. 用樂一節, 
謹稽謄錄, 則肅廟朝乙酉年卽位, 三十年稱慶陳賀, 在於皇壇親享受誓戒之後. 而
以大庭法樂, 異於宴會, 依例用樂. 先朝甲寅年慈殿恰躋五旬, 慈宮恰躋六旬稱慶
陳賀, 在於社壇親祭受誓戒之後, 而遵用此例矣. 請令依此磨鍊擧行." 依之.

  『순조실록」』 권 30, 1828년(순조 28년, 戊子) 12월 10일(乙亥).
  같은 내용이 동일 날짜의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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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모여서, 가무(歌舞)·조상(弔喪)·문병(問病) 등 금지된 사항을 경계 받
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하던 일이다. 위 기록은, 사직의 기곡대제와 
관련한 서계를 받은 이후이므로 가무(歌舞)를 중지하는 것이 맞겠으나, 법
악은 공식적 의례에서 사용되는 음악으로서 연회의 음악과는 그 성격이 다
르므로 칭경진하(稱慶進賀)에서 음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상, 법악은 연악(宴樂)과는 다르게 여겨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악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은 연향인 진찬(進饌) 등에서 사용한 음악이다. 나
라의 제사를 앞두고 서계를 받았을 때는 가무(歌舞)를 중지하는 것이 법칙
이지만, 법악은 연회지악(宴會之樂)71)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칭경진하(稱
慶進賀)와 같은 의례에서 법악 연주를 중지하지 않았다. 

3. 군례(軍禮)의 법악 

군례에는 열병(閱兵)·강무(講武)·활쏘기·일식 때의 의례 절차가 포함된다. 
조선시대 군례 중 대사례나 연사례와 같은 활쏘기는 최고의 군례(軍禮)로 
간주되었다. 군례와 관련되어 법악이 등장하는 자료는 정조대의 연사례 관
련 기록에서이다. 정조 이전과 이후에는 연사례를 행한 기록이 없다. 

가. 연사례

조선 전기에는 대사례와 연사례를 통틀어 대사례로 시행하였다가 정조대
에 이르러 연사례를 따로 시행하였다. 정조는 활쏘기를 주(周) 나라 제도에 
맞게 시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노력은 정조 3년의 연사례 습의와 연사례, 
정조 7년의 연사례 습의로 이어졌다. 『일성록』과 『정조실록』에 실린 연사례 
관련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1) 한편, 문헌에는 법연(法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법연이 ‘연회’와 대치
(對峙)되고 연회보다 큰 규모의 연례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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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정조 3년
(1779, 己亥)

9월 16일 규장각(奎章閣) 연사례 습의(習儀)

9월 25일 춘당대(春塘臺)
불운정(拂雲亭) 연사례 시행

정조 7년
(1783, 癸卯)

12월 9일 성정각(誠正閣) 연사례 습의 논의

12월 10일
춘당대(春塘臺) 연사례 습의72)

서명응에게 연사의주(燕射儀註) 
개찬을 명함73)

 <표 5> 정조대 연사례(燕射禮) 시행 기록

 

정조대 연사례는 규장각(奎章閣)‧불운정(拂雲亭)‧춘당대(春塘臺)에서 열렸
다. 규장각은 왕실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2층은 어진(御眞)을 봉안한 주
합루(宙合樓)이다. 불운정은 규장각 동북쪽 작은 언덕 위에 지은 대나무 정
자로, 활을 쏘던 곳이라고 『동국여지비고』에 적었다. 불운정은 대나무로 지
었다고 하므로 건물이 오래 견디는 구조는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당대
(春塘臺)는 영화당(暎花堂) 앞의 넓은 공터로 효종 이후 19세기 말까지 무
과 시험장으로 활용되던 곳인데, 지금은 영화당과 춘당대 사이에 높은 담장
이 쳐져서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을 가로지고 있다. 연사례 습의를 논의했던 
성정각도 창덕궁에 속한 건물로 현존하고 있으며, 숙종 이후 동궁, 즉 왕세
자가 사용하던 건물이다.74)  

1779년(정조 3년)에 왕은 봉모당에 가서 절을 올리고 불운정에 나가 연사
례, 즉 활쏘기를 겸한 작은 연회를 열었다. 참가한 사람들은 좌의정, 규장각 
제학, 병조판서 외에 평안도관찰사, 도승지 등 정조의 측근 신하들이었다. 
정자 남쪽의 열고관의 우측편에 과녁을 설치했는데, 곰을 그린 과녁을 맞추
면 깃발을 흔들고 북을 세 번 치고, 범‧사슴‧꿩‧토끼를 그린 과녁을 맞추면 

72) 『조선왕조실록』에서는 “行燕射禮習儀于春塘臺”라고 하였고, 『일성록』에서는 
“御春塘臺行燕射禮”라고 하였다.

73) 이때 서명응은 『의례(儀禮)』를 근본으로 삼고 『개원례(開元禮)』와 『오례의(五
禮儀)』를 참조하여 의주를 개찬하여 올렸다. 그 내용이 『정조실록』 권 16, 
1783년(정조 7년, 癸卯) 12월 10일(丁卯)에 수록되어 있다.   

74)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서울: 돌베개,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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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기러기‧물고기‧수리‧원숭이를 그린 과녁에 맞으면 한번 북을 쳤다. 활
쏘기를 마친 후에는 왕이 음식과 술을 내렸는데 맞힌 사람에게는 활과 살을 
상으로 주고, 맞히지 못한 사람은 술 마시는 것으로 벌주었다.75) 

나. 연사례의 법악

먼저 연사례에서 법악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살펴본 후, 연사례의 음악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연사례에서 법악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료 14> 『연사습의홀기(燕射習儀笏記)』 연사갱재시(燕射賡載詩)
춘당(춘당대[春塘臺])의 화기(和氣)가 가벼운 추위를 물리치고.
법악이 일제히 울리는데 사단(射壇)에 오르셨네. 
(이하 생략)
검교대교 신 윤행임76)

 <사료 15>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기해년 공(公) 39세 9월 25일. 
 연사례(燕射禮)에 참석하였다. 이날 상이 후원(後苑)에 나왔다. 미후(麋
帿)를 치고 법악(法樂)을 연주하였다. 근신(近臣)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공이 상의 명에 따라 연사례가(燕射禮歌)를 지었다.77)

75) 상동, 254쪽. 『춘관통고』 「군례」에 연사의(燕射儀)가 수록되어 있다.
76) 春塘和氣却輕寒. 法樂齊鳴御射壇.… 檢校待敎臣 尹行任
   『연사습의홀기(燕射習儀笏記)』 연사갱재시(燕射賡載詩) 
  이 시는 윤행임(1762~1801)의 『석재고(碩齋稿)』에도 수록되어 있다.
77) 己亥. 公三十九歲. 九月二十五日. 
   參燕射禮. 是日, 上御後苑, 張麋帿奏法樂, 宣醞近臣. 公應旨. 作燕射禮歌.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 70, 「부록(附錄)」 상(上) ‘선고적성현감부군연보

상(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上)’. 
 기해(己亥)년은 1779년(정조 3년)이다. 기존 번역에 주어와 상황이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약간 수정하였다.



- 34 -

<사료 13>은 정조대에 작성된 『연사습의홀기』에 실린 갱재시(賡載詩)
로,78) 임금이 활을 쏘기 위해 사단에 오를 때 법악을 연주하였던 풍경을 그
리고 있다. <사료 14>는 이덕무(1741~1793)의 저술 총서인 『청장관전서』의 
연보(年譜)에 실린 것으로, 연사례에서 과녁을 펼치고 법악을 연주한 풍경
을 묘사하고 있다.

연사례에서 연주한 음악에 대해서는 이덕무가 지은 <연사례가(燕射禮歌)>, 
『홍재전서』, 『춘관통고』의 기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연사례가(燕射禮歌)>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 20에 실
려 있는데, 그 중 음악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16> 이덕무, <연사례가(燕射禮歌> 
 기해년 9월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의 불운정(拂雲亭)에서 연사례(燕射禮)를 행
한 다음 밥을 선사(宣賜)하고, 여러 검서에게 시를 지어 바치라 명하였다.
…불운정 위에 임금의 행차 옮기어
활쏘기하니 악공은 이수(貍首)시를 연주한다…
법부(法部)의 생소(笙簫)가 섞여 요란하니…79)

불운정으로 임금이 올라 활쏘기를 할 때 악공이 ‘이수(貍首)’라는 시를 연

78) <표 5>를 참조하면, <사료 13>의 시는 정조 7년(1783년) 12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이날 정조는 각신(閣臣) 서호수(徐浩修)에
게 명하여 사사(司射)로 삼았고, 이에 사사가 부(部)를 나누어 시사(侍射)하는 
제신(諸臣)들이 6우(耦)가 되었는데, 검교대신 윤행임은 제6 우에 속하였다. 정
조 3년의 『정조실록』과 『일성록』에는 윤행임의 이름이 없다.

79) <燕射禮歌> 己亥九月 上行燕射禮. 于春塘臺拂雲亭. 宣飯仍命諸檢書製進.
…拂雲亭上淸蹕移

大射工奏貍首詩…
法部笙簫殷轇轕…
이덕무, <연사례가(燕射禮歌>,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 20.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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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고, ‘법부(法部)‘에서 생(笙)과 소(簫)를 연주했다고 하였다. ‘이수(貍
首)’는 대사례(大射禮)에서 제후가 활을 쏠 때 연주하는 곡이다.80) ‘법부(法部)’는 
법악을 연주하는 악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笙)과 소(簫)는 『시악
화성』에 그려진 ‘당하악현(堂下樂懸)’81)에 속한 악기로, 전정헌가의 악현이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홍재전서』에는 정조가 연사례를 행한 날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사료 17> 『홍재전서』
연사하는 날에 읊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다.
…헌악(軒樂)은 평화로이 울려 섣달의 눈을 녹이고…82)

이 시에 나와 있는 헌악(軒樂) 역시 전정헌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춘관통고』83) 연사의(燕射儀) 항의 의례 배치에 관한 부분에 ‘장악원은 
평소와 같이 고악(皷樂)을 전정(前庭)에 설치한다.’84)라고 하였고, 이어서 
연사례의 의식절차에 따라 여러 번 북을 울렸다는 것, 즉 ‘뇌고삼통(擂皷三

80)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통전(通典)』 대사례(大射禮)에, ‘제후악(諸侯樂)은 
이수(狸首) 7절(節)을 연주하고, 경대부악(卿大夫樂)은 채빈(采蘋) 5절을 연주한
다.’고 하였습니다.…(禮曹啓: "『通典』 大射禮 ‘諸侯樂以《狸首》七節, 卿大夫樂以
《采蘋》五節.’…) 『성종실록』 권 82, 1477년(성종 8년, 丁酉) 7월 23일(戊子).

81) 『시악화성(詩樂和聲)』 권 3, 「악현법상(樂懸法象)」 ‘신법악현(新法樂懸)’ 당하
악현(堂下樂懸). 본고 권미(卷尾)의 ‘부록 3’ 참조.

82) 燕射 唫眎諸臣 
…軒樂和鳴銷臘白…
『홍재전서』 권 5, 시(詩) 5. 

83) 『춘관통고』에 수록된 활쏘기 관련 군례는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原儀)‧관사
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原儀)‧대사의(大射儀, 續儀)‧연사의(燕射儀, 今儀)‧친림시
사의(親臨試射儀, 今儀)‧친림융무당문신삭시사의(親臨隆武堂文臣朔試射儀, 今儀)
‧친림연융대시사의(親臨鍊戎臺試射儀, 今儀)‧향사의(鄕射儀, 原儀)이다.

84) 掌樂院陳皷樂於前庭如常.
  유의양, 『춘관통고 下』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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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고악(皷樂)은 고취(鼓吹)를 의미하며, 헌
가악(軒架樂)에 비해 낮은 등급의 악대이다.85)  

다음 『일성록』의 기록을 통해서는 1779년(정조 3년)에 연주한 법악의 종
류를 유추할 수 있다.

 <사료 18> 『일성록』
강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불운정(拂雲亭)에 나아

가 연사례(燕射禮)를 행하였다.
목 “… 전배와 연사례 및 선온(宣醞) 때의 집박(執拍) 전악(典樂)은 아울러 

규례대로 가자(加資)하고, 악생(樂生)은 해조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넉넉하게 시상하도록 하라.” 하였다.…86) 

이 기록에서 당시 연사례의 음악을 연주했던 음악인은 장악원의 악공(樂
工)과 악생(樂生) 중 악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 장악원 우방
(右坊)에 속한 악공은 향악과 당악을 담당하였고 좌방(左坊)에 속한 악생은 
아악을 담당하였으므로, 1779년 연사례에서 연주하였던 음악은 아악의 일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783년 12월 10일 서명응이 개찬한 연사례 의주(儀註)87)에는 ‘녹

85) 강 가악(架樂)을 설치하는 것은 『오례의』에 따라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命設架樂依『五禮儀』釐正.)

  목 장악원 제조 김용겸이 아뢰기를, “신이 『오례의』를 살펴보니, 조하(朝賀), 진
하(陳賀), 반사(頒赦) 등의 의례에는 모두 헌가악(軒架樂)을 설치하는데, 조참
(朝參) 및 문과(文科) 전시(殿試), 생원(生員)‧진사(進仕)의 방방(放榜) 등 이 
세 가지 의례에는 헌가악를 설치하지 않고 전정(殿庭)에 고악(鼓樂)만 진설하
는 것은 차등의 의미인 듯합니다.…”(掌樂提調 金用謙啓言, “臣考見五禮儀則
朝賀‧陳賀‧頒赦等禮皆設軒架之樂, 而惟朝參及文科殿試, 生‧進放榜 此三禮則
不設軒架, 只陳殿庭鼓樂, 似是差等之意.…”)

  『일성록』 1778년(정조 2년, 戊戌) 11월 29일(乙卯). 
86) 綱  詣奉謨堂展拜仍御拂雲亭行燕射禮
   目 “…展拜·燕射及宣醞時執拍典樂 竝依例加資, 樂生令該曹分等從優施賞.”
   『일성록』 1779년(정조 3년, 己亥) 9월 25일(丙午).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03&moId=090&daId=250&gaLid=171&gaId=&yoId=&ilId=&leId=&NodeId=mi_k-G001&setid=725352&Pos=1&TotalCount=8&vipyunid=undefined#


- 37 -

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 등의 아악곡 뿐 아니라 향악(鄕
樂) ‘취풍형(醉豊亨)’과 당악(唐樂)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한 것으로 나타
나서, 연사례 때 아·당·향악을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상 군례의 하나인 연사례에서 법악을 사용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연사
례에서는 전정(前庭)에는 고악(皷樂)과 헌가(軒架)을 설치하여 음악을 연주
하였고, 연주곡은 아·당·향악의 악곡이 모두 사용되었다.

4. 흉례(凶禮)의 법악

흉례에는 고명(顧命)88)부터 제복(除服)89)까지의 모든 장례 절차가 포함된
다. 그중 ‘담제(禫祭)‘는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 달 하순(下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데, 
3년의 상기(喪期)가 끝난 뒤 상주가 평상으로 되돌아감을 고하는 제례의식
이다. 담제 관련 기록에서 흉례에서의 법악 연주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 

『일성록』 정조 2년(1778) 3월 15·16·22일 기사에는 담제의 달에 법악의 
시행여부를 논하는 기록이 실려 있다. 논의를 마치고 정조가 담제의 달에는 
악기를 배치만 해두고 연주하지 않도록 윤음(綸音)한 것이 『홍재전서』에 수
록되었는데, 순조 대에도 정조의 윤음을 이어받아 담제의 달에는 악기를 배
치만 해두고 연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담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법악을 악현만 벌려놓고 연주하지 않는다는 의
미의 ‘현이부작(縣而不作)’과 악기를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 ‘진이부작
(陳而不作)’의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담제의 달에 현이부작(縣而不作)하도록 한 윤음은 다음과 같다.

87) 『정조실록』 권 16, 1783년(정조 7년, 癸卯) 12월 10일(丁卯).
88) 임금이 유언으로 세자나 종친, 신하 등에게 나라의 뒷일을 부탁하는 것.
89) 상기(喪期)가 다 지나서 상복(喪服)을 벗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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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19> 『홍재전서』
담제(禫祭)의 달에 음악을 사용하지 말도록 한 윤음
…“선대왕의 담제가 끝난 당월(當月)에는 대소 법악(法樂)을 모두 걸어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말라.”90)

『일성록』에서 정조 2년 3월 15·16·22일에 걸쳐 논의한 내용이 『정조실
록』에서는 3월 22일자 기사에 모아서 정리되어 있다. 정조는, “선대왕(先大
王)의 담제가 끝난 그 당월(當月) 안에는 대소(大小)의 법악(法樂)을 모두 걸
어 두고 연주하지 아니하여, 나의 한이 없는 애모(哀慕)를 위로해 주어야 한
다. 또한 예조(禮曹)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여 현저한 식령(式令)으로 삼도
록 하라.”91)고 하여, 이를 정례화 하였고, 순조 대에도 이를 따랐음이 기록
에 나타난다.

 <사료 20> 『순조실록』
 …조윤대가 또 아뢰기를, "부묘(袝廟)92)한 뒤 환궁(還宮)할 때와 반교(頒
敎)할 때의 의절에 대해 삼가 《오례의(五禮儀)》를 살펴보았더니, 음악을 
쓴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謄錄)에 실린 바로는 고취(鼓吹)·
헌현(軒懸)은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숙묘(肅廟)·영묘(英
廟) 양조(兩朝)의 하교가 있으며, 담월(禫月) 안에는 크고 작은 법악(法樂)
을 현이부작한다는 일에 대해서도 이미 선조(先朝)의 정식이 있었습니다. 

90) <禫月勿用樂綸音> 先大王禫畢當月之內. 大小法樂. 可竝縣而不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 26, 윤음(綸音) 1.

   같은 내용이 『일성록』 정조 2년(1778년) 3월 15·16·22, 『정조실록』 권 5, 
1778년 3월 22일 및 『정조실록』 권1의 ‘정조대왕행장’,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健陵遷奉都監儀軌』 ‘정조대왕천릉지문(正祖大王遷陵誌文)’에도 기록되었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대소 법악(法樂)을 모두 걸어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였으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모두 걸어 놓기만 
하고’를 ‘악현만 벌려두고’라고 수정하였다.

91) “…先大王禫畢當月之內, 大小法樂, 可竝懸而不作, 以慰予靡逮之哀慕.  亦令禮
曹知悉, 著爲式令.”

  『정조실록』 권 5, 1778년(정조 2년, 戊戌) 3월 22일(壬午).
92) 삼년상이 지난 뒤에 그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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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삼조(三朝)의 전례(前例)에 부묘가 모두 담월 안에 있었으니, 성의(聖
意)의 소재처를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례보편》을 상고해 
보았더니, 부묘한 뒤 환궁할 때의 의절은, 고취는 진이부작한다고 실려 있
으며,…“93)

순조대의 이 기록에서는 현이부작(縣而不作)과 진이부작(陳而不作)의 표
현이 모두 등장하는데, 헌현(軒懸)에 대해서는 현이부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취에 대해서는 진이부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 오례를 기준으로 법악의 용례를 정리해 보았다. 길례의 법악은 조선
조 제례의 등급인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중 대사인 사직과 종묘
에 관한 기록에서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고, 가례의 법악은 조회(朝會)·헌
수(獻壽)·기로연(耆老宴)·고취(鼓吹) 관련 기록에서 등장하였다. 가례 중 연
향(宴享)의 경우 작은 규모의 연향인 연회(宴會)에서 쓰이는 음악인 연악(宴
樂)은 법악과 다름이 있음을 강조하는 기록이 다수 존재했다. 군례의 법악
은 유독 정조대의 연사례(燕射禮) 기록에서만 나타났는데, 전정(前庭)에 고
악(皷樂)과 헌가(軒架)을 설치하여 음악을 연주하였고, 연주곡은 아·당·향악
의 악곡이 모두 사용되었다.  흉례와 관련해서는, 흉례 중 거의 마지막 단계
인 담제(禫祭)가 있는 달에 법악을 현이부작((縣而不作) 또는 진이부작(陳而
不作)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5. 법악의 담당 주체

93) 允大又啓言: "祔廟後還宮及頒敎時儀節, 謹稽《五禮儀》, 有用樂之文.  謄錄所
載, 則皷吹軒懸之陳而不作, 已有肅廟、英廟兩朝下敎, 而禫月之內, 大小法樂, 
懸而不作事, 亦有先朝定式.  蓋三朝已例, 則祔廟皆在禫月之內, 聖意所在, 可以
仰認.  而更考《補編》, 祔廟後還宮儀, 以皷吹陳而不作載錄, …" …

 『순조실록』 권 10, 1807년(순조 7년, 丁卯) 1월 5일(丁未).
같은 내용이 동일 날짜의 『승정원일기』, 『종묘의궤』(1820년, 순조 20년) 「用樂當
否」 항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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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법악의 연주를 담당한 주체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법악의 
담당주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인 장악원이었고, 조선후기 궁중에서 음
악연주를 담당했던 군영악대의 음악은 법악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악 연주
의 정신적 지향점은 유가의 음악관이었으며, 장악원의 관원들에게 이에 합
당한 연주를 요구하였다. 

가. 장악원(掌樂院)

조선조에서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기관은 예조(禮曹) 소속의 장악원(掌樂
院)이었다. 장악원은 조선 초기 장악서와 악학도감을 이어받아 1470년(성종 
원년)에 확립된 조선왕조 왕립 음악기관으로, 1897년(광무1) 교방사로 개칭
될 때까지 장악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94) 장악원의 다른 이름으로는 
연산군(1494~1506) 말기 일시적으로 개칭된 연방원·함방원·뇌양원·진향원이 
있고(중종 때 다시 장악원으로 개칭), 당나라 현종이 궁중의 후원에 설립했
던 음악 기구인 이원(梨園)을 본 따 부르기도 했다. 

장악원에서는 궁중의식과 관련된 음악과 무용을 담당했는데, 주요 궁중의
식으로는 제향(祭享)·조의(朝儀)·문무과전시(文武科殿試)·사례(射禮)·연향(宴
享)·외국사신접대(外國使臣接對)·거둥(擧動)·대열의(大閱儀)·강무(講武)·동계
대나(冬季大儺) 등이 있었다.95) 

법악의 연주를 담당했던 주체가 조선조 궁중음악기관인 장악원(掌樂院)이
었음을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기록은 1864년, 즉위한 지 한 달가량 지난 고종 앞에서 여러 대신들
이 『효경(孝經)』을 진강(進講)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이다. 

 

94)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1565~1567쪽.
95)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1565~1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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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21> 『고종실록』
 미시(未時). 상이 중희당에 나아가 소대하였다. …송희정이 아뢰기를, “…
악이란 말은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악에는 정성(正聲)과 이음(俚音)96)이 
있는데, 정성은 바로 우리나라의 장악원에서 연주하는 법악(法樂)이 그것
입니다. 성명(聲明)과 문물(文物)이 악을 말미암아서 조화되고 정법(政法)
과 치화(治化)가 악을 말미암아서 도달되는바, 만약 정음(正音)이 아니면 
풍속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97) 

이날 진강에 참석했던 검토관(檢討官) 송희정은 악에는 바른 소리(正聲)
와 속된 소리(俚音)가 있는데, 장악원에서 연주하는 법악(法樂)이 바른 소리
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악의 연주주체가 장악원임을 보여준다. 

법악의 담당 주체가 장악원이었음은 다음기록에도 나타난다.

 <사료 22> 『증보문헌비고』
 영조(英祖) 13년(1737)에 장악원제조(掌樂院提調) 윤순(尹淳)에게 전교하
기를, "옛사람이 나라의 성쇠(盛衰)를 점치는 것은 악(樂)에 있었는데, 요
즈음 악원(樂院)의 법악(法樂)은 전에 비하여 번거롭고 촉급(促急)하므로 
마땅히 신칙(申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98) 

 <사료 23> 『홍재전서』 
“…근래 장악원(掌樂院)의 법악(法樂)이 점차 번잡하고 빨라져 대부분 화
평한 절주(節奏)를 잃고 있다.…”99)

96)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성(正聲)과 이음(俚音)을 정악과 민속악으로 번
역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성과 이음으로 변
역하였다. 

97) 上御重熙堂 召對. …熙正曰, “…樂之爲言, 和也. 樂有正聲·俚音之殊, 正聲, 卽
我國梨院法樂, 是也. 聲明文物, 由樂而調和, 政法治化, 由樂而導達, 若非正音, 
無以變易風俗.…”… 『고종실록』 권1, 1864년(고종 1년, 甲子) 1월 28일(庚午).

98) 英祖十三年 敎掌樂提擧尹淳曰, “昔人占國之降替在於樂. 近者樂院法樂比前繁
促, 宜申飭.”

 『증보문헌비고』 제94권 악고5 역대악제3 시용악제.
99) ”… 近來樂院法樂. 漸就繁促. 多失和平之節奏…“
  『홍재전서』 권 166 일득록(日得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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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4> 『승정원일기』
 행호군 조영하(趙寧夏)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현재 이원제거
(梨園提擧)의 직책에 있으니, 제반 법악(法樂)을 연주하고 그치는 등의 절
차에 대한 것은 모두 신이 마땅히 살펴야 할 것들입니다.…”하였다.100) 

장악원이 법악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악원 제조(提擧)가 법악의 악
작(樂作)과 악지(樂止)를 살피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조(提擧) 외에도 조선조 장악원에는 좌방(左坊)과 우방(右坊)이 있어, 
아악을 담당하였고 우방에서는 당악과 향악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 『경국대
전』 시절에는 좌방에 악사(樂師) 2인‧악생(樂生) 297인, 우방에 악사(樂師) 
2인‧악공(樂工) 518인‧가동(歌童) 10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조선 후기 『속
대전』에는 좌방에 악생(樂生) 195인, 우방에 악사(樂師) 5인‧악공(樂工) 441
인으로 변화되었다.101)

나. 군악(軍樂)과 법악

한편, 조선 후기 궁중의 음악은 예조 소속의 장악원 뿐 아니라 병조(兵曹) 
소속의 군영악대(軍營樂隊)에서도 연주 되었다. 그러므로 군영악대가 연주
했던 음악도 법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일성록』 기사에서는 정조가 장악원에게는 법악에 대해서, 군문에
게는 군악에 대해서 하유한 것으로, 군영에서 연주한 음악은 군악이라고 하
였지 법악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0) 行護軍趙寧夏疏略曰, “伏以臣方待罪於梨園提擧, 凡法樂作止之節, 皆臣之所
當照管者也.…“ 『승정원일기』 129책, 1869년(고종 6년, 己巳) 1월 6일(戊寅).

  같은 내용이 동일 날짜의 『일성록』에도 실려 있다. 
101) [原]雅樂屬左坊樂師二人樂生二百九十七人…俗樂屬左坊樂師二人樂工五百十八

人…歌童十人…[續]左坊樂生一百九十五人…左坊樂師五人…樂工四百四十一
人….『大全通編』 券三, 「禮典」 ‘雅俗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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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5> 『일성록』
강 장악원(掌樂院)에 하유하였다. 
목 “… 아, 악(樂)의 도움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전교로 해원

(該院) 및 군문(軍門)에 분부해서 법악(法樂)과 군악(軍樂)을 이대로 하
도록 신칙하라.…”102)

이 기록에서 정조는 장악원의 음악은 법악이라 하고, 군대의 음악은 군악
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법악의 담당주체는 장악원이며, 군영악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법악 연주를 담당하는 주체를 확인해 보았다. 예조(禮曹) 소속의 조
선조 음악기관인 장악원이 법악을 담당했던 것은 확실하며, 조선 후기에 궁
중음악을 담당했던 또다른 축인 병조(兵曹) 소속의 군영악대(軍營樂隊)는 
법악의 연주 주체가 아니었다.

다.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

한편, 다음 두 가지 사료는 장악원이 연주하는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이 
유가의 음악관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기록은 『진연의궤』에 실린 ‘황태자가 지은 외진연악장’인데, 고
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고 보령 51세의 망륙순(望六旬)을 축수하기 위해 
임인년(1902, 고종 39) 7월에 행했던 잔치에서 불린 악장이다. 

<사료 26> 『진연의궤』
…태평성대의 상서(祥瑞)가 서리는 것을 보며 覽昭代符瑞應
온 해동(海東)에 태평가를 부르는 만백성들 環東海謳歌萬姓

102) 綱 諭樂院.
    目 “…噫樂之補豈少也哉. 以此傳敎分付該院及軍門法樂·軍樂使之依此董飭.…”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년, 丙申) 3월 5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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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악(法樂)은 풍아(風雅)에 인하고 法樂因風雅
들짐승 춤추고 새가 날아들어 獸蹌禽儀
금·석의 음악을 들으며 노래 부르고 聽金石諧詠
미물까지 저마다 춤을 추어라 翹咸遂暢…
〔단봉음(丹鳳吟) 1첩〕103)

이 악장문에 나오는 ‘법악인풍아(法樂因風雅)’라는 대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악이 풍아에 인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법악의 정
신적 지향점이 『시경(時經)』의 풍(風)과 아(雅)104)에 있다는 것을 함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공자는, “『시경』 삼백 편의 내용을 한마디의 말로 덮을 수 
있으니,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105)라고 하였는데, 이 악장문에
서 ‘법악이 풍아에 인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이 유가
의 음악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악이 유가의 음악관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더 있다. 두 
번째 기록은, 영조가 1776년에 승하하고106) 3년간(만 2년) 음악을 연주하지 
않다가 음악을 회복할 것을 장악원과 군대에 전달하는 내용의 『일성록』 기
사이다. 

<사료 27> 『일성록』

103) 『진연의궤(進宴儀軌)』 권 1, 악장(樂章). 같은 내용이 『증보문헌비고』 권 101 
악고 12, 『고종실록』 권 42, 1902년(고종 39년, 대한 광무 6년, 壬寅) 12월 3
일(양력) 기사에도 실려 있다.

104) 공자(孔子) 이전의 고대 중국(주나라 초부터 춘추시대 초기까지)의 시가(詩歌)
를 모아놓은 『시경(時經)』은 내용상 풍·아·송(風雅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풍’은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된 민가이며, ‘아’는 궁궐에서 연주되는 곡조에 
붙인 가사이고 ‘송’은 제사에 쓰이던 악시(樂詩)이다. 

105) 子曰, 詩三百一言以蔽之 曰思無邪. 『論語』 「爲政」.
106) 강 묘시에 상이 경희궁 집경당에서 승하하시었다.

     (卯時上昇遐于慶熙宮之集慶堂.)
    목 없음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5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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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악원(掌樂院)에 하유하였다. 
목 “…무릇 나의 장악원(掌樂院)의 관원은 너그럽고 여유 있는 절주를 익

히고 막혀서 고르지 못하고 어지러운 가락을 떨쳐 버려서, 간사한 소
리를 가까이하지 않음으로써 조화로운 음을 회복한다면 요(堯) 임금의 
음악인 함장(咸章)과 순(舜) 임금의 음악인 소소(韶簫)의 아름다움, 우
(禹) 임금의 음악인 대하(大夏)와 무왕(武王)의 음악인 대무(大武)의 성
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 악(樂)의 도움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
는가. 이 전교로 해원(該院) 및 군문(軍門)에 분부해서 법악(法樂)과 군
악(軍樂)을 이대로 하도록 신칙하라.…” 하였다.107)

여기서 정조가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중국 고대 임금들의 음악인 
함장(咸章)·소소(韶簫)·대하(大夏)·대무(大武)를 들어 법악이 지향해야 할 바
를 제시하고 있고, 장악원의 관원들에게 ‘너그럽고 여유 있는 절주를 가진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법악의 연주주체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인 장악원이며, 조
선후기 궁중음악의 한 축이었던 군영악대의 음악은 법악으로 여기지 않았음
을 밝혔다. 아울러 장악원이 담당했던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은 유가의 음악
관이었고 이에 걸맞는 연주를 할 것을 장악원 관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III. 법악의 사악(賜樂)과 철악(撤樂)

궁중 의례에서 장악원에 의해 연주되던 법악은 때로 대신들에게 경사가 

107) 綱 諭樂院.
    目 “…凡我掌樂之官 肄其嘽緩之節祛其惉懘之操 毋近奸聲以復和音 含章·韶簫

之美 大夏·大武之盛尙矣. …以此傳敎分付該院及軍門, 法樂軍樂使之依此董
飭.…”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5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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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축하의 의미로 하사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법악
을 사악했던 사례와 이때 법악의 단위 및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법악의 사악(賜樂)

가. 사악의 사례

임금이 대신에게 법악을 내린 사례는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대
신 또는 대신의 부모 경수연(慶壽宴), 두 번째는 왕이 시호를 내리는 연시례
(延諡禮), 세 번째는 과거급제 때 음악을 내린 경우이다.

①경수연(慶壽宴)

경수연에서 법악을 사악한 것은 다음의 세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사료 28> 『청장관전서』
 <이씨(李氏) 가문의 경수연(慶壽宴)> 선조 35년에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 참의(參議) 이거(李蘧)의 어미가 지금 나이 99세이니 마땅히 늙은이
를 대우하는 은전(恩典)을 내려야 하겠습니다.”하므로, … 이듬해에 크게 
경수연을 차리게 되자, 상이 제도(諸道)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게 하고 
또한 법악(法樂)도 내렸다. …108)

  <사료 29> 『영조실록』
 임금이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수연(壽宴)을 설행(設行)한다는 

108) <李氏慶壽宴> 宣祖三十五年. 政院啓, “前參議李蘧母今年九十九. 當有老老之
典.” …明年大合設慶壽宴. 上令諸道供給. 又賜法樂. …

 『청장관전서』 권 49,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2.
 같은 내용이 『증보문헌비고』 권 83, 예고 30 「양로」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법악’이라고 하지 않고 ‘무악(舞樂)’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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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고 장악원(掌樂院)의 풍악(風樂)을 내리었다. …임금이 시(詩)를 
지어 내려 칭송하고 연수(宴需)를 도와주고 법악(法樂)을 내리어 호사를 
다하였다.…109)

  <사료 30> 『철종실록』
 정사년110) 에는, …대신(大臣)·기구(耆舊)들의 경수연(慶壽宴)에는 혹은 
옷감과 음식물을 하사하기도 하고 혹은 내온(內醞)과 법악(法樂)을 하사하
기도 하며…111)

이상과 같이 대신 또는 대신의 부모가 장수하여 경수연을 벌이게 될 때 
임금은 잔치에 필요한 연수(宴需)나 내온(內醞)과 함께 법악을 내려 축하해
주었다. 

②연시례(延諡禮)

연시례에 법악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사료 31> 『숙종실록』
 이날 이조 좌랑(吏曹佐郞) 권중경(權重經)을 보내어 장형(張炯)의 시호(諡
號)를 내렸다. …으뜸의 법악(法樂)을 내려 사치하게 하도록 하였다. 
…112)

 <사료 32> 『영조실록』
 임양군(臨陽君) 환(桓)113)의 연시례(延諡禮)가 이 날 있었는데, 임금이 듣

109) 上聞錦平尉 朴弼成行壽宴, 命賜院樂.…上賜詩奬之, 助其宴需, 侈以法樂, …
   『영조실록』 권 47, 1738년(영조 14년, 戊午) 2월 30일(壬子).
110) 정사년은 철종 8년(1857년)이다.
111) 丁巳, …大臣耆舊慶壽之晏, 或賜衣資食物, 或賜內醞法樂…
   『철종실록』 권 1, 「부록」 ‘철종대왕묘 지문(誌文)’.
112) 是日, 遣吏曺佐郞權重經宣張炯謚. …而賜第一法樂以侈之. …
   『숙종실록』 권 23, 1691년(숙종 17년, 辛未) 10월 2일(癸未).
113) 왕실의 종실이었던 임양군 이환(臨陽君 李桓, 1656년~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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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악(法樂)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114)

연시례(延諡禮)는 왕이 시호(諡號)를 내리는 행사이다. 시호는 왕·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의 사후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임금이 대신에게 시호를 내리
는 연시례에서도 임금은 법악을 내려 더욱 영화롭게 하였다.

③과거급제

과거급제 시에 법악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사료 33> 『정조실록』
 …현덕이 과연 합격하였다고 무과 시험장에서 보고하니, 전교하기를, "…
공현덕도 이것에 준하여 곧바로 훈련 주부에 붙이고 각각 법악을 주도록 
하라. …115)

 <사료 34> 『승정원일기』
 공조 참판 왕정양(王庭揚)이 상소하기를, “…더구나 신의 아들이 과거 시
험에 급제하던 날에는 법악을 하사하여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116)

이상과 같이 과거급제 시에도 임금은 법악을 내렸다. 궁중의례나 임금의 
거둥 시에 연주되는 법악을 하사받는다는 것은 과거급제자에게 더없는 영광
이었을 것이다.

114) 臨陽君 桓延諡在是日, 上聞之, 命賜法樂.
 『영조실록』 권 56, 1742년(영조 18년, 壬戌) 10월 1일(丙戌).

115) 賢德果得中, 武試所以聞, 敎曰: "…孔賢德准此, 直付訓鋉主簿, 各給法樂.“
 『정조실록』 권 39, 1794년(정조 18년, 甲寅) 2월 15일(癸酉).

116) 工曹參判王庭揚疏曰, ”…而伏況賤息唱名之日, 法樂以榮之,…“
   『승정원일기』 130책, 1872년(고종 9년, 壬申) 3월 21일(乙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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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악의 등급

한편, 사악하는 법악에는 등급이 있었다. 우선 법악을 사악할 때의 단위
에 대해 살펴본 후, 법악의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사악하는 법악의 단위에 대한 표현은 다음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사료 35> 『증보문헌비고』
 [속] (정조) 18년(1794)에 경외(京外) 노인에게 벼슬을 차등이 있게 내렸
는데, 무릇 7만5천1백45명이었다. 기신(耆臣)과 육경(六卿) 이상을 불러서 
의례(義例: 책의 대체에 대한 설명)를 지수(指授: 지시하여 줌)하여, 한 책
을 모아 만들어서 이름을 『인서록(人瑞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신에
게 각각 법악(法樂) 1부(部)를 내려 주어서 집에까지 인도하게 하였다.117) 

이 해는 자전은 오순(五旬)이 되고 자궁은 육순(六旬)이 되는 해였다. 정
월 초하루에는 하례를 하고, 70세 이상의 중앙과 지방의 조관, 80세 이상의 
사서인 등 75,145명에게 차등 있게 작위를 하사하였으며, 기신(耆臣)과 육
경(六卿) 이상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기로 했다. 9월 24일에 『인서록(人
瑞錄)』이 완성되자 기신과 그들의 자손들이 모였고, 임금은 술과 음식을 내
렸으며 함께 연시(聯詩)를 지었고, 모임이 파하자 기신에게 법악 1부를 내
려 집까지 인도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법악의 악대 단위를 ‘부(部)’라고 부
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8)

117) [續] (正朝) 十八年 賜京外老人爵有差凡七萬五千一百四十五人. 仍召耆臣六卿
以上指授義例□爲一書名曰 『人瑞錄』. 賜耆臣各法樂一部導至家.

 『증보문헌비고』 권 83, 「예고(禮考)」 30, ‘양로(養老)’ <조선(朝鮮)>.
 같은 내용이 『일성록』과 『정조실록』 1794년(정조 18년, 甲寅) 9월 24일(戊申), 

『국조보감(國朝寶鑑)』 권 74에도 실려 있다.
118) 또다른 사악의 단위로는 ‘패(牌)’가 있다. 

 …上曰, 今此試取, 與他自別, 入格人竝優賞, 直赴殿試之人, 宣傳官呼新來塗墨,  
 使各其營, 賜樂一牌, 可也.…
 『승정원일기』 94책, 1787년(정조 22년, 戊午) 2월 25일(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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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악 악대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법악의 등급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일등법악(一等法樂), 두 번째는 이등법악
(二等法樂)의 기록이다. 

 <사료 36> 『일성록』
강 …홍상한(洪象漢)의 연시(延諡) 때 사제(賜祭)하고 사악(賜樂)하게 하

며, 사관을 보내 선온(宣醞)하게 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오늘 영돈녕부사 집에서 연시할 때, …후하게 예우하

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 일등사악하고, 사관을 보
내 선온하게 하라.”하였다. …이때 영돈녕부사 홍낙성이 선친의 시호
(諡號)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어 법악(法樂)과 법온(法醞)을 하사하
여 성대하게 하도록 하였다.…119)

 <사료 37> 『태상시장록』
공(公)의 휘(諱)는 이주(頤柱)이고 자(字)는 희현(希賢)이다. 
…경술년 공의 나이 주갑에 상이 이등법악을 내렸다.…120)

<사료 35>는 홍낙성이 아버지 홍상한의 시호를 맞이하는 연시례에 임금
이 1등급의 법악을 내렸다는 내용이고, <사료 36>은 경술년(정조 14년, 
1790)에 환갑을 맞은 김이주(金頤柱, 1730~1797)121)에게 2등급의 법악을 
내렸다는 내용이다.122) 여기서 사악하는 법악에 등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119) 綱 …靖惠公洪象漢延諡時賜祭賜樂遣史官宣醞…
目 敎曰, “…今日領敦寧家延諡時, …宜有優禮之寵典. 設宴時一等賜樂, 遣史

官宣醞.” …時, 領敦寧洪樂性將延其先諡, …仍賜法樂‧法醞以侈之.…
『일성록』 1792년(정조 16년, 壬子) 9월 15일(辛亥).

120) 公諱頤柱字希賢…庚戌歲 公年周甲 上賜二等法樂. …
   『太常諡狀錄』 권 20, <贈左贊成行右參贊金公諡狀>.
121)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아들이며 추사 김정희의 조부
122) 이와 관련해서는 『일성록』 과 『정조실록』에 관련 기록이 있다. 

…화순옹주(和順翁主) 집 앞에 이르러 잠시 머물며 김이주(金頤柱)와 김노영(金
魯永)을 소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주갑일(周甲日)에 사연(賜宴)하고 사시(賜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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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 등급은 악대의 규모 즉 인원수를 의미한다. 

사악(賜樂)의 등급에 따른 규모는 성종 24년(1493)에 편찬된 『악학궤범』
과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를 비교하면 조선 전기와 후기에 사악했던 법악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 권 2의 <정전예연여기악공배립(正殿禮宴女妓樂工
排立)>에서는 여기·악공 배립과 함께 사악하는 인원수를 덧붙였는데, 사악
의 1등급은 악사1·여기20·악공10, 2등급은 악사1·여기15·악공10, 3등급은 
악사1·여기10·악공7, 4등급은 악사1·여기6·악공5이다.123) 

『육전조례』 권5 <장악원-총례> 항에 의하면 사악의 1등급은 악사 1·전악 
2·악공 20·무동 10·처용무 5·색리 1로 구성되고, 2등급은 악사 1·전악 2·악
공 15·무동 10·색리 1로 구성되며, 3등급은 전악1·악공6으로 구성된다.124)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악학궤범』 『육전조례』
樂師 女妓 樂工 樂師 典樂 樂工 舞童 處容舞 色吏

1등 1  20 10 1 2 20 10 5 1
2등 1 15 10 1 2 15 10 - 1
3등 1 10 7 - 1 6 - - -
4등 1 6 5

<표 6>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악(賜樂) 비교 

125)

하였으나 노쇠하다고 하여 연접하지 못하였고….”하였다.…
『일성록』 1790년(정조 14년, 庚戌) 2월 28일(己卯).

123)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雖非正殿禮宴則東.
 內殿進豊呈及凡曲宴·觀射·幸行·賜樂 女妓·樂工·樂師·歌童·管絃盲人 數及冠服 附. 
 賜樂 一等 樂師一·女妓二十·樂工十, 二等 樂師一·女妓十五·樂工十, 三等 樂師一·  
 女妓十·樂工七, 四等 樂師一·女妓六·樂工五. 
 『樂學軌範』 軌範二,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124) 賜樂 一等 樂師一人·典樂二人·樂工二十名·舞童十名·處容舞五名·色吏一人, 二

等 樂師一人·典樂二人·樂工十五名·舞童十名·色吏一人, 三等 樂師一人·樂工六名. 
『六典條例』 券之五, 「掌樂院」 ‘總例’. 『六典條例』 (서울: 경문사, 1979.) 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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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에 의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악을 비교해 보면, 조선 전기
에는 사악에 악사·여기·악공으로 구성된 반면 조선 후기에는 악사·여기·전
악·악공·무동·처용무·색리로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 사악의 등급은 구성은 
동일하나 그 수에만 차이가 있고, 조선 후기 사악의 등급은 구성 뿐만 아니
라 처용무의 유무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나뉘고 악사·무동·색리의 유무에 따
라 2등급과 3등급이 나뉘었다.  

위의 <사료 35>과 <사료 36>은 모두 정조 대의 것으로, 당시 사악(賜樂)
의 규모를 알기 위해 정조 대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았는데, 정조 21년
(1797)에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선온할 때의 사악에 
악공 24인, 처용무, 무동이 포함되었다는126) 기록이 있었다. 

『육전조례』에 의거하면 1등악에는 처용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조 21
년(1797) 홍낙성에게 하사한 법악도 1등악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 35>
의 정조 16년(1792) 홍낙성 부친의 연시 때 내린 1등 법악도 정조 21년과 
비슷한 규모였을 것이며, <사료 36>의 정조 14년(1790) 김이주의 환갑 때 
내린 2등악은 악공 수가 그보다 적고 처용무가 빠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 법악을 사악하는 사례와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법악을 사악하
는 경우로는 대신 또는 대신의 부모 경수연(慶壽宴), 왕이 대신에게 시호를 
내리는 연시례(延諡禮), 그리고 과거급제가 있었다. 법악을 사악하는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이 나타났는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악 등급을 비교해봤을 
때 1등급은 악공 24인 정도에 처용무가 포함되고 2등급은 그보다 악공 수
는 적고 처용무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25)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서울: 민속원, 2001.) 228쪽.
126) …내가 승지에게 이르기를, “선온할 때에 사악(賜樂)하는데, 악공(樂工)은 몇 

명인가?”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24인이라고 합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 “처
용무(處容舞)와 무동(舞童)을 과연 모두 대령하였는가?”하니, 승지가 궐문 밖에 
대령하였다고 아뢰었다.… 『일성록』 1797년(정조 21년, 丁巳) 4월 24일(甲午).



- 53 -

2. 법악의 철악(撤樂)

궁중의례의 악이면서 임금의 악인 법악은 위의(威儀)에 관계되는 것이므
로 특수한 경우인 상사(喪事)나 재해 외에는 중지하지 않았는데,127) 춘궁기 
또는 가뭄이 들어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악이 시행되지 않았다
는 기록이 나타났다. 

가. 춘궁(春窮)

영조대에는 춘궁기, 즉 보리가 나기 전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법악의 연주를 중지하라고 명한 기록이 있다. 

 <사료 38> 『일성록』
강  내가 상소하여 음악을 다시 연주할 것을 청하였다.
목  상소의 대략에, “신이 지난번에 내리신 전교를 보았는데, 내년 보리추

수128)까지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하교하셨으니,129) 신은 놀랍고 두

127) “…임금이 출입할 적에는 언제나 헌가(軒架)와 고취(鼓吹)가 있고, 대소의 행
행(行幸)에도 모두 전후에 고악(鼓樂)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화란(和鑾)을 울
려 절주(節奏)를 청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고(鐘鼓)를 울리고 관약(管
籥)을 연주하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로 위의(威儀)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니, 상사(喪事)나 재해를 당한 때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둘 수 없는 것입
니다.…”(凡人君出入, 皆有軒架鼓吹, 大小行幸, 皆有前後鼓樂, 此所謂鳴和鑾淸
節奏. 鍾鼓之聲‧管籥之音, 非爲遊豫, 實關威儀, 非喪與災, 不可斷絃遏密.)

  『인조실록』 권 8, 1625년(인조 3년, 乙丑) 1월 18일(丁卯). ‘법악’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법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8)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보릿가을’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보리추수’라고 수정하였다. 

129) 영조가 흉년이 들었으니 내년 보릿가을까지 음악 연주를 그만두라고 하교한 
일을 말한다. “…흉년에 장악(藏樂)하는 것은 역시 선왕(先王)의 예(禮)인데, 
맥추(麥秋)까지 한하여 그대로 음악을 철폐할 것을 의조(儀曹)에 분부하라.(歉
歲藏樂亦是先王之禮, 限麥秋仍爲撤樂事, 分付儀曹.)”

  『영조실록』 권 111, 1768년(영조 44년, 戊子) 11월 3일(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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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우며 애타고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음악을 연
주하지 말라는 명은 실로 선조(先祖)를 추모하는 성심(聖心)에서 나온 
것입니다.130) 그래서 신이 비록 음악을 다시 연주할 것을 청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은 지극하였지만, 그래도 금년은 다 지나가고 내년이 머지
않아 법악(法樂)을 다시 연주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명을 내리시
니, 예부터 음악 연주를 중지하는 제도는 5일이나 10일로 한정한 적은 
있지만 어찌 다섯 달씩이나 중지하십니까.…” 하였다.131)

연초에 영조는 무자년이 태조가 승하한 해이므로 1년 동안 음악을 연주
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는데, 11월에 다시 보리가 나는 봄까지 철악(撤樂)하
라는 하교를 내렸고, 이에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음악을 회복할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나. 한재(旱災)

한재가 있을 시, 즉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법악을 중지한 기록이 있다.

 <사료 39> 『일성록』
강  감선(減膳)을 명하고 이어 구언(求言)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내가 내가 두려워 마음이 편치 못한 관계로 상선(常

130) 태조(太祖)가 무자년인 1408년(태종8) 5월 24일에 창덕궁(昌德宮)에서 승하하
였는데, 바로 올해가 태조가 승하한 해여서 1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장악(藏樂)을 명하였는데, 태조가 승하한 해가 무자년 이 해였기 
때문이었다.(命藏樂, 以太祖昇遐, 在是年也.)”

 『영조실록』 권 110, 1768년(영조 44년, 戊子) 1월 1일(庚寅).
131) 綱 余上疏請復樂  

目 疏略曰, “臣昨伏見所下傳敎 則有限明年麥秋撤樂之敎, 臣不勝驚惶悶迫之
至. 夫今年藏樂之命 實出於聖心之追慕. 故臣雖不敢仰請復樂而中情抑鬱則
極矣, 猶以今年將改明歲不遠 法樂之復其將有期 竊以爲私心之幸矣. 今又有
此命, 從古撤樂之制 雖或有五日十日之限 而豈至於五朔之久也.…”

『일성록』 1768년(영조 44년, 戊子) 11월 6일(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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膳)을 감하고 법악을 거두는 한편 교외(郊外)에 나아가 재숙(齋宿)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신령에게 은혜를 받기를 바라
고…” 하였다.132)

이처럼 가뭄에는 법악을 철회하였다가, 비가 내리면 법악을 다시 회복하
였다. 정조 18년(1794) 7월 19일에는 가뭄으로 법악을 철회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7월 27일에 회복하게 하였다. 

 <사료 40> 『일성록』
강  상선(常膳)의 수를 줄이고 법악을 철회하라고 명하였다.
목  전교하기를, “가뭄이 매우 혹독하니 병든 마음이 타는 듯하여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을 탓하고 내 몸을 책망하는 
일이 현시점에서 가장 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부터 비가 내릴 때
까지 상선을 줄이고 법악(法樂)을 철회하라. 이 내용으로 해당 조에 분
부하라.” 하였다.133)

<사료 41> 『일성록』
강  상선(常膳)과 법악(法樂)을 회복하게 하였다.…
목  예조가 아뢰기를, “비가 올 때까지 상선을 줄이고 법악을 중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비가 내려서 수표석(水標石)이 5치 5푼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부터 전례대로 상선과 법악을 회복하도록 각 해
당 관사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였다.…134)

132) 綱 命減膳仍求言 
    目 敎曰, “…予悸恐不寧 減常膳, 撤法樂, 齋宿出郊, 躬行代犧之擧 以邀惠于

神袛.…”
 『일성록』 1778년(정조 6년, 壬寅) 5월 22일(戊午).
 같은 내용이 『정조실록』의 동일 날짜, 『내각일력』 5월 21일, 『국조보감(國朝寶
鑑)』 권70, 『홍재전서(弘齋全書)』 권 31 「교(敎)」 2에도 실려 있다.

133) 綱 命減膳撤樂. 
目 敎曰, “旱災孔酷病裏焚灼寧欲無訛. 予則曰罪已貶躬之擧爲目下急務. 自今

日限得雨間減常膳撤法樂. 以此分付該曹.”
『일성록』 정조 18년(1794, 甲寅) 7월 19일(甲辰).
같은 내용이 『정조실록』의 동일 날짜에 기록되어 있다.  



- 56 -

이상과 같이 춘궁기 때나 가뭄으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
하는 뜻에서 상선(常膳)을 줄이고 법악을 중지하였다. 상선은 임금이 평소
에 먹는 음식인데,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 상선을 줄이고 법악을 중지했다
는 것은, 법악이 상선만큼 중요하고 또 일상적으로 임금과 늘 함께 하는 것
이었음을 나타낸다. 

이상, 춘궁기와 가뭄 때 법악의 사용을 중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궁중
의례에서 뿐 아니라 임금의 출입에 늘 함께하였던 음악인 법악은 나라에 어
려움이 있을 때 연주가 중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악은 법도에 맞춰 연
주되던 중요한 음악이었기에, 법악의 시행과 폐지를 정하는 일도 대신들과 
논의하여 규례에 따라 결정하였다.

134) 綱 復常膳法樂. …
目 禮曹啓言, “限得雨間 減常膳撤法樂有命矣. 今已得雨水標流下至爲五寸五

分. 自今日依例復常膳法樂事請知委各該司.” 允之. …
『일성록』 1794년(정조 18년, 甲寅) 7월 27일(壬子).
같은 내용이 『정조실록』의 동일 날짜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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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고에서는 조선조 궁중음악 용어의 하나인 ‘법악(法樂)’에 대해 고찰해보
았다. 법악은 조선조 선조 무렵부터 문헌에 등장하는데, 용어의 사용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법악은 숙종대 이후의 조선시대 관찬문헌과 
개인문집 등에서 주로 다루었고, 조선조 이후로는 『조선악개요』와 『조선음
악소사』와 같은 함화진의 저서와135) 장지연의 『위암문고』에 등장한다. 

궁중음악으로서의 법악은 오례서에 규정된 왕실의 공식의례에 수반되는 
악(樂)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궁중문화에서 ‘법’ 자의 용례로 봤을 때 법악
은 임금의 음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조선 초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의 구체적 의주인 『국조오례
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된 이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조속오례의』, 『춘

135) 함화진과 관련하여 법금(法琴)의 명칭 유래에 대해 생각해 봄직하다. 조선 후
기 산조가야금의 출현으로 기존의 가야금은 ‘정악가야금’, ‘풍류가야금’ 또는 
‘법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법금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보』(국립국악원 편, 《한국음악학자
료총서》 28)와 함화진의 저서에서도 ‘가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가야금악
보에 법금이라고 표기한 예는 1950년대 후반 경 국악사양성소에서 김영윤(金永
胤, 1911~1972)이 제작한 『가야금보』(최충웅 소장)가 있는데, 이 악보에서는 
“가야금의 모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正樂에 쓰이는 風流伽倻琴(法琴)과 後에 
개조된 것으로 散調에 쓰이는 散調伽倻琴의 兩制가 있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2016년 11월 4일과 7일에 걸친 최충웅 국립국악원 원로사범(1955년 국악사양
성소 1기생으로 입학)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악사양성소 재학 당시에 그의 
스승인 김영윤 등이 법금이라는 용어를 실제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법악
을 자신의 저서에서 다루었던 함화진은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사장이었으며 가야
금을 교습하기도 했었기에, 함화진의 영향으로 이왕직아악부 이후 ‘법악에 사용
하던 가야금’이라는 의미로 법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긴 것으로 추측을 하는 
바이다. 거문고의 경우 기존 악기제도를 고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산조에도 사
용하였으므로 이전에 사용하던 ‘거문고’ 또는 ‘현금(玄琴)’이라는 명칭 외에 새
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가야금은 악기의 크기와 구조 자체가 크게 바
뀌었으므로 기존 가야금과 새로운 가야금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법악
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지만 그 의미가 법금에 남아 지금
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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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고』 같은 오례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정조대 초에 편찬된 『춘관통고』
는 조선 초부터 당대까지의 의례를 모두 포함하고 법악에 관한 기록의 대부
분이 조선 후기에 속하므로, 본고에서는 법악의 용례를 『춘관통고』를 기준
으로 분류하여 정리해보았다. 

길례의 법악은 조선조 제례의 등급인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중 
대사인 사직과 종묘에 관한 기록에서만 나타났다. 가례의 법악은 조회(朝
會)·헌수(獻壽)·기로연(耆老宴)·고취(鼓吹) 관련 기록에서 등장하였다. 연향
(宴享)의 경우, 작은 규모의 연향인 연회(宴會)에서 쓰이는 음악인 연악(宴
樂)은 법악에 해당되지 않았다. 군례의 법악은 유독 정조대의 연사례(燕射
禮) 기록에서만 나타났는데, 연사례에서 사용된 헌현(軒懸)의 악대가 연주한 
음악에 대해서 법악이라고 하였다. 흉례와 관련해서는, 흉례 중 거의 마지
막 단계인 담제(禫祭)가 있는 달에 법악을 현이부작((縣而不作) 또는 진이부
작(陳而不作) 하였다. 

법악의 담당 주체는 조선조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이 분명하며, 조선 후
기 궁중음악의 한 축을 이뤘던 군영 악대의 음악은 법악에 해당되지 않는
다. 그리고 장악원 음악의 정신적 지향점은 유가(儒家)의 음악관이었다.

법악은 대신에게 경수연(慶壽宴)·연시례(延諡禮)·과거급제(科擧及第)등 경
사가 있을 때 임금이 사악(賜樂)하기도 하였고, 이때의 법악은 일등법악(一
等法樂)과 이등법악(二等法樂)의 등급이 있었다. 

법악은 궁중의례에 사용되었고 늘 임금과 했던 음악이지만, 춘궁기 때나 
가뭄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상선(尙膳)을 줄이는 것과 동
시에 법악(法樂) 사용을 정지하여 임금이 근신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즉, 법악은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으로서 특히 임금의 음악(人君之樂)
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법악의 담당 주체는 장악원이었으며, 장악원의 관원
들은 유가의 음악적 지향에 걸맞는 연주를 하도록 요구되었다. 대신에게 경
사가 있을 때는 법악을 사악(賜樂)하여 이를 축하해주었고 사악하는 법악에
는 규모와 구성에 따른 등급이 있었다. 법악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의(威儀)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 시행이 엄격했는데, 춘궁기나 가뭄 등 나라
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중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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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용어 뜻 유사어

법복(法服) 임금과 왕비를 비롯해 왕세자와 세자빈이 착용하던 
예복의 총칭. 

법주(法廚)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 어선(御膳)
법궁(法宮)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법전(法殿)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조회나 조하를 받는 정전

법연(法筵) 임금이 예식을 갖추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신하를 불
러서 도를 강설하게 하는 자리

법좌(法座) 임금의 자리

법언(法言)
본받을 만한 바른 말. 《효경》에 ‘선왕의 법복(法服)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선왕의 법언(法言)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말임.

법종(法從) 임금을 호종하는 것 또는 관리로서 조정에 서는 것
법온(法醞)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下賜)해 주는 술 내온(內醞)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공편, 『한국고전용어사전』
법가노부

(法駕鹵簿) 법가에 따르는 노부 법가의장
(法駕儀仗)

법강(法講)
예식을 갖추어서 임금이나 세자 앞에서 진행하는 학
문의 강의. 아침‧낮‧저녁 세 차례 행하는데, 이를 조
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고 한다.

법궁(法宮)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법마(法馬) 임금이 타는 법가(法駕)를 끄는 말
법연(法筵) 예식을 갖추고 임금이 신하를 만나 보는 자리
법온(法醞)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 주는 술 내온(內醞)
법장(法仗) 예법대로 임금이 갖추는 의장(儀仗)

법전(法殿) 임금이 백관(百官)의 조회(朝會)나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正殿)

법주(法廚) 어선(御膳)을 달리 이르는 말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

<표 8> 궁중문화에서 ‘법(法)’ 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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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제목 시기 편저자

관
찬 
기
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392-1926 기록 실록청(實錄廳)
『일성록(日省錄)』 1752-1910 기록 규장각(奎章閣)

『홍재전서(弘齋全書)』 1814(순조14) 간행 정조(正祖)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순종1) 간행 장지연 등 33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23-1910 기록 승정원(承政院)
『각사등록(各司謄錄)』 1577-1910 기록 조선시대 지방 관아

『상존호등록(上尊號謄錄)』 1726-1855 간행 존호도감(尊號都監)
『내각일력(內閣日曆)』 1779-1883 기록 규장각(奎章閣)
『국조보감(國朝寶鑑)』 1909(순종2) 간행 규장각(奎章閣)

『명의록(明義錄)』 1777(정조1) 간행 김치인(金致仁) 등
『연사습의홀기(燕射習儀笏記)』 정조연간 간행 서명응(徐命膺)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순조연간 간행 장용영(壯勇營)
『종묘의궤(宗廟儀軌)』  1820(순조20)기록 미상 
『진연의궤(進宴儀軌)』 1902(광무6) 기록 의궤청

문
집

『조천기(朝天記)』 1707(숙종33) 간행 허봉
(許篈, 1551~1588)

『보만재집(保晚齋集)』 1822(순조22) 간행 서명응
(徐命膺,1716~1787)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1795 간행 이덕무
(李德懋, 1741~1793)

『석재고(碩齋稿)』 1870년대 간행 윤행임
(尹行恁, 1762~1801)

『위암문고(韋庵文稿)』 1956 간행 장지연
(張志淵, 1864~1921)

 <표 9> 법악 관련 문헌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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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시악화성(詩樂和聲)』 권 3, 「악현법상(樂懸法象)」 ‘신법악현(新法樂懸)’ 
당하악현(堂下樂懸)‧당상악위(堂上樂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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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시악화성(詩樂和聲)』 권 4, 「악기도수(樂器度數)」 
‘죽음삼관(竹音三管)’ 삼관형제(三管刑制)‧‘죽음삼약(竹音三籥)’ 삼약형제(三籥刑制)

   



- 66 -

Abstract

 A Study on “Beop-ak” in the Joseon 
Dynasty

Song, Hyunee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Beop-ak, Josun Dynasty, Court music 
Student Number : 2015-21950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II. 오례(五禮)와 법악
	1. 길례(吉禮)의 법악
	2. 가례(嘉禮)의 법악   
	가. 조회(朝會)
	나. 헌수(獻壽)
	다. 기로연(耆老宴)
	라. 고취(鼓吹)
	마. 연악(宴樂)과 연회지악(宴會之樂)

	3. 군례(軍禮)의 법악 
	가. 연사례
	나. 연사례의 법악

	4. 흉례(凶禮)의 법악
	5. 법악의 담당 주체
	가. 장악원(掌樂院)
	나. 군악(軍樂)과 법악
	다.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


	III. 법악의 사악(賜樂)과 철악(撤樂)
	1. 법악의 사악(賜樂) 
	가. 사악의 사례
	나. 사악의 등급

	2. 법악의 철악(撤樂)
	가. 춘궁(春窮) 
	나. 한재(旱災)


	IV. 결 론


<startpage>7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II. 오례(五禮)와 법악 8
 1. 길례(吉禮)의 법악 8
 2. 가례(嘉禮)의 법악    11
  가. 조회(朝會) 12
  나. 헌수(獻壽) 15
  다. 기로연(耆老宴) 16
  라. 고취(鼓吹) 22
  마. 연악(宴樂)과 연회지악(宴會之樂) 26
 3. 군례(軍禮)의 법악  31
  가. 연사례 31
  나. 연사례의 법악 33
 4. 흉례(凶禮)의 법악 37
 5. 법악의 담당 주체 39
  가. 장악원(掌樂院) 40
  나. 군악(軍樂)과 법악 42
  다. 법악의 정신적 지향점 43
III. 법악의 사악(賜樂)과 철악(撤樂) 45
 1. 법악의 사악(賜樂)  46
  가. 사악의 사례 46
  나. 사악의 등급 49
 2. 법악의 철악(撤樂) 53
  가. 춘궁(春窮)  53
  나. 한재(旱災) 54
IV. 결 론 5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