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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악기 개념의 변화와 제작의 관점에서 

악기 수급방식의 변화를 조선시대의 악서(樂書) 및 의궤(儀軌) 등의 

문헌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선 시대의 악기(樂器) 개념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악학궤범(1493)으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

기의 악기란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器]를 뜻한다. 이 시기의 악기

에는 연주에 관련된 것과 무용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에는 휘(麾), 조촉(照燭), 적(翟), 약

(籥), 간(干), 척(戚), 둑[纛], 정(旌)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도구들

이 악기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악기의 개념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쓰는 도구라는 오늘날 악기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 2기는 사직서의궤(1783)와 경모궁의궤(1784)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악기(樂器)와 무기(舞器)가 분화된 시기이다. 

악기는 악(樂)에 쓰이는 도구를 뜻한다. 비록 소리를 내는 도구는 아

니지만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와 조촉은 

악기에 속한다. 무기는 무(舞)에 쓰이는 도구를 뜻한다. 적, 약, 간, 

척 등 일무(佾舞)에 쓰이는 도구들이 무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시기

의 악기의 개념도 오늘날의 악기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소리를 내

지 않는 도구이 휘와 조촉이 여전히 악기에 속하며, 일무신호용 악기

인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은 무

기에 속해있다.

제 3기는 증보문헌비고(1908)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기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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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주하는 도구[器]를 뜻하여 오늘날의 악기 개념과 같아지게 된

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무기도설(舞器圖說)에 수록되었던 일무신호용 

악기인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이 

악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수록되

었던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와 조촉은 악기에서 제외 되었다.

조선 시대 악기의 개념은 시대가 흐르면서 위와 같이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오늘날 사전적인 악기의 개념 또는 학문적인 악기의 개념과 

같아지게 되었다.

한편, 제작의 측면에서 9종의 악기의 제작 및 수리와 관련된 의궤

(儀軌)들을 통해 조선 시대의 궁중에서의 악기 수급방식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악기 수급방식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 1기는 제기악기도감의궤(1624), 숙종기해진연

의궤(1719),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1744)가 해당하며, ‘직접 제작 및 재료 진배(進排) 시기’이다. 궁중에

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고 수리하기 위해 장인들을 동원하고 자재들

을 진배받아 직접 제작한 시기이다. 

제 2기는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 사직악기조성청의궤
(1803), 순조기축진찬의궤(1829)가 해당하며, ‘직접 제작 및 재료 

구매 시기’이다. 궁중에서의 악기수급 방식은 제 1기와 동일하게 유

지하지만, 일부 재료들을 구매하여 썼다는 덤에서 차이가 있다. 

제 3기는 헌종무신진찬의궤(1848)과 고종정해진찬의궤(1887)

가 해당하며, ‘악기 구매 및 도급(都給)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화폐

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이다. 헌종무신진찬의궤에는 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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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악기의 일부를 구매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악기의 현(絃) 만

큼은 궁중에서 조현장(造絃匠)이 재료인 백사(白絲)를 가지고 직접 제

작하였다.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는 처음으로 도급(都給)이라는 개념

이 등장하는데, 이는 궁중에서 필요한 악기의 제작과 수리를 외부의 

업체에 맡기고 비용만 지불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조현장

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의 악기 수급방식은 화폐·상업경제가 발달하는 

시대적 모습과 함께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19세기 말엽에는 오늘날과 

같이 외부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악기의 개념, 악기 수급방식, 악기 제작, 조선시대, 의궤, 

장인

학  번 : 2011-2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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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시대가 흐르면서 악기(樂器)도 변화한다. 역사적 사건에 의해 새로

운 악기가 등장하기도 하며, 음악과 연주법의 변화 때문에 악기의 형

태가 변하기도 하고, 일부 악기는 점차 쓰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악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주로 ‘연주 도구

로서의 악기(樂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악기

(樂器)라는 것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악기를 다루는 세 가지 관점

<그림 1>은 악기(樂器)를 다루는 세 가지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각 분야의 사람들은 악기를 대하는 관점과 악기에 관한 관심이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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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의 그림은 현재의 악기뿐만 아니라 과거 조선 시대의 악

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론가 또는 사상가의 관점에서 악기에 관한 

관심은 악기를 분류하고 악기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고

대 중국에서 악기를 팔음(八音)으로 분류하거나, 악학궤범(1493)에

서 악기를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鄕樂)로 분류하는 것이 이에 해

당한다. 또한 제향에서 아악기(雅樂器) 중 고(鼓)와 도(鼗)를 배치할 

때 제례의 대상에 따라 북면의 개수를 경적하는 것, 축(柷)을 치는 횟

수나 어(敔)를 긁는 횟수와 의미를 정하는 것도 이론가나 사상가의 

역할이다.

연주자의 악기에 관한 관심은 당연히 연주와 관련한 것이다. 음악

과 연주법 또는 연주 자세가 변화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악기의 변화

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악기가 널리 쓰이거나 점차 쓰이지 않기도 한다.

제작자의 관심은 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악기를 제작하는 것

이다. 음악과 연주법의 변화에 따라 악기의 외형을 변화하거나 재료

를 바꾸는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작자들은 자재의 수급 

상황과 여건, 또는 재료 가공의 효율성에 따라 악기의 재료를 대체하

기도 한다.

악기는 이러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연주의 관점에서 음악과 연주법의 변화에 

따른 악기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악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

리하여 악기와 관련한 시대적 변화 양상을 찾아본다면 더욱 입체적으

로 악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악기(樂器)’의 사전적 의미는 “음악(音樂)을 연주하는데 쓰는 기구

를 통틀어 이르는 말”1)이다. 학자인 뷔히너(Alexander Büchne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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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보스텔(Erich M. von Hornbostel)의 악기에 대한 정의도 위의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

그런데, 동양 사상인 유교에서는 음(音)과 악(樂)을 구분하였다. 중

국 고대 문헌인 예기(禮記) 중 ‘악기(樂記)’에 따르면, “소리[聲]가 

서로 응하여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방(方)을 이룬 것을 음(音)이라 하

고, 음(音)을 연주하여 간·척·우·모(干·戚·羽·旄)3)에 미치는 것을 악

(樂)이라 한다.”4)하였다. 즉 소리[聲]가 어우러져 곡을 이룬 것이 음

(音)이고, 음(音)과 무(舞)가 어우러져 이룬 것이 악(樂)인 것이다. 조

선 시대의 악(樂)도 禮記의 악(樂)과 마찬가지로 연주와 무용을 포

함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악기(樂器)는 현대의 사전적 

의미의 악기5)와는 다른 개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학궤범(1493)의 악기도설(樂器圖說)을 보면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라고 보기 힘든 휘(麾), 조촉(照燭), 적(翟), 약(籥), 간(干), 척

(戚), 둑[纛], 정(旌) 등이 악기(樂器) 항목6)에 수록되어 있다. 반면 
증보문헌비고(1908)에서는 앞의 품목들이 악기(樂器) 항목에 등장하

지 않는다. 이 두 문헌은 약 400여 년의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악기

(樂器)’라는 용어의 개념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n.go.kr).

2) 뷔히너(Alexander Büchner, 1827-1904)는 악기를 “의도적으로 생산된 소리의 근원이며 음악

적 생산을 위해 구조되고 사용되는 것.”이라 하였고, 호른보스텔(Erich M. von Hornbostel, 

1877-1935)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하였다. 박미경, ｢악기학

의 이해｣, 음악과 민족 제23호(민족음악학회, 2002), 23쪽에서 재인용; 박미경역 ｢악기학｣, 
음악과 문화 제5권(세계음악학회, 2001) 204~205쪽에서 재인용; 원글은 헬렌 마이어스

(Helen Myers)가 편집한  종족음악 입문서, Ethno-musicology, An Introduction(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2)중 쥬네비에브 두르농(Geneviéve Dournon)이 쓴 

“Organology”이다.

3) 간(干), 척(戚), 우(羽), 모(旄)는 일무(佾舞)에 쓰이는 무구(舞具)이다.

4) “凡音之起는 由人心生也오 人心之動은 物使之然也니, 感於物而動故로形於聲하고 聲相應故로 生

變하나니, 變成方을 謂之音이오 比音而樂之하야 及干戚羽旄를 謂之樂이라.” 조남권 김종수 공

역, 동양의 음악사상 禮記(민속원, 2005), 23~24쪽.

5) 현대의 사전적 의미의 악기는 본문에서의 연주용 악기 즉 musical instrument를 뜻한다.

6) 악학궤범 권6,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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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과 증보문헌비고(1908), 이 두 문헌 사이의 시기 동안 ‘악기

(樂器)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조선 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악기들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것

과 관련한 기록들은 의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악기 제작과 관련한 

의궤 중에는 악기 제작사업을 기록한 악기 제작 의궤가 있고, 진연

(進宴)·진찬(進饌) 등 연향의 전모를 기록한 의궤가 있다. 이러한 연향 

관련 의궤에서도 연향에 쓰이는 악기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의궤에서는 악기의 제작 및 수리와 관련하여 참여한 

인원 및 쓰인 자재7)들에 관한 기록 등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그러나 

이들 의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 중 장인들과 자재들을 동원하여 악

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실제 작업내용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악기 제작에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의궤들을 시대 순으로 살펴

보고 악기제작과 수리 관련한 변화양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기(樂器)와 관련한 문헌들을 시대 순으로 살

펴서 ‘악기 개념의 변화’와 ‘악기수급 방식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

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악기(樂

器)’라는 대상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7) 의궤의 내용 중 가야금 1좌에 들어가는 것[伽倻琴一座所入]에는 목재나 섬유 등 악기의 재료

(材料) 뿐만 아니라, 아교(阿膠)와 어교(魚膠)같은 접착제 그리고 탄(炭)과 소목(燒木) 등 소모

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재라고 표현하였다.



- 5 -

2. 선행연구 검토

시대가 흐르면서 악기(樂器)가 변화하는 모습을 문헌을 통해 고찰

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악기 일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우진은 ｢악기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

심으로｣8)에서 악기도(樂器圖)가 있는 의궤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해금 등 일부 악기의 형태가 바뀌게 된 이유를 역안법(力按法) 또는 

역취법(力吹法)과 같은 연주법의 변화와 음악 양식의 변화에서 찾았

다.

이숙희는 ｢용도와 연주 자세에 따른 국악기의 형태와 그 변화 양상

｣9)에서 방향(方響)의 형태변화에 주목하였다. 원래 방향(方響)은 입식

(立式)과 좌식(坐式)용의 두 형태가 존재하였는데 입식용 방향은 조선 

후기에 전승이 단절되어 좌식용 방향만 남았으나, 이후 연주 자세가 

서서 하는 것으로 변하여 좌식용 방향이 확대되어 사용되었음을 찾아

내었다. 즉 연주법의 변화가 악기외형 변화의 원인임을 설명한 것이

다.

김종수는 ｢교방고(敎坊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10)에서 

문헌과 도상에 나타난 교방고의 연주방식에 주목하였다. 교방고의 연

주방식을 ‘종타형’과 ‘횡타형’으로 구분하고 횡타형 교방고가 앉아서 

연주하게 되면서 좌고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악기도를 통해 악기 외형

8) 김우진, ｢악기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17

집(한국국악학회, 1989).

9) 이숙희, ｢용도와 연주자세에 따른 국악기의 형태와 그 변화 양상｣, 국악원논문집 제18집(국

립국악원, 2008).

10) 김종수, ｢교방고(敎坊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음악연구 제48집(한국국악

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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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찾아내고, 그 악기 외형 변화의 이유를 악기 연주의 관점

에서 찾아본 것이다.

악기 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악기를 분류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다.

정화순은 ｢조선전기 문헌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11)에

서 악학궤범의 악기도설이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鄕部)로 구분

한 것은 음악의 계통에 따른 분류가 아닌 악기의 연원에 따른 것임을 

규명하였다. 고려사 ｢악지｣와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음악의 계

통에 따라 악기를 분류했으나, 악학궤범에서는 악기의 연원에 따라 

악기를 분류하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김종수는 ｢악학궤범 악기 분류의 음악사학적 고찰｣12)에서 앞서 언

급한 정화순의 연구에 여러 음악사학적 근거를 추가하여 악학궤범 
악기도설의 악기분류는 악기의 연원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악기(樂器)의 개념이나 의미보다는 악학궤범의 분류법 자

체를 주목한 연구이다.

김영운은 국악개론에서13) 국악기의 분류법을 다루면서 여러 국

악기의 분류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을 언급하는 가운데, 악학궤

범 아부악기 중 둑[纛], 정(旌), 휘(麾), 조촉(照燭) 등은 소리가 나지 

않는 신호용 의물이며 적(翟), 약(籥), 간(干), 척(戚)은 일무에 쓰이는 

무구(舞具)14)라는 언급을 하였다. 

11) 정화순, ｢조선전기 문헌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제15권(온지학회, 

2006).

12) 김종수, ｢악학궤범 악기분류의 음악사학적 고찰｣, 동방학 제16권(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

소, 2009).

13) 김영운의 국악개론은 연구서가 아닌 개론서이다. 이 책에서는 악기분류에 대한 내용에 본 

연구와 관련있는 언급이 있어 선행연구에 소개하였다.

14) 김영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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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은 악학궤범이라는 단일 문헌에서 악기를 분류한 

방법을 고찰한 것으로, 분류법이나 악기의 개념 등에 대한 시대적 변

화는 알 수 없다.

악기 수급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악기제작 관련 의궤에 관한 

연구와 떼어놓을 수 없다. 

김현지는 ｢영조조 편경 제작과정 연구｣15)에서 인정전악기조성청

의궤(1744)의 내용 중 편경 제작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이 연

구는 당시 제작한 여러 악기 중 특히 편경에만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송혜진과 박원모는 악기장16)에서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악기제작 관련 의궤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개만 하였고 현대의 악기제작 모습에 주목하였다.

송지원은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17)에서 악

기제작과 관련한 의궤인 제기악기도감의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를 소개하였다. 그

리고 ｢음악학 연구 사료로서의 의궤｣18)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의궤가 

음악학 연구 사료로서 음악도상학적 연구사료, 왕실행사 재현을 위한 

사료, 음악 사회학적 연구 사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정희는 ｢의궤 소재 악기도 연구｣19)에서 악기도(樂器圖)가 수록되

15) 김현지, ｢영조조 편경 제작과정 연구 -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음악학논

집 제3권(한국음악사학회, 1999).

16) 송혜진·박원모, 악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민속원,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 송

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

17)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23집(국립국악원, 

2011).

18) 송지원, ｢음악학 연구사료로서의 의궤｣, 한국음악사학보 제49권(한국음악사학회, 2012).

19) 이정희, ｢의궤 소재 악기도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49집(한국음악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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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34종의 의궤들에 어떠한 악기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지 정

리하였다. 그러나 시대별로 악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제로 남겨 놓았다.

송혜진은 ｢조선조 왕실악기 수요와 대응의 역사적 전개 양상｣20)에

서 의궤 등에서 악기를 제작 및 수리하게 되는 이유와 대상 악기들을 

다루어 악기 수요와 대응양상을 4시기로 정리하였다. 1시기는 왕실악

기제작의 기반이 조성된 건국 초에서 세종조까지이고, 2시기는 세종

조에 완비된 악기의 결손을 부분적인 증수로 대응한 성종에서 명종 

때까지이고, 3시기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 제향 및 연향의 필요에 최

소한으로 대응한 선조에서 현종때까지이며, 4시기는 다양한 수요에 

안정적으로 악기를 충당한 시기인 숙종 이후에서 조선말까지이다.

한편, 공예 분야의 연구자인 장경희는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2
(2013)21)에서 조선 시대 대부분의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장인들의 

명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물품 수급방식을 개괄

하고 의궤별로 동원된 장인의 명단을 집대성하여 조선 시대 왕실에서 

물품을 제작하는데 매우 많은 장인들이 참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악기 제작 기관, 악기장, 악기도 등에 대한 단편적

인 연구에 그쳐, 악기 수급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 송혜진, ｢조선조 왕실악기 수요와 대응의 역사적 전개 양상｣, 한국음악연구 제54집(한국국

악학회, 2013).

21)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솔과학, 2013);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2(솔과학, 

2013).



- 9 -

3.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제인 조선 시대 ‘악기의 개념’과 ‘악기수급 방식’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악기 관련 문헌과 악기제작 및 수리 관련 의궤들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고에서 살펴볼 악기 및 악기제작·수리 관

련 문헌과 의궤들은 아래와 같다.

시대구분 문 헌 명 편찬년도 규장각번호 국 역 본

15세기
~

17세기

악학궤범 1493년 奎貴1807 국역본(2000년, 국립국악원)22)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년 奎13734 미출판 원고23)

18세기

종묘의궤 1706년 奎14220 국역본(2009년, 한국고전번역원)24)

숙종기해진연의궤 1719년 奎14358 국역본(2001년, 민속원)25)

영조갑자진연의궤 1744년 奎14360 국역본(2017년, 민속원)26)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1744년 奎14264 국역본(2000년, 민속원)27)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1777년 奎14265 국역본(2009년, 국립국악원)28)

사직서의궤 1783년 奎14229 국역본(2011년, 한국고전번역원)29)

경모궁의궤 1784년 奎13632 국역본(2013년, 한국고전번역원)30)

19세기

 이후

사직악기조성청의궤 1803년 奎14266 국역본(2008년, 국립국악원)31)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년 奎14370 국역본(2007년, 민속원)32)

헌종무신진찬의궤 1848년 奎14372 국역본(2007년, 민속원)33)

고종정해진찬의궤 1887년 奎14405 국역본(2008년, 보고사)34)

증보문헌비고 1908년 奎12212 국역본(1994년, 국립국악원)35)

<표 1> 악기와 악기제작·수리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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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1493, 성종24년)은 성현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악서

이다. 서문에는 당시 장악원의 의궤와 악보가 오래되거나 틀려서 그

것을 고치기 위해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악리(樂里)에서 관복까

지 당시 음악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군2년(1610), 효

종6년(1655), 영조19년(1743)에 복각하였다.36)

제기악기도감의궤(1624)는 악기제작과 관련된 의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임진왜란(1592~1598)과 이괄의 난(1624)을 거치면서 

소실된 제기와 악기를 새로 제작한 기록이다.37) 보통 악기도감(樂器

都監)과 같은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물품들을 제작할 때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제기악기도감의궤는 종묘제례·

사직제례·사신접대·진풍정 등 전란이후 혼란함 속에서 여러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기와 악기를 제작한 기록이다.

22)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

23) 제기악기도감의궤는 국역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김종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한 번역 초고와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4)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25)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26)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7)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민속원, 2000).

28)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29) 오세옥·김기빈 옮김, 사직서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2).

30) 오세옥·박헌순 옮김, 경모궁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3).

31)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32)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송방송·김은자·이정희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2(민속원, 2007);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33)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

의궤 권2(민속원, 2007);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34)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35)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

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36)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5~17쪽.

37)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23집(국립국악원, 

2011),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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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궤(1706, 숙종32년)는 종묘의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문헌

이다. 종묘제도와 관련한 문헌은 총 14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그 

중 본 의궤는 세 번째 편찬된 의궤이다.38) 종묘의궤는 총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책에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기해진연의궤(1719, 숙종45년)는 숙종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

해 열린 1719년 9월 28일의 대전진연과 9월 30일의 중궁전진연에 

관련한 기록이다.39) 이 의궤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설이나 

도식은 없다. 권2에서 연주 및 정재 관련한 것은 일방(一房)에 기록해 

놓았다.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영조20년)는 영조가 51세로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경축하여, 1744년 10월 4일과 10월 7일에 거행된 두 

차례의 진연에 관련한 기록이다.40) 이 의궤는 상(上)권과 하(下)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상권뿐이다.41)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 영조2년)는 1744년 10월 14일 밤

에 창덕궁(昌德宮) 인정문(仁政門)의 화재로 불타버린 악기를 새로 제

작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42) 화재로 소실된 악기만을 제작하였으므로 

제작한 악기의 종류는 많지 않으며 도설(圖說)이나 도식(圖式)은 없

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 정조원년)는 정조가 경모궁 제례를 

논한 1776년 4월부터 1777년 6월까지의 기록을 싣고 있는데, 정조

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43)와 그의 비 현경왕후를 기리는 사

38)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39~42쪽.

39)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1쪽.

40)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12~16쪽.

41)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44쪽.

42)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민속원, 2000),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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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 경모궁의 제례에 필요한 악기를 만든 것에 관한 기록이다.44) 다

른 악기제작 관련 의궤들은 파손되거나 소실된 악기들을 제작한 기록

이지만,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는 새로이 제정된 경모궁제례의 제례

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기 일체를 제작한 기록이므로 다른 악기제작 

의궤들에 비해서 악기제작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사직서의궤(1783, 정조7년)는 사직제(社稷祭)45)를 지내기 위해 

정조가 사직서에 머무를 때 사직서의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편찬하도록 한 의궤이다.46) 사직서의궤는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首)에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경모궁의궤(1784, 정조8년)는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

궁에 관한 기록과 의식을 정리한 의궤이다.47) 경모궁의궤는 4권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3, 순조3년)는 1803년 화재로 인해 사직 

악기고 3간에 보유하고 있던 악기와 관복이 불타 새로 제작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48)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악기 중 편종 8매와 

편경 17매를 제작하였다.

순조기축진찬의궤(1829, 순조29년)는 순조의 40세와 즉위 30년

을 경축하기 위해 효명세자(1809~1830)가 왕에게 올린 진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의궤에는 1829년 2월 9일의 외진찬(外進饌), 12일의 내

진찬(內進饌)과 야진찬(夜進饌), 13일의 왕세자회작(王世子會酌), 6월

43) 영조38년(1762) 왕세자가 훙서(薨逝)하자 영조는 그에게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사도

세자라 칭하였다. 정조가 즉위(1776)하면서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란 존호(尊號)를 올려 

이후에는 장헌세자라 칭했다. 오세옥·박헌순 옮김, 경모궁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3), 26쪽.

44)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29쪽.

45) 사직제(社稷祭)는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세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오세옥·김기빈 옮김, 사직서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2), 25쪽.

46) 오세옥·김기빈 옮김, 사직서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2), 26쪽.

47) 오세옥·박헌순 옮김, 경모궁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3), 29~31쪽.

48)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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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의 내진찬과 야진찬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외연과 내연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의궤 중 하나이다. 이 의궤는 권수

(首), 권1, 권2, 권3, 부편(附編)으로 나뉘어 있다.49)

헌종무신진찬의궤(1848, 헌종14년)는 순원왕후(1789-1857)의 

육순을 경축하며 올린 연향에 대한 기록이다.50) 이 의궤에는 1848년 

3월 17일의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내진찬(內進饌)과 야진찬(夜進

饌), 이튿날 19일의 대전회작(大殿會酌)과 야연(夜讌)의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51) 헌종무신진찬의궤는 권수(首), 권1, 권2, 권3으로 나

뉘어져 있다.

고종정해진찬의궤(1887, 고종24년)는 신정왕후(1708-1890)의 

팔순을 경축하며 올린 연향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의궤에는 1887년 1

월 27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내진찬(內進饌)과 야진찬(夜進饌), 

이튿날 28일의 대전회작(大殿會酌)과 야연(夜讌), 29일의 왕세자회작

(王世子會酌)과 야연(夜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52) 고종정해진찬

의궤는 권수(首), 권1, 권2, 권3으로 나뉘어져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 융희2년)는 우리나라 상고 때부터 대한제국

까지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영조46년(1770) 13고(考)

로 분류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는데, 정조14년(1790)년 동국

문헌비고의 오류를 정정한 2차 편찬이 완료되었으나 출간되지 못하

였다. 이후 융희2년(1908)에 기존의 것들을 대폭 보수하여 3차 편찬

본이라 할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가 16고(考) 250권으로 출간되었

다.53) 이 증보문헌비고 중 권90에서 권108까지가 악고(樂考)인데 

49)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1(민속원, 2007), 16~17쪽.

50)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15쪽.

51)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26쪽.

52)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20쪽.

53)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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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고6과 악고7에 악기들이 팔음(八音)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문헌들을 연대별로 나열하며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문헌들은 주로 18세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연대별 연구대상 문헌 

한편, 위의 연구대상 문헌들은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접 악기를 제작하는 것을 기록하여 악기제작을 살펴볼 

수 있는 의궤에는 제기악기도감의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경

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의 4종이다.

두 번째, 진연과 진찬 등의 연향에 관련된 의궤로 숙종기해진연의

궤, 영조갑자진연의궤, 순조기축진찬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 

고종정해진찬의궤의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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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정 제례에 대한 의례와 규칙을 담은 의궤로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의 3종이다. 실제 특정 행사가 치러진 것

에 대해 기록을 한 다른 의궤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의궤인데 이들을 

전형적인 서지형(署志型) 의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54)

마지막으로 기타종류의 문헌으로 악학궤범과 증보문헌비고가 

있다. 악학궤범은 악(樂)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악서(樂書)이

며, 증보문헌비고 중 악고(樂考)는 악(樂)과 관련한 역사를 수록해 

놓은 문헌이다.

4. 연구방법

앞서 살펴본 연구대상의 문헌들을 조사 및 검토하고, 각 문헌들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Ⅱ장에서 ‘악기 개념의 변화’를 밝혀내기 위해 14종의 연구대상 

문헌들에서 악기(樂器) 및 무구(舞具)의 도설(圖說), 도식(圖式), 본문

의 기록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설(圖說)은 악기 개념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이

다. 그림과 설명을 함께 수록한 도설(圖說)은 보통 이론적으로 잘 정

리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55) 다음으로 도식(圖式)은 설명을 제

외하고 하나의 제목 아래 해당 품목의 그림을 수록한 것이다.56) 도설

(圖說)과 도식(圖式)이 없는 문헌들은 본문의 기록 중 악기목록 등을 

살펴봐야 한다.57) 한편, 증보문헌비고는 도설과 도식은 없으나 ‘악

54) 오세옥·김기빈 옮김, 사직서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2), 26쪽.

55) 도설(圖說)을 수록한 문헌은 악학궤범,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이다.

56) 도식(圖式)을 수록한 문헌은 제기악기도감의궤, 순조기축진찬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 
고종정해진찬의궤이다.

57) 도설(圖說)이나 도식(圖式)이 없는 문헌들은 숙종기해진연의궤, 영조갑자진연의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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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樂考) 6’과 ‘악고(樂考) 7’의 본문 전체가 8음(八音)분류에 따른 악

기(樂器) 설명이다. 또한 ‘악고(樂考) 15’는 악무(樂舞)로 무구(舞具)와 

의물(儀物)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관련 악고(樂考)의 본문내용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각 문헌의 도설(圖說), 도식(圖式), 본문 내의 목록

에 등장하는 악기(樂器), 무구(舞具), 의물(儀物) 등의 물품들을 용도

별로 세분58)하여 살펴본 후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악기 개념의 변화

를 살펴 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 ‘악기수급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악기제작 

및 수리 관련 9종 의궤59)의 내용 중 ‘제작 및 수리한 악기의 목록’, 

‘동원된 장인들의 명단’, ‘악기에 쓰인 도구와 자재목록’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겠다. 악기의 목록, 장인들의 명단, 도구와 자재목록은 연구

대상 의궤들의 계사(啓辭), 품목(稟目), 이문(移文), 내관(來關), 감결

(甘結) 등 다양한 문서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대상 의궤들의 

편찬방식과 구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서 필요한 정

보를 선별하고 종합하여야 한다. 문헌별로 추려낸 제작한 악기, 동원

된 장인들, 동원된 도구와 자재들의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악기를 제

작하는 모습을 살펴본 후 이를 시대 순으로 비교 분석하여 악기수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전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증보문헌비고이다.

58) 우선 각 물품들이 연주에 쓰이는 것과 무용(일무 또는 정재)에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것이다. 

연주에 쓰이는 것들을 다시 세분하여 연주용 악기, 연주신호용 악기(축(柷)과 어(敔) 등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악기), 연주신호용 의물(휘(麾)와 조촉(照燭) 등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

려주는 의물)로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무용에 쓰이는 것들을 다시 세분하여 일무용 무구, 일

무신호용 악기(순(錞)·탁(鐲)·요(鐃)·탁(鐸) 등 일무를 할 때 춤을 절제하는데 쓰는 악기), 일무

신호용 의물(둑[纛]·정(旌) 등 일무를 할 때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인도하는 의물), 정재용 

무구, 정재용 악기(대금(大金)·소금(小金) 등 정재를 할 때 쓰이는 악기), 정재용 의물(정재를 

할 때 쓰이는 배경이나 장식 또는 의장 등), 정재용 의상으로 구분할 것이다.

59) 제 Ⅲ장의 연구대상인 9종의 의궤는 악기제작관련 의궤인 제기악기도감의궤, 인정전악기조

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 4종과 진연·진찬관련 의궤인 숙종

기해진연의궤, 영조갑자진연의궤, 순조기축진찬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 고종정해진찬

의궤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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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악기 개념의 변화

본 장에서는 악학궤범(1493) 이후의 악기 관련 문헌 및 악기제작 

관련 의궤들을 중심으로 ‘악기(樂器)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대

략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제 1기는 연주와 일무(佾舞) 또는 

정재(呈才)에 쓰이는 것들을 모두 악기(樂器)라고 지칭한 시기이고, 

제 2기는 연주에 쓰이는 것과 무용에 쓰이는 것이 악기(樂器)와 무기

(舞器)로 구분된 시기이며, 제 3기는 연주에 쓰이는 것 중 소리를 내

지 않는 것은 악기에서 제외되고 무용에 쓰이는 것 중 소리를 내는 

것들이 악기에 포함되어 오늘날의 악기(樂器)개념과 같아지게 된 시

기이다.

1. 악무(樂舞)의 도구[器]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헌은 악학궤범(1493), 

제기악기도감의궤(1624), 종묘의궤(1706), 숙종기해진연의궤
(1719),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의 8종이다. 이들 문헌을 살펴보고 이 

시기의 악기(樂器)라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 악학궤범(1493)의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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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 권6에서 권8에 걸쳐 수록된 악기 및 의물 등은 악학

궤범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권6과 권7에 수록된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악기를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鄕部)로 

분류한 것은 음악의 계통60)에 따른 분류 또는 악기의 연원에 따른 

분류61)로 알려져 있다. 권8에서는 각 정재의물도설(呈才儀物圖說)

들62)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당부악기도설과 향부악기도설의 악기들은 대부분 연주에 쓰

이는 도구인 것과는 다르게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연주용뿐만 아니라 

의물(儀物)과 무구(舞具)에 가까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권8

의 각 정재의물도설에서는 소리를 내는 도구들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

여 악기(樂器)나 정재의물(呈才儀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것 같다.

악학궤범 권6에서 권8에 걸쳐 수록된 악기 및 의물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60) 김영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87쪽.

61) 정화순, ｢조선전기 문헌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제15권(온지학회, 

2006); 김종수, ｢악학궤범 악기분류의 음악사학적 고찰｣, 동방학 제16권(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2009).

62) 악학궤범 권8은 ‘당악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 ‘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說)’, 

‘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 ‘향악정재악기도설(鄕樂呈才樂器圖說)’, ‘둑제소용

[纛祭所用]’의 총 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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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

권6 아부악기도설

특종, 특경, 편종, 편경,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도, 절고, 진고, 축, 어,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적(篴), 부(缶), 훈

(塤), 지(篪), 슬, 금, 둑, 정, 휘, 조촉, 순, 탁, 요, 탁, 

응, 아, 상, 독, 적, 약, 간, 척

권7

당부악기도설
방향, 박, 교방고, 월금, 장고, 당비파, 해금, 대쟁, 아쟁, 

당적, 당피리[唐觱篥], 퉁소[洞簫], 태평소[大平簫]

향부악기도설 현금, 향비파, 가야금, 대금, 소관자, 초적, 향피리[鄕觱篥]

권8

당악정재

의물도설

죽간자, 인인장, 용선, 봉선, 정절, 작선, 미선, 개, 포구

문, 선도반, 금척, 족자

연화대복식도설 합립, 황홍장미, 유소, 결신, 단의, 상, 말군, 대

정대업정재

의물도설

오색단갑, 투구, 검, 창, 궁, 시, 대각, 홍대둑, 소라, 대

고, 소고, 대금(大金), 소금(小金), 황룡대기, 청룡기, 주

작기, 백호기, 현무기, 백기

향악정재

악기도설
아박, 향발, 무고, 동발, 학, 침향산, 지당판

둑제소용 궁시, 검, 창, 간척

<표 2> 악학궤범 악기도설과 의물도설 품목

악학궤범의 악기 분류를 보면 특히 ‘아부악기도설’에 속한 것 중

에는 악기보다는 의물(儀物)이나 무구(舞具)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아부악기에 속해있는 적(翟)·약(籥)과 간(干)·척(戚)은 춤을 출 때 손

에 드는 무구이며, 둑[纛]과 정(旌)은 춤을 출 때 신호를 주는 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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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휘(麾)와 조촉(照燭)은 연주할 때 사용하는 신호용 의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 속해있는 것 중 대금(大金), 

소금(小金)은 소리를 내는 도구들이다.

악학궤범의 악기도설과 의물도설에 수록된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악학궤범시대 ‘악기’의 개념과 오늘날 ‘악기’의 개

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악학궤범의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는 문헌이기에 그림과 함

께 살펴보도록 하겠다.63)

(1) 악학궤범 권6 ‘아부악기도설’소재 물품들의 용도

악학궤범의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연주와 일무에 관련된 것들이 

혼재해 있다. ‘당부악기도설’, ‘당악정재의물도설’과 같이 연주에 사용

된 것들을 악기로, 정재에 사용된 것들을 정재의물로 구분하여 수록

한 것과는 다르게,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음악과 일무에 관한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아부악기도설’에 수록된 품목들을 용도에 따라 자

세히 구분하면 연주용 악기, 연주신호용 악기, 연주신호용 의물, 일무

용 무구, 일무신호용 악기, 일무신호용 의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연주용 악기

‘당부악기도설’이나 ‘향부악기도설’에 수록된 악기들이 대부분 연주

63) 본 장에서 악학궤범의 그림들은 樂學軌範(규장각 소장본, 奎貴1807-v2), 樂學軌範(규장

각 소장본, 奎貴1807-v3)의 것을 사용하였다. ‘奎貴1807-v2’에서는 권6 아부악기도설이 수록되어 

있고, ‘奎貴1807-v3’에서는 권7 당부악기도설, 향부악기도설, 권8 각 정재의물도설이 수록되어 

있다. 원문 이미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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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악기인 것과는 다르게 ‘아부악기도설’에는 다른 용도의 물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연주용 악기를 추려보면 비교적 숫자가 적다. ‘아

부악기도설’의 연주용 악기들은 편종(編鐘), 편경(編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路鼓), 절고(節

鼓), 진고(晋鼓),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적(篴), 

부(缶), 훈(塤), 지(篪), 슬(瑟), 금(琴)으로 전체 46종 중 22종이다.

1) 편종(編鐘), 편경(編磬)

<그림 4>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편종, 편경 

편종(編鐘)은 고대 중국의 악기로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

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64) 제례악 등의 궁중음악의 연주에 쓰이는 대표적인 아악기이

64)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민속원, 2007년), 179~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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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음(八音) 분류로는 금부(金部)에 속하며 16개의 종이 12율 4청

성의 16음을 내는 타악기이다.

편경(編磬)은 편종과 마찬가지로 고려 예종 11년(1116)에 우리나라

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경은 편종과 함께 제례악 등 궁중

음악에 연주에 쓰이는 대표적인 아악기이다. 팔음 분류로는 석부(石

部)에 해당하며 16개의 경석(磬石)으로 12율 4청성의 16음을 내는 

타악기이다.

2)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그림 >5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건고, 삭고, 응고

건고(建鼓)는 여러 북 종류의 악기 중 가장 화려한 북이다. 다른 북 

종류의 악기들이 대부분 사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거나 틀에 걸

려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막대에 꽂혀있는 모양이다. 이 막대는 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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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큰 호랑이(大十字虎)가 지탱하고 있다. 건고는 서 있는 북이라 

하여 입고(立鼓)라고도 한다. 북의 상단에는 2층 건물을 올린 듯한 모

습으로 두 층의 방개(方蓋)를 쌓고 네 방향으로 뻗은 용간(龍竿)에 장

식이 늘어져 있다. 가장 꼭대기에는 연화(蓮花)위에 백로(白鷺)가 장

식되어 있다. 북통에도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삭고(朔鼓)와 응고(應鼓)는 건고와 함께 세트로 배치되는 악기이다. 

삭고와 응고는 모두 틀에 북을 걸어 놓은 형태인데, 이 틀은 네 방향

의 작은 호랑이(小十字虎)가 지탱하고 있다. 삭고는 틀 상단이 봉황과 

해로 장식되어 있고, 응고는 봉황과 달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

이다.

음악이 시작하면 삭고와 응고를 친 후 건고를 쳐서 작은 북이 큰 

북을 인도하는 듯이 연주한다. 삭고나 응고는 건고에 수반되는 부수

적인 북이며, 세 개의 북이 함께 있을 때 음악적인 의미가 완성된

다.65)

3)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路鼓)

<그림 6>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뇌고, 영고, 노고

65)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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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고(雷鼓)는 틀에 원추(圓錐)형 북통 6개를 걸어 놓은 것이다. 총 

북면이 6면으로 천신(天神)에 제사 지낼 때 쓰이며 검은 칠을 한다.

영고(靈鼓)는 틀에 원추형 북통 8개를 걸어 놓은 것이다. 총 북면은 

8면으로 지신(地神)에 지내는 사직제(社稷祭)에 편성되며 노란 칠을 

한다. 

노고(路鼓)는 틀에 두 개의 북을 교차하여 걸어놓은 것이다. 북면은 

모두 4면으로 인귀(人鬼)에 제사를 지내는 선농제(先農祭), 선잠제(先

蠶祭), 우사제(雩祀祭), 문묘제(文廟祭)에 사용되며 붉은 칠을 한다.

이들 악기의 연주와 관련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악학궤범

에서는 진고(晉鼓)와 동시에 친다고 기록66)되어있다. 노고(路鼓)와 

진고(晋鼓)는 음악을 시작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연주신호용 악기로 

볼 수도 있으나 주악(奏樂) 중에도 쓰이기에 연주용 악기로 구분할 

수 있다. 노고(路鼓) 등과 이름이 비슷한 노도(路鼗) 등은 음악이 시

작할 때 사용하기67) 때문에 같은 용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도(路鼗) 등은 주악(奏樂) 중에는 쓰이지 않기에 연주신호용 악기로 

분류하겠다. 문묘제례악 중 노고(路鼓)와 진고(晉鼓)가 주악(奏樂) 중 

사용되는 예는 다음의 악보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74쪽.

67)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76~377쪽.

68) 국립국악원, 아악보 국악전집 제20집(국립국악원, 2009년), 16쪽. 악보는 국립국악원 홈페

이지(http://www.gugak.go.kr)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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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묘제례악 중 응안지악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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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고(節鼓), 진고(晋鼓)

<그림 8>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절고, 진고

절고(節鼓)는 등가에 편성되는 북으로, 절고라는 이름은 음악의 악

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절고는 등가의 시작과 종지(終止)에 쓰이며, 주악(奏樂) 중에도 간간

이 쳐서 헌가의 진고(晋鼓)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69) 한편 진

고가 고려 예종 때 대성아악과 함께 들어온 것과는 다르게 절고는 당

시에 없었다.70)

진고(晋鼓)는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현재 제례악에 쓰이는 북 중 가장 크

다. 각재로 사각형 틀을 짠 받침대 위에 큰 북을 얹어 놓은 모습이다. 

제례악의 아헌(亞獻)에서 진고십통(晉鼓十通) 후 음악을 연주하고, 종

헌(終獻)에서 진고삼통(晉鼓三通) 후 연주를 시작한다.71) 악학궤범
에서는 주악(奏樂) 중에도 간간이 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69)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77~379쪽.

70)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민속원, 2007년), 182쪽.

71)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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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고와 진고는 음악의 시작과 끝에 쓰이기 때문에 연주신호용 악기

로 볼 수도 있으나 주악 중에도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용 악기로 구분

하였다.

5) 관(管), 약(籥), 적(篴), 지(篪)

<그림 9>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관, 약, 적, 지

관(管), 약(籥), 적(篴), 지(篪) 네 종의 악기는 모두 아악의 팔음 중 

죽부(竹部)악기이며 선율을 내는 연주용 악기이다.

관(管)은 오죽(烏竹)을 재료로 만들고, 오죽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 

쌍성(雙聲)이 나게 한다72)고 하는데 외형은 쌍피리처럼 생겼다. 관은 

대성아악과 함께 들어온 악기목록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에도 쓰

이지 않는다.73)

약(籥)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이다. 황죽(黃竹)으로 만드는 관악기로 단소처럼 위 끝

을 도려내어 취구를 만든다. 약은 연주용 관악기인데, 일무(佾舞) 중 

72)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83~385쪽.

73)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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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文舞)에서는 적(翟)과 쌍을 이루어 무구(舞具)로도 쓰인다. 따라

서 약은 연주용 악기인지 일무용 무구인지를 맥락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현재에도 문묘제례악에서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된다.

적(篴)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구조가 약과 거의 같은 악기이다. 길이가 약보다는 

길며 지공의 개수가 다르다. 현재에도 문묘제례악에 쓰인다.

지(篪)는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황죽으로 만드는데 취구에 다른 대나무를 꽂아 넣어 

만든다. 지는 현재에도 문묘제례악에 편성된다.

6) 화(和), 생(笙), 우(竽)

<그림 10>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화, 생, 우

화(和), 생(笙), 우(竽)는 현재 생황(笙簧)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악기

이다.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라로

부터 들어온 악기 중 소생(巢笙), 화생(和笙), 우생(竽笙)이 들어왔다

고 하니 아마도 이들 악기인 것 같다.

화(和), 생(笙), 우(竽)는 원래 팔음 중 포부(匏部)에 속하는 악기이



- 29 -

지만 바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악기인 생황에서는 금속으로 대

체되어 있다. 이 세 악기는 구조는 같지만, 악기의 크기와 관대의 수

가 서로 다르다.

7) 소(簫)

<그림 11>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소

소(簫)는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

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팔음 중 죽부(竹部)에 속하는 관악기이다. 

봉황의 꼬리처럼 생긴 상자에 여러 개의 관대가 나열되어 꽂혀있는 

다관식 악기이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것과 같이 상자의 형태를 봉

황처럼 만든 것을 봉소(鳳簫)라고 하며, 네모난 틀에 관을 끼운 것을 

배소(排簫)라 한다.74) 현재에도 문묘제례악에서 사용된다.

74)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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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缶)

<그림 12>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부

부(缶)는 팔음 중 토부(土部)에 속하는 타악기이다. 부는 흙으로 빚

어 구워 만든 질그릇이며 갈라진 대나무 채로 가장자리를 두드려 소

리를 낸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10명의 연주자가 10개의 서로 다른 

음을 내는 부를 연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질그릇의 두께를 

달리하여 음고를 결정하였다고 한다.75) 그러나 후대엔 한 개의 부를 

연주하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현재에도 문묘제례악에 쓰인다.

9) 훈(塤) 

<그림 13>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훈

75)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92~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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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라로

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팔음 중 토부(土部)에 속하는 관악기이다. 질그

릇을 굽듯이 구워내서 제작한다. 토부악기 중 유일한 선율악기이다.

10) 금(琴), 슬(瑟)

<그림 14>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금, 슬

금(琴)과 슬(瑟)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팔음 중 사부(絲部)악기이다. 현

재에도 문묘제례악에 편성되는 악기인데, 악기의 모습이나 연주보다

는 금슬상화(琴瑟相和)76)라는 말로 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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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瑟)은 당부악기인 아쟁(牙箏), 대쟁(大箏)과 외형은 비슷하다. 그

러나 슬은 현의 수가 25개이며, 악기의 윗면에 단청으로 화려한 무늬

를 그려 놓은 것이 아쟁이나 대쟁의 외형과 다르다.

금(琴)은 안족이나 괘가 없이 자개로 13개의 지판만을 표시해 놓았

다. 이 지판을 휘(徽)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휘금(徽琴)이라고도 불린

다. 의궤에 따라서는 당금(唐琴)으로 불리기도 하며 고금(古琴)이라고

도 한다. 현의 수는 7개이다.

(나) 연주신호용 악기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연주와 관련하여 청각적인 신호를 주는 악기

들이 특히 많이 있는데, 이는 아악이 제례 음악으로서 절차와 규칙이 

엄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주신호용 악기는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악기는 특종(特鐘), 특경(特

磬),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축(柷), 어(敔)의 8종

이다. 이들 연주신호용 악기로 연주를 시작하는 것을 악작(樂作)이라 

하고, 연주를 그칠 때 연주하는 것을 악지(樂止)라 하는데, 제례악 등

가의 악작의 악보77)는 다음과 같다.

76) 금슬상화(琴瑟相和)는 부부의 사이가 돈독함을 뜻한다.

77) 국립국악원, 아악보 국악전집 제20집(국립국악원, 2009년), 15쪽.



- 33 -

<그림 15> 등가악과 헌가악의 악작(樂作)하는 절도

위의 악보에서 등장하는 절고(節鼓)와 노고(路鼓)는 악작樂作)에 쓰

이기 때문에 연주신호용 악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절고(節鼓)와 노고

(路鼓)는 주악(奏樂) 중에도 쓰이므로 연주용 악기로 분류하였다. 절

고(節鼓)와 거의 쓰임이 같은 진고(晉鼓) 그리고 노고(路鼓)와 거의 

쓰임이 같은 뇌고(雷鼓)와 영고(靈鼓)도 같은 이유로 연주용 악기로 

분류하였다.

연주신호용 악기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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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종(特鐘), 특경(特磬)

<그림 16>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특종, 특경

특종(特鐘)은 팔음 분류로는 금부(金部)에 속하며 편종의 종보다 큰 

하나의 종을 틀에 매단 것이다. 특종은 황종음(黃鍾音)을 낸다. 특종

은 편종과는 다르게 고려 시대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전해진 것

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등

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 쓴다고 한다.78)

특경(特磬)은 팔음 분류로는 석부(石部)에 속하며 황종음을 내는 하

나의 경을 틀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특경은 특종과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 만

들어진 악기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특경은 등가에서 음악을 그치

게 하는 데 쓴다고 한다.79)

78)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57~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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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그림 17>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뇌도, 영도, 노도, 도

도(鼗)는 막대에 북을 꽂아서 만든 모양이다. 도의 막대를 비비듯이 

흔들면 북통 좌우의 가죽끈이 북면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도

는 북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북이 한 개 달린 것을 도, 북이 

2개 달린 것을 노도(路鼗), 북이 3개 달린 것을 뇌도(雷鼗), 북이 4개 

달린 것이 영도(靈鼗)라 한다. 북이 한 개 달린 도는 고려시대에는 무

무(武舞)를 인도하는 무구(舞具)로 사용했다80)고 하나, 악학궤범의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詩不用]고 하였다.

노도(路鼗)는 북이 2개 달린 것으로 북면은 모두 4면이다. 인귀(人

鬼)에 제사를 지내는 데 쓰였다고 하며 붉은 칠을 하였다.

79)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60~363쪽.

80)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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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도(雷鼗)는 북이 3개 달린 것으로 북면은 모두 6면이다. 천신(天

神)에 제사를 지내는 데 쓰였다고 하며 검은 칠을 하였다.

영도(靈鼗)는 북이 4개 달린 것으로 북면을 모두 8면이다. 지신(地

神)에 제사를 지내는 데 쓰였다고 하며 노란 칠을 하였다.

뇌도, 영도, 노도는 각각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路鼓)와 짝을 

이루며 거의 같은 문화적 의미를 갖는 악기로 보인다. 단 노도는 주

악(奏樂) 중에는 쓰이지 않으므로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는 연주신호용 악기로 구분하였다.

3) 축(柷)

<그림 18>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축

축(柷)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

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팔음 중 목부(木部)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축은 상단에 구멍을 뚫은 사다리꼴 육면체로 생긴 나무상자이며, 지

(止)라는 나무 채로 절구를 찧듯이 두드려 소리를 낸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몽치[止]로 세 번씩 쳐서 9성(聲)으로 음악을 일으킨다고 한

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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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敔)

<그림 19>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어

어(敔)는 고려 예종 11년(1116)에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송나

라로부터 들어온 아악기로 팔음 중 목부(木部)에 해당하는 악기이다. 

어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 등의 

톱니형태의 서어를 끝이 갈라진 대나무 채인 진(薽)으로 긁어서 소리

를 낸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채로 세 번 긁어서 음악을 그치게 한

다고 한다.82)

(다) 연주신호용 의물

‘아부악기도설’에서 연주와 관련하여 시각적 신호를 주는 의물은 휘

(麾)와 조촉(照燭) 2종이다. 이 둘은 모두 음악을 시작시키거나 그치

게 할 때 쓰는 신호용 의물인데 휘는 일종의 깃발이며, 조촉은 어두

워서 휘가 보이지 않을 때 대신 쓰는 일종의 등불이다. 휘와 조촉은 

악학궤범에서 아부악기도설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연주에 쓰이

81)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79~381쪽.

82)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81~382쪽.



- 38 -

는 도구는 맞지만, 시각적인 신호만을 줄 뿐 소리를 내는 도구는 아

니다. 휘와 조촉은 악학궤범 시대의 악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

는 좋은 예이다.

1) 휘(麾), 조촉(照燭)

<그림 20>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휘, 조촉

휘(麾)는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시작적으로 알려주는 연주신호용 의

물이다. 협률랑(協律郞)이 음악을 시작할 때 휘를 들고 음악이 끝날 

때 휘를 뉘어 시각적 신호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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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83) 휘는 일종의 깃발인데, 깃대

의 상단을 용머리로 장식하고 하늘에 오르는 용을 그린 분홍색 비단

인 훈백(纁帛)을 걸어 놓은 모양이다.

조촉(照燭)은 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야간에 행사가 진행될 경우 

어두워서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휘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조촉을 드

는 것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조촉을 뉘는 것은 음악을 그

치게 하는 것이다. 조촉은 일종의 등불인데, 장대의 끝을 용머리로 장

식하고 붉은 비단으로 등을 만들어 걸고 속에 초를 켠다. 

(라) 일무(佾舞)용 무구(舞具)

‘아부악기설’에는 아악의 춤인 일무(佾舞) 관련한 물품들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연주용 악기들과 섞여서 도설의 후반부에 등장한다. 

일무에 쓰이는 무구는 적(翟)과 약(籥), 간(干)과 척(戚)의 4종이다.

1) 적(翟), 약(籥)

<그림 21>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적, 약

83) 최선아, ｢길례 의식에서의 협률랑 운용 방식 연구｣, 동양음악 제39집(동양음악연구소, 

2016),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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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翟)과 약(籥)은 일무(佾舞)에서 문무인(文舞人)이 손에 들고 있는 

무구(舞具)이다. 문무인(文舞人)은 왼손에 약(籥)을 들고 오른손에 적

(翟)을 든다. 약(籥)은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이며 연주용 악기와 동일

한 것이지만. 적(翟)과 함께 등장한다면 무구(舞具)로 보아야 한다. 일

무에서는 약(籥)을 들고 있을 뿐 연주하지는 않는다. 

2) 간(干), 척(戚)

<그림 22>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간, 척

간(干)과 척(戚)은 일무(佾舞)에서 무무인(武舞人)이 손에 들고 있는 

무구(舞具)이다. 무무인(武舞人)은 왼손에는 간(干)을 들고 오른손에는 

척(戚)을 잡는다.

(마) 일무신호용 악기

일무를 행할 때는 청각적 신호를 주는 여러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연주와 관련된 악기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

는 악기는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

(牘)의 8종이다.



- 41 -

1) 순(錞), 탁(鐲), 요(鐃), 탁(鐸)

<그림 23>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순, 탁, 요, 탁

순(錞)·탁(鐲)·요(鐃)·탁(鐸)은 일종의 종으로 일무(佾舞)와 관련한 

악기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순(錞)은 문무(文舞)가 물러가고 무무

(武舞)가 들어올 때 흔들며 들어오는 것이고, 요(鐃)는 무무를 물리며, 

탁(鐸)으로 무무의 절도를 준다고 한다.84) 탁(鐲)은 일무(佾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 단 탁(鐲)·요(鐃)·

탁(鐸)의 용법도 순(錞)과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용도는 명확

히 구분되지는 않은 것 같다.

순(錞)은 철끈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것이며, 탁(鐲)과 요(鐃)는 

왼손에 악기의 자루를 쥐고 오른손에 퇴(槌)를 잡고 친다. 탁(鐸)은 

양손으로 악기의 자루를 쥐고 흔들어 소리를 낸다.

84)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05~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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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應), 아(雅), 상(相), 독(牘)

<그림 24>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응, 아, 상, 독

응(應)과 독(牘)은 막대처럼 생긴 도구이며, 아(雅)와 상(相)은 일종

의 북이다. 

응(應)은 마치 축(柷)처럼 가운데 몽치가 있다. 응은 무무(武舞)시 

진고(晉鼓)의 북소리와 함께 악생이 몽치자루를 잡고 응(應)을 내려찍

는 것이다.

아(雅)는 무인(舞人)의 춤이 빨라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북이다. 무

무(武舞)시 악생이 양 손으로 아(雅)의 허리끈을 잡고 땅을 다지는 것

이다.

상(相)은 무인((舞人)의 걸음을 절제하는 북이며, 왼손으로 상(相)의 

끈을 잡고 오른손으로 퇴(槌)를 쥐고 북을 치는 것이다.

독(牘)은 무인(舞人)의 춤을 절제하는 도구이며, 양 손으로 독(牘)을 

잡고 땅을 다지듯이 내리 치는 것이다.85)

85)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08~412쪽.



- 43 -

(바) 일무신호용 의물

연주와 마찬가지로 일무(佾舞)를 행할 때도 시각적 신호를 주는 의

물이 있는데 이들은 둑(纛)과 정(旌)과 2종이다.

1) 둑(纛), 정(旌)

<그림 25>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둑, 정

둑(纛)은 휘(麾)와 같이 일종의 깃발인데, 깃대의 상단을 봉황 머리

로 장식하고 하늘에 오르는 용을 그린 분홍색 비단인 훈백(纁帛)을 

걸어 놓은 모양이다. 둑은 두 공인(工人)이 좌우에서 문무(文舞)를 인

도하는 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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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旌)은 둑과 같은 길이의 막대인데, 막대의 상단을 봉황 머리로 

장식하고 모(旄)를 3층으로 붙인 모양이다. 정은 두 공인이 좌우에서 

무무(武舞)를 인도하는 의물이다.

이상 설명한 ‘악부악기도설’의 각 물품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용도별 구분 품목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편종, 편경,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노고, 절고, 진

고, 관, 약, 화, 생, 우, 소, 적, 부, 훈, 지, 슬, 금

신호용 악기 특종, 특경, 뇌도, 영도, 노도, 도, 축, 어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일

무

관

련

일무용 무구 적, 약, 간, 척

신호용 악기 순, 탁, 요, 탁, 응, 아, 상, 독

신호용 의물 둑, 정

<표 3>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악기의 용도별 구분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에 수록된 물품들은 위의 표와 같이 연주

와 관련한 것들과 일무(佾舞)와 관련한 것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연

주와 관련한 것들은 연주용 악기, 청각 신호를 주는 연주신호용 악기, 

시각 신호를 주는 연주신호용 의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무(佾舞)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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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것들은 일무용 무구(舞具), 청각 신호를 주는 일무신호용 악

기, 시각 신호를 주는 일무신호용 의물로 구분할 수 있다. 

‘당부악기도설’에 수록된 당악기나 ‘향부악기도설’에 수록된 향악기

와 같이 ‘아부악기도설’에 수록된 품목들은 모두 아악기로 취급할 수

는 없다. ‘당부악기도설’과 ‘향부악기도설’에는 주로 연주용 악기들이 

수록된 것과는 다르게 ‘아부악기도설’에는 연주용 악기, 연주신호용 

악기, 연주신호용 의물, 일무용 무구, 일무신호용 악기, 일무신호용 

의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의 악기의 개념은 음악과 무용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다.

(2) 악학궤범 권7 ‘당부악기도설’소재 악기들의 용도

‘당부악기도설(唐部樂器圖說)’에 수록된 대부분의 악기의 용도는 연

주용 악기이다. ‘아부악기도설’과는 다르게 정재(呈才)와 관련된 것들

은 뒤에 있는 ‘당악정재의물도설’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부

악기도설’에 수록된 품목들은 모두 연주와 관련된 악기이며, 이 중 신

호용 악기인 박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의 당부악기들은 모두 연주에 

관련된 악기들이기므로 소략하게 설명하겠다.

(가) 연주용 악기

‘당부악기도설’의 대부분의 악기는 연주용 악기이다. 이들 연주용 

악기는 방향(方響), 교방고(敎坊鼓), 월금(月琴), 장고(杖鼓), 당비파(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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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적(唐笛), 당피리[唐觱

篥], 퉁소[洞簫], 태평소[大平簫]가 해당되며 모두 12종이다.

1) 방향(方響)

<그림 26>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방향

방향은 16음의 철편 16개를 나무틀에 고정해 놓은 모습이다. 방향

은 편경이나 편종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당부악기로서 당악과 

향당교주에 쓰였다. 고려시대부터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악학

궤범의 판본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86)

86) 본 장의 방향그림은 樂學軌範(규장각 소장본, 奎貴1807-v3), 0003의 것이다.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366쪽의 방향그림은 받침대 하단의 모습이 다르다. 이와 

관련한 것은 이숙희의 연구가 있다. ｢용도와 연주자세에 따른 국악기의 형태와 그 변화 양상｣, 
국악원논문집 제18집(국립국악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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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방고(敎坊鼓), 장고(杖鼓)

<그림 27>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교방고, 장고

교방고는 고려시대 이후 당악에 편성되어 쓰이던 북이다.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대고(大鼓)나 좌고(座鼓)가 교방고의 쓰임을 대신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7)

장고는 당악과 향악에 두루 쓰이는 악기로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기

에 친숙한 악기이다. 고려시대의 문헌에서도 등장하고 조선시대에도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쓰인 악기이다.

87)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83쪽. 교방고와 좌고에 대한 연구는 김우진과 김

종수의 연구가 있다. 김우진, ｢악기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17집(한국국악학회, 1989); 김종수, ｢교방고(敎坊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

고(小考)｣, 한국음악연구 제48집(한국국악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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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금(月琴),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그림 28>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월금, 당비파, 해금

월금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 완함(阮咸)이 만들었다고 하여 완함이

라고도 불렸는데, 악학궤범을 비롯한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월금으

로 기록되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에는 월금이 등장하지 않는다. 

88)악학궤범에 따르면 월금은 향악에만 쓰이며, 월금을 만드는 법은 

당비파의 것과 같다고 한다.89)

당비파는 향비파와 비교하여 목부분이 꺾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

파라는 이름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비(琵)라 하고 손을 끌어당

이는 것을 파(琶)라 한 것에 유래했다고 한다.90) 고려시대와 조선시

88)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112쪽.

89)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21~422쪽.

90)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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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많으 쓰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다.

해금은 중국의 해(奚)족이 연주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많

이 쓰였다. 해금은 고려사 ｢악지｣에서는 현금이나 가야금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91), 악학궤범에서는 당부악기에 속해있으면서 향악

에만 쓰인다고 기록되어있다.92) 해금은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악기이다.

 

4) 대쟁(大箏), 아쟁(牙箏)

<그림 29>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대쟁, 아쟁

91)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115쪽.

92)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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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예종 14년(1119)에 송(宋)나라 휘종이 보내준 악기 중에는 쟁

이 있었다. 고려사 ｢악지｣에는 15현의 대쟁과 7현의 아쟁을 확인할 

수 있다.93) 두 악기의 외형은 현의 개수만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악학궤범에서는 아쟁의 제작은 쟁과 같다고 하

고, 쟁의 제작은 슬과 같다고 하였다.94) 이 두 악기의 가장 큰 차이

점은 현의 개수와 연주방법이다. 아쟁의 경우 활로 긁어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에는 대쟁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아쟁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5) 당적(唐笛), 당피리[唐觱篥], 퉁소[洞簫], 태평소[大平簫]

<그림 30>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당적, 당피리, 퉁소, 태평소

93)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100쪽.

94)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35,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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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은 악학궤범에 따르면 취공을 제외하고 7개의 구멍이 있는 

악기이다. 대금처럼 옆으로 부는 악기이다.

당피리는 전면에 7개 후면에 1개의 구멍이 있고 관대에 서[舌]를 

끼워 부는 악기이다.

퉁소는 마치 단소처럼 U자형 취구에 입김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악

기로 대금처럼 갈대 속청[葭莩]을 붙이고 분하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널리 쓰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북청사자놀음의 반주음악에 쓰인다.95)

태평소는 원래 군영에서 쓰던 악기로 ‘호적(胡笛)’, ‘날라리’, ‘쇄납

(鎖納)’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에도 궁중음악, 농악, 불교음악 등

에 널리 쓰이고 있다.96)

(나) 연주신호용 악기

‘당부악기도설’에 수록된 악기 중 신호용 악기는 박(拍) 1종이다.

1) 박(拍)

<그림 31>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박

95)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06쪽.

96)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152~155쪽.



- 52 -

악학궤범에 따르면 박(拍)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거나 악절을 구

분할 때 치고, 음악의 끝을 알릴 때 급하게 친다고 하며, 당악(唐樂)

과 향악(鄕樂)에 모두 쓰인다고 하였다.97) 박을 연주하는 사람을 ‘집

박(執拍)’이라 하는데 녹색의 옷을 입고 모라복두(帽羅幞頭)를 쓴다. 

오늘날 집박은 보통 악단의 수장(首長)이 맡는다.98) 박은 관현합주나 

궁중정재 그리고 제례악등의 시작과 종지, 장단과 춤사위의 전환을 

알려주는 연주신호용 악기이다. 

‘당부악기도설’에 수록되어있는 악기들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용도별 구분 품목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방향, 교방고, 월금, 장고, 당비파, 해금, 대쟁, 아쟁, 당적, 

당피리, 퉁소, 태평소

신호용 악기 박

<표 4>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악기의 용도별 구분

97)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19~420쪽.

98) 송혜진, 한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6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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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학궤범 권7 ‘향부악기도설’소재 악기들의 용도

‘향부악기도설(鄕部樂器圖說)’에는 현금(玄琴), 향비파(鄕琵琶), 가야

금(伽倻琴), 대금(大笒),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향피리[鄕觱篥] 

총 7종의 악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연주용 악기로 볼 수 

있으며 개별적인 악기들의 설명은 생략하겠다.

(가) 연주용 악기

1) 현금(玄琴), 향비파(鄕琵琶), 가야금(伽倻琴)

<그림 32>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 현금, 향비파, 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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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大笒),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향피리[鄕觱篥]

<그림 33>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 대금, 소관자, 초적, 향피리

‘향부악기도설’에 수록된 악기들은 모두 연주용 악기로 볼 수 있다.

용도별 구분 품목

연주
관련

연주용 악기 현금, 향비파, 가야금, 대금, 소관자, 초적, 향피리

<표 5>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 악기의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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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학궤범 권8 소재 정재관련 물품들의 용도

악학궤범 권8에는 정재(呈才)와 관련한 의물 및 악기에 대한 도

설(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악학궤범 권8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당악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 ‘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

說)’, ‘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 ‘향악정재악기도설

(鄕樂呈才樂器圖說)’, ‘둑제소용[纛祭所用]’의 총 5개 항목으로 구분되

어 있고 이들 항목에는 모두 정재(呈才)와 관련한 물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정재관련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정재용 의물, 정재

용 의상, 정재용 악기의 3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어떠

한 품목들이 수록되어있는지 살펴보겠다.

(가) ‘당악정재의물도설’의 정재용 의물

‘당악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에 수록되어있는 물품들은 모

두 정재용 의물이다. 죽간자(竹竿子), 인인장(引人仗), 용선(龍扇), 봉

선(鳳扇), 정절(旌節), 작선(雀扇), 미선(尾扇), 개(蓋), 포구문(抛毬門), 

선도반(仙桃盤), 금척(金尺), 족자(簇子) 총 12종 의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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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간자(竹竿子), 인인장(引人仗), 정절(旌節), 개(蓋)

<그림 34> 악학궤범 당악정재의물도설 죽간자, 인인장, 정절, 개

2) 용선(龍扇), 봉선(鳳扇), 작선(雀扇), 미선(尾扇)

<그림 35> 악학궤범 당악정재의물도설 용선, 봉선, 작선, 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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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구문(抛毬門), 선도반(仙桃盤)

<그림 36> 악학궤범 당악정재의물도설 포구문, 선도반

4) 금척(金尺), 족자(簇子)

<그림 37> 악학궤범 당악정재의물도설 금척, 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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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화대복식도설’의 정재용 의상

‘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說)’에 속한 물품들은 모두 정재용 의

상에 속한다. 합립(蛤笠), 황홍장미(黃紅薔薇), 유소(流蘇), 결신(結紳), 

단의(丹衣), 상(裳), 말군(襪裙), 대(帶) 총 8종의 정재용 의상이 수록

되어 있다. 이 정재용 의상들은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악기의 개념과

는 관련이 없다.

(다) ‘정대업정재의물도설’ 소재 물품들의 용도

‘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에 수록되어있는 물품들

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정재용 의상, 정재용 악기, 정재용 의물 3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정대업정재(定大業呈才)는 정대업지무(定大業之

舞)로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정재(呈才)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 속한 

것들은 모두 군대에서 쓰이는 물품들이다. 이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정재용 의상

정재용 의상은 오색단갑(五色段甲)과 투구[胄] 2종이다. 정재용 의

상은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악기의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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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악학궤범 정대업정재의물도설 오색단갑, 투구

2)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정재용 무구

정재용 무구는 검(劍), 창(槍), 활[弓] 3종이다. 활의 설명 중에는 

화살(矢)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기에 내용상 검, 창, 궁, 

시의 4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9> 악학궤범 정대업정재의물도설 검, 창, 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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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정재용 악기

정재용 악기는 대각(大角), 소라[螺], 대고(大鼓), 소고(小鼓), 대금

(大金), 소금(小金) 모두 6종이다. 이들은 모두 군영(軍營)에서 사용하

는 취타악기(吹打樂器) 들이다.99)

가) 대각(大角), 소라[螺]

<그림 40> 악학궤범 정대업의물도설 대각, 소라[螺]

대각(大角)은 은(銀)으로 두드려 만든 관악기로, 소각(小角)의 제

(制)도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100) 대각(大角)과 소각(小角)은 크기만 

다른 것 같다. 한편, 나발[喇叭]은 동(銅)으로 만든 악기인데 동(銅)으

로 제작한 각(角)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나발과 각은 거의 같

은 구조의 악기이며 그림 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101) 나발은 

군영(軍營)에서 신호와 행진에 사용한 악기이다.

99)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48~50쪽.

100) “大角一○小角五制同.”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97쪽.

101)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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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螺]는 나각(螺角)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각은 군영(軍

營)에서 훈련과 행군에 쓰였다고 하는데, 고구려 시대부터 쓰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102)

나) 대고(大鼓), 소고(小鼓)

<그림 41> 악학궤범 정대업의물도설 대고, 소고

대고(大鼓)와 소고(小鼓)는 군영(軍營)에서 쓰이는 악기로 악학궤

범에서는 나무로 만든 북통에 소가죽[牛皮]을 써서 만든다고 한

다.103) 

다) 대금(大金), 소금(小金)

<그림 42> 악학궤범 정대업의물도설 대금, 소금

102)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146~149쪽.

103)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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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大金)과 소금(小金)은 악학궤범에서 제(制)가 같다고 했

다.104) 그러나 그저 크기만 다른 악기는 아니다.

대금(大金)은 놋쇠[鍮鐵]로 만들고, 퇴(槌)는 녹피(鹿皮)를 말아서 

쓴다. 대금(大金)은 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금(小金)은 용머리가 있는 손잡이에 몸체를 걸어 놓은 모양이며, 

퇴(槌)는 나무로 만든다. 소금(小金)은 꽹과리 또는 불교에서 쓰이는 

광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105)

4)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정재용 의물

정재용 의물은 홍대둑[紅大纛], 황룡대기(黃龍大旗), 청룡기(靑龍

旗),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현무기(玄武旗), 백기(白旗) 등이

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라) ‘향악정재악기도설’ 소재 물품들의 용도

‘향악정재악기도설’에는 정재용 악기, 정재용 의상, 정재용 의물 3

종류의 물품들이 수록되어있다.

1) ‘향악정재악기도설’의 정재용 무구

정재용 무구는 아박(牙拍), 향발(響鈸), 무고(舞鼓), 동발(銅鈸) 모두 

4종이다. 이들은 모두 소리를 내는 악기로도 볼 수 있으나, 악학궤

104) “大金一○小金五制同.”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년), 500쪽.

105)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156~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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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서는 악기명을 제목으로 하는 정재(呈才)에 쓰이는 무구(舞具)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악기라고 봐도 무방

하다.

<그림 43> 악학궤범 향악정재악기도설 아박, 향발, 무고, 동발

아박(牙拍)은 원래 상아(象牙)로 만드는데, 소뼈[牛骨]이나 사슴뿔

[鹿角]으로 만들기도 한다. 

향발(響鈸)은 놋쇠[鍮鐵]로 만들고 동발(銅鈸)과 모양은 같게 생겼

지만 크기가 더 작다.

무고(舞鼓)는 대고(大鼓)를 틀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다. 궁중정재인 

‘무고(舞鼓)’를 출 때 쓰이는 무구이다.

동발(銅鈸)은 향발(響鈸)과 같이 놋쇠[鍮鐵]로 만들고, 향발(響鈸)과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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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악정재악기도설’의 정재용 의상

정재용 의상은 학(鶴) 1종이다.

<그림 44> 악학궤범 향악정재악기도설 학

3) ‘향악정재악기도설’의 정재용 의물

정재용 의물은 침향산(沈香山), 지당판(池塘板) 2종이다.

<그림 45> 악학궤범 향악정재악기도설 침향산, 지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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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둑제소용(纛祭所用)’의 정재용 무구

‘둑제소용纛祭所用)’에 수록된 물품들은 모두 정재(呈才)용 무구(舞

具)이다. 이들은 궁시(弓矢), 검(劍), 창(槍), 간척(干戚)이다. 

<그림 46> 악학궤범 둑제소용 궁시, 검, 창, 간척

위 <그림 46>의 도식 중 간척(干戚)은 그림이 없고 “상견(上見)”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의 악학궤범 권6 ‘아부악기도설’의 간

(干)과 척(戚)을 참조하라는 의미이다. ‘아부악기도설’은 <그림 2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둑제소용’의 궁시, 검, 창은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검, 창, 궁, 시

와 같은 정재용 무구이다. 또한 간척은 ‘아부악기도설’의 무무(武舞)에 

쓰이는 일무(佾舞)용 무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둑제

소용’의 간척은 정재용 무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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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 권8에 수록되어있는 정재 관련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용도 품목

당악정재의물도설 정재용 의물
죽간자, 인인장, 용선, 봉선, 정절, 작선, 미선, 

개, 포구문, 선도반, 금척, 족자

연화대복식도설 정재용 의상 합립, 황홍장미, 유소, 결신, 단의, 상, 말군, 대

정대업정재

의물도설

정재용 의상 오색단갑, 투구[冑]

정재용 무구 검, 창, 궁, 시

정재용 악기 대각, 라, 대고·소고, 대금(大金)·소금(小金)

정재용 의물
홍대둑, 황룡대기·청룡기·주작기·백호기·현무기·

백기

향악정재악기도설

정재용 무구 아박, 향발, 무고, 동발

정재용 의상 학

정재용 의물 침향산, 지당판

둑제소용 정재용 무구 궁시, 검, 창, 간척

<표 6> 악학궤범 권8 정재물품의 용도별 구분

‘당악정재의물도설’에서는 제목과 일치하게 모두 정재용 의물만 수

록되어있다. ‘연화대복식도설’에서도 제목과 일치하게 모두 정재용 의

상만 수록되어있다.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는 의물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정재용 의상, 정재용 악기, 정재용 의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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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대각, 소라, 대고, 소고, 대금(大金), 소금(小金) 등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정재의물로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향악정

재악기도설’에는 악기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정재용 무구, 정재용 의

상, 정재용 의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재용 무구인 아박, 향발, 

무고, 동발은 개별적으로 보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재에 쓰이는 무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상에 속

하는 학과 의물에 속하는 침향산, 지당판을 ‘향악정재악기’리는 제목

으로 묶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둑제소용’의 물품들은 모두 정재용 

무구이다.

(5) 악학궤범의 악기(樂器),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

악학궤범은 나름의 악기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악학궤범에

서는 우선 악기들을 계통에 따라 아부·당부·향부악기로 나누어 권6과 

권7에 수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재와 관련된 것들을 각 정재별로 

권8에 수록하였다.

악학궤범 권6의 ‘아부악기도설’에서는 악기도설(樂器圖說)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의물과 무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편 권7의 ‘당부악기도설’과 ‘향부악기도설’은 연주와 관련된 악기들만

을 수록하여 ‘아부악기도설’과 구분된다. 

악학궤범 권8에서는 ‘당악정재의물도설’에 정재용 의물들이 수록

되어있고, ‘연화대복식도설’에서는 정재용 의상들이 수록되어있다. ‘정

대업정재의물도설’에서는 의물도설(儀物圖說)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정재에 쓰이는 악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악정재악기도설’에서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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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설(樂器圖說)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정재용 의상과 정재용 의물

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둑제소용’에서는 정재용 무구가 수록되어

있다.

악학궤범의 도설 중 제목과는 다른 분류의 물품들을 혼재해 수록

하고 있는 항목은 ‘아부악기도설’, ‘정대업정재의물도설’, ‘향악정재악

기도설’이다. 이들 항목에서 여러 분류의 물품들이 혼재해 수록되어있

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악학궤범 나름의 악기 

분류체계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악학궤범에서 ‘악(樂)’의 의미가 

연주와 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악무(樂舞)를 뜻하기 때문이다.

악학궤범에서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의 분류체계를 권6, 권7, 

권8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우선 음악의 계통을 아부·당부·향부로 나

눈 후, 아부(雅部)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은 연주와 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권6 ‘아부악기도설’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당부(唐部)와 

향부(鄕部)는 연주와 무용을 구분하여 당부에서 연주와 관련된 물품

들은 권7 ‘당부악기도설’에 수록하고, 향부에서 연주와 관련된 품목들

은 권7 ‘향부악기도설’에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부(唐部)와 향부

(鄕部)에서 무용과 관련된 품목들은 권8에 쓰임새별로 수록하였다. 이

러한 악학궤범의 독특한 악기(樂器) 또는 악무기(樂舞器) 분류와 수

록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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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樂)

1. 악(樂)을 계통별로 구분

아부 당부 향부

2. 각 계통별 악을 연주관련과 무용관련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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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악학궤범의 악기(악무기)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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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는 악학궤범 권6, 권7, 권8에 한정하여 악기(악무기) 

분류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권6 ‘아부악기도설’은 연주와 일무(佾

舞)관련 도구들이 혼재되어 있다. 권7 ‘당부악기도설’과 ‘향부악기도

설’에는 연주관련 악기만 등장한다. 권8에는 정재(呈才)관련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대각(大角), 소라[螺], 대고(大鼓), 소고(小鼓), 대금

(大金), 소금(小金)과 같은 정재용 악기들과 아박(牙拍), 향발(響鈸), 

무고(舞鼓), 동발(銅鈸)과 같이 소리를 내는 정재용 무구들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악학궤범에서는 ‘악기(樂器)’라는 의미는 때로는 연주

와 무용에 쓰이는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106)이기도 하며 때로는 

연주용 악기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제기악기도감의궤(1624)의 악기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는 담당 업무에 따라 1방, 2방, 3방으로 나

누어 기록하였는데 1방은 ‘제기와 주종[祭器及鑄鐘]’을, 2방은 ‘제복

과 의장[祭服及儀仗]’을, 3방은 ‘악기와 의장[樂器及儀仗]’을 각각 담

당하였다.107) 각 방의 마지막 부분에는 도식을 수록하여 놓았다. 제

복과 의장을 담당한 2방을 제외하고 1방과 3방의 마지막에 수록된 

도식(圖式)108)에서 연주 및 무용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6)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에서 악기(樂器)의 개념은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器]를 뜻한

다.

107) “都廳分房 一房 祭器及鑄鐘, 二房 祭服及儀仗, 三房 樂器及儀仗.”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13a.

108) 1방의 도식은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34a~036b에 수록되어 있으

며, 3방의 도식은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89a~092b에 수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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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109)

1방의 도식 주종(鑄鐘)110)

3방의 

도식111)

주렴(朱簾) 大12부·中1부·小1부, 봉선(鳳扇) 2부, 죽간자(竹竿子) 2

부, 인인장(引人仗) 2부, 용선(龍扇) 2부, 작선(雀扇) 2부, 정절(旌

節) 8부, 미선(尾扇) 2부, 당비파(唐琵琶) 14부, 현금(玄琴) 5부, 

아박(牙拍) 1부, 향발(響鈸) 8쌍, 방향(方響) 5부, 당적(唐笛) 4부, 

장고(杖鼓) 10부, 박(拍) 5부, 가야금(伽倻琴) 8부, 향비파(鄕琵琶) 

2부, 무고(舞鼓) 5부, 피리[觱篥] 6부, 포구락구문(抛毬樂毬文) 1

부, 아쟁(牙箏) 1부, 금(笒)112) 3부, 해금(奚琴) 2부, 족자(簇子) 1

부, 금척(金尺) 1부, 헌선도은반구(獻仙桃銀盤具) 1113), 탁자(卓子) 

1부, 개(蓋) 黃1부·紅2부黑2부, 태평소[大平簫] 2부, 합립(蛤笠) 2

부, 황홍장미(黃紅薔薇) 2부

<표 7> 제기악기도감의궤 도식의 악기 품목

109) 제기악기도감의궤는 실제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한 내역을 수록한 문헌이기 때문에 각 품

목별로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렇게 실무를 기록해 놓은 문헌은 숙종기

해진연의궤, 영조갑자진연의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

기조성청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 고종정해진찬의궤이다. 반면 악학궤범,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각 품목별로 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하에서는 각 문헌별로 등장하는 품목들은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표에 기록하되 용도별로 분류

하여 정리한 표에서는 수량의 기록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110) 주종(鑄鐘)의 그림은 종(鐘)만 그려놓았고 율명(律名)이나 수량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祭器

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35b.

111) 3방의 도식에는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문헌 중 도식에 수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기악기도감의궤가 유일하다. 악기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에는 수량이 필요없지만 원문

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량을 표기하였다.

112) 금(笒)은 대금(大笒)인지 중금(中笒)인지 소금(小笒)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113) 헌선도은반구에는 숫자만 기록되어있을 뿐 단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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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기악기도감의궤 1방 도식의 악기

1방에서는 쇠로 주조하여 만드는 제기, 놋쇠를 두드려 만드는 제

기, 그리고 기타 목재로 만든 제기들이 주로 수록되어있다. 이 중 유

일하게 악기인 것은 주종(鑄鐘)이다. 3방이 악기를 담당했음에도 주종

이 1방에 속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추측은 

종을 만드는 주조(鑄造)라는 제작법이 다른 금속제 제기를 만드는 법

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기악기도감의 각 방별 임무 배분은 1차

로 제기, 제복, 악기로 나누고 주종의 경우 제작법상 다른 악기보다도 

제기의 제작법과 유사하기에 1방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

째 추측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3방에서 담당한 악기와 의물들이 모두 

당악기, 향악기, 당악정재의물, 향악정재의물 등이기 때문에 아악기에 

해당하는 주종은 격을 올려서 제기들과 함께 제작하였을 것이라는 추

측이다. 이 의궤에서 유일한 아악기는 종(鐘)뿐이기 때문이다.

(2)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악기와 의물

3방의 도식에서는 악기와 의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용

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연주용 악기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도식 중 연주용 악기들은 악학궤범 기

준으로 당악기와 향악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순서를 두고 

도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당악기와 향악기가 뒤섞여 있다.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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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악기에 해당하는 악기들은 당비파, 현금, 방향, 당적, 장고, 가야

금, 향비파, 피리, 아쟁, 금(笒), 해금, 태평소[大平簫] 등 12종이다. 

피리의 경우 당피리인지 향피리인지 구분은 되어있지 않다. 금(笒)의 

경우도 대금인지 중금인지 소금인지 특별한 구분은 없다.

(나)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연주신호용 악기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도식 중 연주신호용 악기는 당악기에 해

당하는 박(拍) 1종이다.

(다)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정재용 무구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도식 중 정재용 무구(舞具)는 아박(牙

拍), 향발(響鈸), 무고(舞鼓) 3종이다. 이들은 모두 악학궤범에서 

‘향악정재의물(鄕樂呈才儀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정재용 의물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도식 중 정재용 의물은 주렴(朱簾), 봉선

(鳳扇), 죽간자(竹竿子), 인인장(引人仗), 용선(龍扇), 작선(雀扇), 정절

(旌節), 미선(尾扇), 포구락구문(抛毬樂毬文), 족자(簇子), 선도반(仙桃

盤), 금척(金尺), 탁자(卓子), 개(蓋) 등 14종이다. 이들 중 주렴과 탁

자를 제외하면 모두 악학궤범에서 ‘당악정재의물(唐樂呈才儀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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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의 정재용 의상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도식 중 정재용 의상은 합립(蛤笠), 황홍

장미(黃紅薔薇) 2종이다. 이들은 모두 악학궤범에서 ‘연화대복식(蓮

花臺服食)’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있는 도식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3방

樂

器

及

儀

仗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당비파, 현금, 방향, 당적, 장고, 가야금, 향비파, 피

리[觱篥], 아쟁, 금(笒), 해금, 태평소

신호용 악기 박

정

재

관

련

정재용 무구 아박, 향발, 무고

정재용 의물
주렴, 죽간자, 봉선, 인인장, 용선, 정절, 작선, 미선, 

포구락구문, 족자, 선도반, 금척, 탁자, 개

정재용 의상 합립, 황홍장미

<표 8>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 품목의 용도별 구분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 유일한 아악기인 주종은 1방에 수록되어있

다. 그리고 악학궤범기준으로 당악기의 일부, 향악기의 일부, 당악

정재의물의 일부, 향악정재의물의 일부, 연화대복식의 일부에 해당하

는 품목들이 3방의 도식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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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묘의궤(1706)의 악기

종묘의궤 1책에서는 ‘종묘제기도설(宗廟諸器圖說)’, ‘종묘등헌가악

기도설(宗廟登軒架樂器圖說)’, ‘정대업지무의물도설(定大業之舞儀物圖

說)’, ‘제복도설(祭服圖說)’에 제기, 악기, 의물, 제복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이 중 악기와 의물이 등장하는 ‘종묘등헌가악기도

설’114)과 ‘정대업지무의물도설’115)에 수록되어 있는 물품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항목 품목

종묘등헌가

악기도설

편종, 편경, 특종, 특경, 노고, 노도, 절고, 진고, 축과 지, 어와 진, 

생, 관, 우, 화, 지, 훈, 둑, 휘, 우와 약, 조촉, 방향, 교방고, 장고, 

박, 월금, 해금, 현금, 가야금, 당비파, 향비파, 대쟁, 아쟁, 당적, 

대금(중금,소금制同), 퉁소[洞簫], 피리[觱篥], 태평소

정대업지무

의물도설

검, 창, 궁, 시, 소고(小鼓), 대금(大金), 소금(小金), 백기(청황백흑

기制同), 대고(大鼓), 대각, 홍대둑, 나각[螺], 황룡대기, 청룡대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

<표 9> 종묘의궤 악기와 의물 도설 품목

위의 ‘종묘등헌가악기도설’과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는 당시 쓰

이는 것들에는 ‘시용(時用)’, 당시 쓰이지 않는 것들에는 ‘금즉불용(今

114)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128~148쪽; 宗廟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20-v1) 0057~0078.

115)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149~156쪽; 宗廟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20-v1), 0079~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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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不用)’이라는 글자가 물품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116) ‘종묘

등헌가악기도설’에서는 노고, 생, 관, 우, 화, 교방고, 월금, 대쟁이 ‘금

즉불용’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금즉불용’인데, 당시에 ‘시용’으로 표시되어있는 것들은 검, 

창, 궁, 시, 대금(大金), 소금(小金)뿐이다. 이는 악학궤범(1493)시기

의 정대업정재와 비교하여, 종묘의궤(1706)가 편찬될 당시에는 의

물들의 사용여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악기도설에서 축(柷)과 지(止), 어(敔)와 진(籈)은 악기의 제목

에 악기를 연주하는 채의 이름도 병기되어 있다.117)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는 채인 지와 진은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종묘의궤의 ‘등가헌가악기도설’과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등장

하는 각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의 연주용 악기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악학궤범의 아악부악기, 당부악기, 향

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이 함께 등장한다.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악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는 아부악기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부터

는 대략적으로 당부악기와 향부악기 순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향부악

기인 현금 이후부터는 당비파, 대쟁, 아쟁 등의 당부악기가 다른 향부

악기와 섞여서 등장한다.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등장하는 연주용 

악기들은 편종, 편경, 노고, 절고, 진고, 생, 관, 우, 화, 지, 훈, 방향, 

116)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금즉불용(今則不用)이 붙은 품목은 노고, 생, 관, 우, 화, 교방고, 

월금, 대쟁이다.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금즉불용(今則不用)이 붙은 품목은 소고, 백기, 대고, 

대각, 홍대둑, 나각, 황룔대기, 청룡대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이다.

117) 宗廟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20-v1),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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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고, 장고, 월금, 해금, 현금, 가야금, 당비파, 향비파, 대쟁, 아쟁, 

당적, 대금, 퉁소[洞簫], 피리[觱篥], 태평소의 27종이다.

이 중 피리의 도식에는 8개의 구멍(앞에 7개, 뒤에 1개)이 있으나, 

도설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당피리는 9개의 구멍이 있고 향피리는 

8개의 구멍이 있다.’118)는 설명이 수록되어있다.

연주용 악기는 총 26종인데 이중 피리를 당피리와 향피리 모두로 

본다면, 도설에 등장하는 악기 중 아부악기는 10종이며 당부악기는 

12종 향부악기는 5종이다. 악학궤범의 ‘당부악기도설’에 포함된 모

든 당부악기가 수록되어있으며, ‘향부악기도설’에 포함된 악기 중 소

관자와 초적을 제외한 악기들이 모두 수록되어있다. 박의 경우 당부

악기로서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 등장하지만 연주신호용 악기로 분류

하여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2)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의 연주신호용 악기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등장하는 신호용 악기는 모두 6종으로 

특종, 특경, 노도, 축, 어, 박이다. 이 중 박은 당부악기이며 나머지 5

종은 모두 아부악기이다. 이들은 모두 음악의 시작 또는 끝을 알려주

는 신호용 악기이다.

(3)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의 연주신호용 의물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등장하는 신호용 의물은 휘와 조촉으로 

모두 아부악기이다. 휘와 조촉은 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물이다.

118) ‘唐觱篥九竅鄕觱篥八竅’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147쪽; 宗廟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20-v1),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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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의 일무용 무구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등장하는 일무용 무구는 우(羽)와 약(籥)

이 있다. 이들은 모두 아부악기에 속한 무구(舞具)인데 악학궤범에

서는 우(羽)가 아닌 적(翟)이다. 적(翟)은 꿩의 깃으로 치우(雉羽)와 

같다.119) 악학궤범과 종묘의궤의 약(籥)은 지공이 세 개인 것으

로 비슷한 모양이며, 적(翟)과 우(羽)도 거의 같은 모양이다. 우와 약

은 문무인(文舞人)이 들고 춤을 추는 무구(舞具)인데 무무인(武舞人)

이 들고 추는 간(干)과 척(戚)은 종묘의궤｣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림 48> 악학궤범의 적·약, 종묘의궤의 우·약 

(5)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의 일무신호용 의물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서 등장하는 일무관련 신호용 의물은 둑(纛) 

1종이다. 이 둑은 일무 시 문무(文舞)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

시 무무(武舞)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정(旌)은 종묘의궤에서 등장

하지 않는다.

119) 선종순 옮김, 종묘의궤 1(한국고전번역원, 2009), 139쪽; 宗廟儀軌(규장각 소장본, 奎

14220-v1), 006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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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대업지무의물도설’의 정재용 악기

우선 종묘의궤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등장하는 품목은 악학

궤범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서 정재용 의상인 오색단갑과 주(冑, 투

구)를 제외한 품목과 일치한다.

 ‘정재업지무의물도설’에서 등장하는 정재용 악기는 소고(小鼓), 대

금(大金), 소금(小金), 대고(大鼓), 대각(大角), 소라[螺, 나각]이다. 이

는 악학궤범과 일치한다.

(7) ‘정대업지무의물도설’의 정재용 무구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등장하는 정재용 무구는 검, 창, 궁, 시 4

종이며 모두 악학궤범과 일치한다.

(8) ‘정대업지무의물도설’의 정재용 의물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등장하는 정재용 의물은 백기, 홍대둑, 

황룡대기, 청룡대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의 7종이며 마찬가지로 
악학궤범과 일치한다.

종묘의궤의 ‘종묘등헌가악기도설’과 ‘정대업지무의물도설’의 각 

품목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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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종묘등헌가

악기도설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편종, 편경, 노고, 절고, 진고, 생, 관, 우, 화, 

지, 훈, 방향, 교방고, 장고, 월금, 해금, 현금, 

가야금, 당비파, 향비파, 대쟁, 아쟁, 당적, 대

금, 퉁소[洞簫], 피리(당피리, 향피리), 태평소

신호용 악기 특종, 특경, 노도, 축, 어, 박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일
무
관
련

일무용 무구 우와 약

신호용 의물 둑

정대업지무

의물도설

정

재

관

련

정재용 악기
소고(小鼓), 대금(大金), 소금(小金), 대고(大鼓), 

대각(大角), 소라[螺, 나각]

정재용 무구 검, 창, 궁, 시

정재용 의물
백기, 홍대둑, 황룡대기, 청룡대기, 주작기, 백

호기, 현무기

<표 10> 종묘의궤 도설 품목의 용도별 구분

종묘의궤의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은 악학궤범 권6과 권7의 ‘아

부악기도설’, ‘당부악기도설’, ‘향부악기도설’의 내용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 당부악기는 모두 수록되어있고, 향부악기는 소관자와 초적을 제

외하고 모두 수록되어있다. 아부악기의 경우 악학궤범의 아부악기 

중 건고, 삭고, 응고, 약, 소, 적, 부, 슬, 금, 뇌고, 영고, 뇌도, 영도, 

도, 간·척, 순, 탁, 요, 탁, 응, 아, 상, 독, 정 등을 제외하고 수록되었

다. 그러나 ‘종묘등가헌가도설’에 수록된 아부악기는 연주 관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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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무 관련한 것이 혼재하여 수록되어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종묘의궤의 ‘종묘등헌가악기도설’은 악학궤범 권6에서 권7에 걸친 

악기도설의 수록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종묘의궤의 ‘정대업지무의물도설’은 악학궤범 권8의 ‘정대업정

재의물도설’에서 정재용 의상인 오색단갑과 투구[胄]를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그대로 수록 되어있다.

종묘의궤는 악학궤범의 악기도설에서 계통에 따른 분류를 생략

하고 그대로 ‘종묘등헌가악기도설’에 수록하였고, 악학궤범 ‘정대업

정재의물도설’에서 의상만을 제외한 채 그대로 ‘정대업지무의물도설’

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악기의 범위나 악기의 개념을 논할 때 종묘

의궤(1706)는 악학궤범(1493)과 비교하여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

라. 숙종기해진연의궤(1719)의 악기

숙종기해진연의궤 권2에서 연주 및 정재 관련한 기록은 일방(一

房)에 전한다. 일방의 품목질(稟目秩) 중 기해년 9월 초6일 후록에 진

연 관련하여 전에 진배[前排]한 내역이 ‘각양풍물질(各樣風物秩)’, ‘오

방처용복색(五方處容服色)’, ‘무동복색(舞童服色)’, ‘전상공인복색(殿上

工人服色)’, ‘권착복색(權著服色)’, ‘집박복색(執拍服色)’, ‘가동복색(歌

童服色)’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악기는 ‘각양풍물질’에 기록되어 

있다.

‘각양풍물질’에 수록 되어있는 물품들은 실제 진연에서 쓰인 악기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진연에서는 전상(殿上), 전후(殿後),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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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庭)으로 나누어 많은 악기와 악사들이 동원되었으나, 진연에 쓰인 

전체 악기와 의물들에 관한 목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의 

의궤들은 권수(首)에 악기도(樂器圖)나 의장도(儀仗圖)와 같은 도식(圖

式)이 수록되어 전체적으로 악기 및 의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

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본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그러한 도식

(圖式)이나 도설(圖說)이 없다. 따라서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각

양풍물질’이라는 제한된 목록에서 악기의 개념과 범위를 찾아봐야 하

는 한계가 있다.

기해년 9월 초6일 후록 ‘각양풍물질’120)에서는 품목들을 별다른 구

분 없이 나열하였다. ‘각양풍물질’에서 악기 채와 악기 받침 등 악기 

관련 부속들과 함(函)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품목

각양풍물질
무고 1부, 현금 4부, 해금 2부, 가야금 2부, 장고 4부, 아쟁 2부, 

비파 2부, 방향 1부, 아박 1쌍, 향발 8쌍, 목박(木拍) 1부

<표 11> 숙종기해진연의궤 ‘각양풍물질’ 악기목록

‘각양풍물질’에 등장하는 품목들은 12종의 악기와 무구(舞具)들이

다. 이들은 악학궤범의 기준으로 당부악기와 향부악기 그리고 향악

정재의물에 해당하고 아부악기는 없다. 이들을 용도별로 나누면 연주

용 악기와 연주신호용 악기 그리고 정재용 무구로 나눌 수 있다.

120)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79~186쪽; 肅宗己亥進宴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358-v2) 001b~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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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양풍물질’의 연주용 악기

‘각양풍물질’에 등장하는 물품들 중 연주용 악기는 현금, 해금, 가

야금, 장고, 아쟁, 비파, 방향으로 모두 7종이다. 이 중 현금과 가야금

은 악학궤범기준으로 향부악기이며, 나머지는 당부악기이다. 비파의 

경우 향비파인지 당비파인지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나 이 비파를 수리

한 기록을 보면 당비파임을 짐작할 수 있다.121)

(2) ‘각양풍물질’의 연주신호용 악기

‘각양풍물질’에 등장하는 물품들 중 연주신호용 악기는 목박(木拍) 

1종이다. 목박(木拍)은 악학궤범 당부악기의 박(拍)인데, 나무로 만

든 박이란 뜻으로 재료의 종류를 악기 이름 앞에 붙여 목박이라 하였

다. 목박은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연주신호용 악기이다.

(3) ‘각양풍물질’의 정재용 무구

‘각양풍물질’에서 무고, 아박, 향발 3종은 무구(舞具)이며 악학궤범

에서는 ‘향악정재의물’에 속해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소리를 내는 악

기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쓰임새가 정재 시 무용수들이 직접 들고 사

용하는 것으로 무용 반주용 악기와는 차이를 두어 정재용 무구로 볼 

수 있다.

121) 비파 2부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에 부빈(付檳)과 통빈(筩檳)이라는 부위 명칭이 있는데 

이는 당비파의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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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기해진연의궤의 ‘각양풍물질’에 수록된 각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각양풍물질

연주

관련

연주용 악기 현금, 해금, 가야금, 장고, 아쟁, 비파, 방향

신호용 악기 목박(木拍)

정재

관련
정재용 무구 무고, 아박, 향발

<표 12> 숙종기해진연의궤 ‘각양풍물질’ 품목의 용도별 구분

상기 숙종기해진연의궤 ‘각양풍물질’의 각 악기들은 연주에 쓰이

는 악기들과 정재에 쓰이는 무구들이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기록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아부악기는 없으며, 당부악기와 향부악

기 중 일부와 악학궤범 ‘향악정재악기도설’의 정재용 무구인 무고, 

아박, 향발이 있다. 이들을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본다면 숙종기해진연

의궤 ‘각양풍물질’과 ‘풍물질’에는 모두 아악기를 제외한 소리를 내

는 도구들을 수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목록의 이름에는 악기

(樂器)가 아닌 풍물(風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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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조갑자진연의궤(1744)의 악기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기생과 풍물에 대한 기록을 일방(一房)

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방의궤 품목질(稟目秩) 중 갑자년(1744) 9월 

초3일 후록(後錄)122)에는 상의원과 호조로가 전에 진배[前排]한 관복

과 풍물(風物) 및 정재와 관련한 물품들의 명칭과 개수가 나열되어 

있다.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의궤와 마찬가지로 

도설(圖說)이나 도식(圖式)이 없다. 따라서 의궤의 기록 중 도설이나 

도식이 아닌 특정 일자 기록 중의 후록(後錄)이라는 작은 목록에서 

악기의 개념과 범위를 찾아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영조갑자진연의궤의 상의원에서 올린 품목[尙衣院上]과 호조에서 

올린 품목[戶曹上]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품목

상의원에서 

올린 것

[尙衣院上]

무고 1부, 현금 4부, 가야금 2부, 해금 2부, 장고 4부, 장고편 4

개, 초상 6좌, 채구 6개, 아박 1쌍, 과홍주고퇴 9개, 금척 1개, 탁

상 1좌, 몽금척족자 1부, 하황은족자 1부, 아쟁 2부, 비파 2부, 방

향 1부, 포구문 1좌, 향발 32개, 목박 1개, 천도실 3개, 홍목보 2

건, 함 2부 

호조에서 

올린 것

[戶曹上)

처용복색질, 동기복색질, 전상공인복색질, 관현맹인목색질, 권착복

색질, 집박복색질, 가동복색질, 무동복색질

죽간자 2부, 황개 1부, 화관 16부  

<표 13> 영조갑자진연의궤 ‘후록’의 전배(前排) 품목

122)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25~24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65a~0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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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다. 상의원에서 올린 것

[尙衣院上]은 주로 악기와 의물 그리고 무구 등이고 호조에서 올린 

것[戶曹上]은 주로 각종 의상인데 이 중 정재용 의물인 죽간자와 황

개가 속해 있다. 1744년 9월 3일의 후록의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

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의원에서 올린 연주용 악기

상의원에서 올린 품목 중에서 연주용 악기들은 현금, 해금, 가야금, 

장고, 아쟁, 비파, 방향으로 모두 7종이다. 이 중 향부악기로는 현금

과 가야금이 있으며, 나머지는 당부악기이다. 비파의 경우 수리기록을 

살펴보면 당비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악기채인 장고편, 초상, 과홍

주고퇴 등이 등장하지만,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2) 상의원에서 올린 연주신호용 악기

상의원에서 올린 품목 중에서 연주신호용 악기는 목박(木拍) 1종이

다. 목박이라는 명칭에서 목(木)이라는 것은 재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박(牙拍)과 대비하여 나무로 만든 박을 의미한다. 이는 연주의 시작

과 끝을 알리는 연주신호용 악기로 당부악기의 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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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의원에서 올린 정재용 무구

상의원에서 올린 품목 중에서 무고(舞鼓), 아박(牙拍), 향발(響鈸) 3

종은 향악정재의물(鄕樂呈才儀物)에 해당하는 무구(舞具)이다. 이들 

무구는 소리를 내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재시 무용수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정재반주용 악기

가 아닌 무구로 분류하였다.

(4) 상의원과 호조에서 올린 정재용 의물

상의원과 호조에서 올린 품목 중에서 정재용 의물로는 채구, 금척, 

탁상,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포구문, 천도실, 홍목보, 함, 죽간자, 

황개 등이 있다. 이 중 죽간자와 황개는 다른 의물들이 상의원에서 

가져온 것과는 다르게 호조로부터 가져왔다.

(5) 호조에서 올린 의상

호조에서 올린 품목 중에서 각종 의상들은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악기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영조갑자진연의궤 1744년 9월 3일 후록에 수록된 물품들을 용도

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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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상

의

원

과

호

조

에

서

올

린 

것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현금, 가야금, 해금, 장고, 아쟁, 비파, 방향

(장고편, 초상, 과홍주고퇴)

신호용 악기 목박(木拍)

정

재

관

련

정재용 무구 무고, 아박, 향발

정재용 의물
채구, 금척, 탁상,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포구문, 

천도실(天桃實), 홍목보(紅木袱), 함(函), 죽간자, 황개

의상

처용복색질, 동기복색질, 전상공인복색질, 관현맹인목

색질, 권착복색질, 집박복색질, 가동복색질, 무동복색

질, 화관

<표 14> 영조갑자진연의궤 전배(前排) 품목의 용도별 분류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 1744년 9월 3일 기록 중 후록의 내용에서

는 아부악기는 없고, 당부악기와 향부악기가 일부 있으며 정재용 무

구와 정재용 의물과 의상이 모두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다. 본 의궤에

서는 도설(圖說)이나 도식(圖式)이 없고 ‘후록’이라는 작은 목록에서 

악기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는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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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의 악기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계사질(啓辭秩) 중 을축년(1745) 5월 13

일 기록에서는 완성된 악기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인정전헌가악기별

단(仁政殿軒架樂器別單)’123)에 정리하였고, 5월 18일 기록에서는 각 

악기별로 만드는데 들어간 물품과 재료들을 무게나 수량과 함께 정리

하여 놓았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인정전헌가악기별단’에 수록

되어 있는 완성된 악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항목 품목

인정전헌가악기별단
편종 32매, 편경 32매, 건고 1좌, 응고 1좌, 삭고 1좌, 어 

1좌, 축 1좌, 휘 1부, 조촉 1부

<표 15>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 목록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 제작한 악기들을 모두 아부악기들이

다. 이 아부악기들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연주용 악기와 연주신호용 

악기 그리고 연주신호용 의물로 나눌 수 있다.

123)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민속원, 2000), 71~72쪽; 仁政殿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08a~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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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전헌가악기별단’의 연주용 악기

‘인정전헌가악기별단’에서 연주용 악기는 편종, 편경, 건고, 응고, 

삭고 5종이다. 

(2) ‘인정전헌가악기별단’의 연주신호용 악기

‘인정전헌가악기별단’에서 연주신호용 악기는 어와 축 2종이다. 이

들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소리로 신호하는 악기이다. 

(3) ‘인정전헌가악기별단’의 연주신호용 의물

‘인정전헌가악기별단’에서 연주신호용 의물은 휘와 조촉 2종이다. 

이들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시각적인 신호로 알려주는 의물이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인정전헌가악기별단’에 기록된 악기들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인정전헌가악별단

연주용 악기 편종, 편경, 건고, 응고, 삭고

연주신호용 악기 어, 축

연주신호용 의물 휘, 조촉

<표 16>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의 용도별 분류



- 91 -

새로 제작한 악기들은 모두 악학궤범의 아부악기(雅部樂器)에 해

당하는 것들이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연주용 악기, 연주신호용 악기, 

연주신호용 의물이 모두 헌가악기로 지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정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아부악기 중 일부만 등장하였기에, 

악기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기에는 너무 제한된 정보만 있다.

한편 아부악기 중 일무(佾舞)와 관련한 것들은 일체 등장 하지 않

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악기를 조성할 때 연주용 악기만 

담당하여 악(樂)과 무(舞)가 분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악기 중 일무와 관련한 것들이 없었을 수도 있기

에 판단은 유보한다.

사.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의 악기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도설

(圖說)과 도식(圖式)은 없고, 의궤의 기록 중 제작한 악기들의 목록을 

바탕으로 악기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의궤들과 비교하여 제작한 악기들의 규모가 크고, 새

로운 제례를 위한 악기 일체를 제작한 것이기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제작된 악기 및 의물은 계사질 중 정유년(1777) 5월 25일 

기록에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景慕宮祭享所用各樣樂器別單)’124)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복식 및 악기의 부속과 받침대 등

을 제외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124) 번역본에서는 “경모궁 제향에서 쓰는 각종 악기 별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景

慕宮祭享所用各樣樂器別單”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
립국악원, 2009), 43~50쪽;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08b~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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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

경모궁

제향소용

각양악기

별단

편종 32매, 편경 32매, 방향 32매, 진고 1부, 절고 1부, 축 2부, 

장고 2부, 어 2부, 당비파 1부, 향비파 1부, 현금 1부, 가야금 1부, 

아쟁 1부, 생(笙) 2부, 훈 2부, 태평소[大平簫] 1부, 해금 1부, 피

리[觱篥] 2개, 대금 2개, 당적 2개, 퉁소[洞簫] 1개, 지(篪) 1개, 

둑[纛] 2부, 노도 1부, 휘 1부, 조촉 1부, 대금(大金) 1좌, 박 2부, 

무적(舞翟) 36개, 무약(舞籥) 36개, 목검(木劍) 12개, 목창(木槍) 

12개, 죽궁(竹弓) 12개, 죽시(竹矢) 12개

<표 17>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와 의물 목록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 수록된 물품들은 대략 연주와 관련

된 것들이 등장한 후 정재와 관련한 것들이 등장한다. 연주와 관련된 

물품들은 아부악기, 당부악기, 향부악기가 뒤섞여 등장한다. 타악기가 

주로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 및 기타 의물 순으

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1)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연주용 악기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 수록된 연주용 악기는 편종, 편경, 

방향, 진고, 절고, 장고, 당비파, 향비파, 현금, 가야금, 아쟁, 생, 훈, 

태평소, 해금, 피리, 대금, 당적, 퉁소[洞簫], 지(篪) 20종이다. 이들은 

아부악기와 당부악기 그리고 향부악기가 순서 없이 뒤 섞여 등장한

다. 아부악기의 경우 악학궤범에서 등장하는 아부악기 중 극히 일

부만이 수록되어있는 반면, 당부악기는 교방고와 월금 그리고 대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악기가 수록되어있고, 향부악기도 소관자와 초적을 

제외한 주요 악기들이 모두 수록되어있다. 이는 장헌세자(사도세자)와 

현경왕후를 기리는 경모궁제례악의 특성125)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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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연주신호용 악기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 수록된 연주신호용 악기는 축, 어, 

노도, 박 4종이다. 박은 당부악기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아부악기이

다. 아부악기에서 연주신호용 악기 중 대표격인 특종과 특경은 없으

며, 대신 노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모궁제례악의 특성 때문일 것

이다.

(3)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연주신호용 의물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서 연주신호용 의물은 휘와 조촉이

다. 이들은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에 수록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물이다.

(4)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일무용 무구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서 일무(佾舞)용 무구(舞具)는 무적

(舞翟), 무약(舞籥) 2종이다. 무적(舞翟)과 무약(舞籥)은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에서 문무(文舞)에 쓰이는 적(翟)과 약(籥)에 해당한다. 
악학궤범(1493)과 비교하여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는 거의 

3백 년 가까운 시대적 차이가 있어 악학궤범의 기준으로 무적과 무

약을 일무용 무구로 구분하였다. 본 의궤에서는 일무 중 무무(武舞)에 

해당하는 간(干)과 척(戚)은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정대업정재 의

125) 경모궁제례에서는 종묘제레의 악곡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2쪽. 경모궁제례는 종묘제례나 사직제례와

는 달리 세자에게 올리는 제례이기 때문에 규모와 형식이 축소되어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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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검, 창, 궁, 시 등으로 대체된 것 같다. 이 경모궁제례에서 일무

(佾舞)가 정재(呈才)화 되었는지, 아니면 정재(呈才)가 일무(佾舞)화 

되었는지는 논의대상은 아니다.

한편, 악학궤범(1493)에서의 적(翟)과 약(籥)이 본 의궤에서는 무

적(舞翟), 무약(舞籥)으로 무구이름 앞에 무용을 지칭하는 무(舞)자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의 시대에 이르러 

무구(舞具)를 악기(樂器)와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일무신호용 의물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서 일무관련 신호용 의물은 둑[纛] 

1종이다. 둑은 아부악기 중 일무신호용 의물로 문무(文舞)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둑은 앞의 일무용 무구 중 무적(舞翟), 무약(舞籥)과 함

께 아부악기 중 일무에서 문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모궁제

향에 무무(武舞)에 해당하는 정(旌)이나 간(干), 척(戚)이 등장하지 않

는데, 이는 경모궁제례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6)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정재용 악기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정재용 악기는 대금(大金) 이다. 이 

대금은 이전의 문헌인 악학궤범(1493) ‘정대업정재의물도설’과 종

묘의궤(1706) ‘정대업지무의물도설’에서 정재용 악기로 분류하였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도 정대업정재의물(定大業呈才儀物)인 목

검, 목창, 죽궁, 죽시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정재용 악기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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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정재용 무구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서 정재용 무구(舞具)는 목검, 목창, 

죽궁, 죽시 4종이다. 이들은 원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정재에 쓰

이는 무구이다. 무구의 이름 앞에는 재료를 지칭하는 목(木)과 죽(竹)

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 수록된 각  

품목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경

모

궁

제

향

소

용

각

양

악

기

별

단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편종, 편경, 방향, 진고, 절고, 장고, 당비파, 향비

파, 현금, 가야금, 아쟁, 생, 훈, 태평소, 해금, 피

리, 대금, 당적, 퉁소[洞簫], 지(篪)

신호용 악기 축, 어, 노도, 박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일

무

관

련

일무용 무구 무적(舞翟), 무약(舞籥)

신호용 의물 둑[纛]

정

재

관

련

연주용 악기 대금(大金)

정재용 무구 목검, 목창, 죽궁, 죽시

<표 18>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악기와 의물의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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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 중에서 의복을 제외한 악기 및 의물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의 연주와 

관련한 것들을 악학궤범(1493)과 비교하여 아부악기는 1/3로 축소

되고, 당부악기와 향부악기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수록되어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126) 일무관련 물품들은 일무(佾舞) 중 무무(武舞)

를 제외한 문무(文舞)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수록되어 있고, 정재관련 

물품들은 모두 악학궤범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품목 중 일부이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도 악기(樂器)의 개념은 연주와 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무용 

무구의 이름 앞에 무(舞)라는 글씨를 붙인 것은, 경모궁악기조성청의

궤의 시대에 이르러 연주용 악기(樂器)와 무용에 쓰이는 무구(舞具)

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모궁

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이라는 목록에서 물품들을 나열한 기록만으로

는 본격적으로 연주용 악기(樂器)와 무용에 쓰이는 무기(舞器) 또는 

무구(舞具)를 구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26) 악학궤범의 아부악기도설에는 총 46종의 품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에서 아부악기에 속하는 품목은 편종, 편경, 진고, 절고, 생, 훈, 지, 축, 어, 노도, 휘, 조촉, 

무적, 무약, 둑의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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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 도구[樂器]와 무의 도구[舞器]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헌은 사직서의궤
(1783), 경모궁의궤(1784),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3), 순조기

축진찬의궤(1829), 헌종무신진찬의궤(1848), 고종정해진찬의궤
(1887)의 6종이다.

가. 사직서의궤(1783)의 악기

사직서의궤 권수(首)의 도설에는 ‘악기도설(樂器圖說)’127)과 ‘무기

도설(舞器圖說)’128)이 있어 연주 관련한 것들과 정재 관련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항목 품목

악기도설

(樂器圖說)

종(鐘), 경(磬),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영고, 영도, 절고, 진고, 축

(柷), 지(止), 어(敔), 진(籈), 관(管), 약(籥), 생(笙), 화(和), 우(竽), 

소(簫), 적(篴), 부(缶), 지(篪), 훈(塤), 슬(瑟), 금(琴), 휘, 조촉

무기도설

(舞器圖說)

둑[纛], 정(旌),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

(相), 독(牘), 약(籥), 적(翟), 간(干), 척(戚)

<표 19> 사직서의궤 ‘악기도설’과 ‘무기도설’의 품목

127)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80~101쪽; 社稷署儀軌(규
장각 소장본, 奎14229-v1), 034a~058b.

128)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02~110쪽; 社稷署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229-v1), 059a~0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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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궤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기도설(舞器圖說)’에 등장

하는 물품들은 모두 악학궤범 권6의 ‘아부악기도설’에 등장하는 것

들이다. ‘아부악기도설’에 있는 악기 중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

(應鼓), 뇌고(雷鼓), 노고(路鼓), 뇌도(雷鼗), 노도(路鼗), 도(鼗) 8종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사직서의궤의 ‘악기도설’과 ‘무기도설’에 등장

하고 있다.

사직서의궤의 도설(圖說)이 갖는 이전의 문헌들과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처음으로 ‘악기(樂器)’와 ‘무기(舞器)’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앞

서 악학궤범(1493) ‘아부악기도설’의 물품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연주 관련한 것과 일무 관련한 것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과 사

직서의궤(1783)의 구분 기준이 일치한다.

한편, 악기도설에서 축(柷), 지(止), 어(敔), 진(籈)은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등장한다.129) 그런데 지는 축의 채이며 진은 어의 채이므로 

지와 진은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1) ‘악기도설’의 연주용 악기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연주용 악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편종(編

鐘), 편경(編磬), 영고(靈鼓), 절고(節鼓), 진고(晉鼓), 관(管), 약(籥), 

생(笙), 화(和), 우(竽), 소(簫), 적(篴), 부(缶), 지(篪), 훈(塤), 슬(瑟), 

금(琴) 17종이다. ‘악기도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과 경은 개별 

악기라기 보다는 종과 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용도별 

구분에서는 제외하였다.

‘악기도설’의 연주용 악기는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에서 건고(建

129) 社稷署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29-v1), 043a-0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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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노고(路鼓)를 제외한 연주용 

악기와 일치한다. 영고는 사직의 제사의 쓰이는 악기이다. 뇌고는 천

신의 제사에 쓰이는 악기이고 노고는 인귀의 제향에 쓰이는 악기이기

에 사직서의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2) ‘악기도설’의 연주신호용 악기

‘악기도설(樂器圖說)’의 연주신호용 악기는 특종(特鐘), 특경(特磬), 

영도(靈鼗), 축(柷), 어(敔)의 5종이다. 이는 악학궤범 ‘아부악기도

설’에서 뇌도(雷鼗), 노도(路鼗), 도(鼗)를 제외한 연주신호용 악기와 

일치한다. 영도는 사직의 제사에 쓰이는 악기이다. 뇌도는 천신의 제

사에 쓰이는 악기이고 노도는 인귀의 제향에 쓰이는 악기이며 도는 
악학궤범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사직서의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3) ‘악기도설’의 연주신호용 의물

‘악기도설(樂器圖說)’의 연주신호용 의물은 휘(麾), 조촉(照燭) 2종

이다. 사직서의궤에 이르러 아부악기가 악기와 무기로 분류되었으

나 연주와 관련한 신호용 의물인 휘와 조촉은 여전히 악기(樂器)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휘와 조촉은 시각적 신호를 주는 의물

로 청각적 신호를 주는 축(柷) 및 어(敔)와는 달리 소리를 내는 도구

는 아니다. 그러나 무용보다는 음악연주에 사용되므로 ‘악기도설’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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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도설’의 일무용 무구

‘무기도설(舞器圖說)’의 일무(佾舞)용 무구(舞具)는 약(籥), 적(翟), 

간(干), 척(戚) 4종이다. 이들은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의 일무용 

무구와 일치하는데 약(籥)과 적(翟)은 문무(文舞) 시, 간(干)과 척(戚)

은 무무(武舞) 시 손에 쥐는 무구이다.

(5) ‘무기도설’의 일무신호용 악기

‘무기도설(舞器圖說)’의 일무신호용 악기는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의 8종이며 악학궤범 ‘아부악

기도설’의 일무관련 신호용 악기와 일치한다. 위 악기들은 모두 일무

(佾舞)를 절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6) ‘무기도설’의 일무신호용 의물

‘무기도설(舞器圖說)’에서 일무신호용 의물은 둑[纛], 정(旌) 2종이

다. 이는 역시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과 일치한다. 둑[纛]은 문무

(文舞)를 인도하고 정(旌)은 무무(武舞)를 인도하는 의물이다

이상 사직서의궤의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기도설(舞器圖說)’

에 수록된 각 물품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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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악

기

도

설

연

주

관

련

연주용 악기
편종, 편경, 영고, 절고, 진고, 관, 약, 생, 화, 우, 

소, 적, 부, 지, 훈, 슬, 금

신호용 악기 특종, 특경, 영도, 축, 어

신호용 의물 휘, 조촉

무

기

도

설

일

무

관

련

일무용 무구 약, 적, 간, 척

신호용 악기 순, 탁, 요, 탁, 응, 아, 상, 독

신호용 의물 둑[纛], 정(旌)

<표 20> 사직서의궤 악기와 무기의 용도별 구분

악학궤범(1493)에서 당부악기와 향부악기는 모두 연주 관련한 악

기들이었으며, 당악정재 및 향악정재 관련한 것들과는 구분되어 있었

다. 반면 아부악기의 경우 연주와 관련한 것들과 일무 관련한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아부악기(雅部樂器)라는 범위 안에 존재하고 있

었다. 사직서의궤(1783)에서는 악학궤범의 아부악기(雅部樂器)가 

연주 관련한 것과 일무 관련한 것으로 처음 구분되었다. 18세기 후반

에 이르러서 무용에 관련된 도구들이 악기(樂器)의 범주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악기(樂器)의 의미가 오늘날의 사전적 의미에 가까워지

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의궤에서 휘(麾)와 조촉(照

燭) 같은 연주신호용 의물이 여전히 악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

직서의궤의 악기(樂器)라는 개념은 아직 오늘날 사전적 의미와 일치

하는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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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모궁의궤(1784)의 악기

경모궁의궤 권1의 도설에는 ‘악기도설(樂器圖說)’130)과 ‘무기도설

(舞器圖說)’131)이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직서

의궤와 같다. 한편,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기도설(舞器圖說)’에 

수록되어 있는 물품들은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제향소용각

양악기별단’에 수록된 물품들과 일치한다. 또한, 경모궁의궤의 악기

도설(樂器圖說)은 이전과는 다르게 팔음(八音)분류법으로 악기들을 분

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원래 팔음(八音)은 아악기를 주요 재료별로 구

분하는 분류법인데 경모궁의궤에서는 이를 당부악기와 향부악기까

지 확대 적용시켰다.

항목 품목

악

기

도

설

金之屬 편종(종), 방향(方響), 대금(大金)

石之屬 편경(경)

絲之屬 아쟁, 현금, 당비파, 가야금, 향비파, 해금

竹之屬 지(篪), 당적, 퉁소[洞簫], 피리, 태평소[大平簫], 대금(大笒)

匏之屬 생(笙)

土之屬 훈(塤)

革之屬 노도(路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장고(杖鼓)

木之屬 축(柷), 지(止), 어(敔), 진(籈), 박, 휘, 조촉

무기도설 둑[纛], 약(籥), 적(翟), 검(劍), 창(槍), 궁(弓), 시(矢)

<표 21> 경모궁의궤 ‘악기도설’과 ‘무기도설’의 품목

130) 오세옥·박헌순 옮김, 경모궁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3), 092~108쪽; 景慕宮儀軌(규장

각 소장본, 奎13632-v1), 0091~0110.

131) 오세옥·박헌순 옮김, 경모궁의궤(한국고전번역원, 2013). 109~111쪽; 景慕宮儀軌(규장

각 소장본, 奎13632-v1), 01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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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종과 경은 별도의 악기가 아니라 편종과 편경과 관련

하여 일반적인 종과 경에 대한 설명이기에 악기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목지속(木之屬)에서 축(柷), 지(止), 어(敔), 진(籈)이 별도의 이

름을 가지고 등장132)하고 있으나, 지는 축의 채이고 진은 어의 채이

기 때문에 지와 진은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악기도설’에서 연주용 악기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연주용 악기는 편종(編鐘), 방향(方響), 편

경(編磬), 아쟁(牙箏), 현금(玄琴), 당비파(唐琵琶), 가야금(伽倻琴), 향

비파(鄕琵琶), 해금(奚琴), 지(篪), 당적(唐笛), 퉁소[洞簫], 피리[觱

篥], 태평소[大平簫], 대금(大笒), 생(笙), 훈(塤), 절고(節鼓), 진고(晉

鼓), 장고(杖鼓) 20종이다. 이는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한다.

(2) ‘악기도설’에서 연주신호용 악기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연주관련 신호용 악기는 노도, 축, 어, 박 

4종이며 마찬가지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

한다.

(3) ‘악기도설’에서 연주신호용 의물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연주관련 신호용 의물은 휘(麾)와 조촉(照

燭) 2종이다. 경모궁의궤에서는 악기와 무기가 구분되어 있지만, 여

전히 휘와 조촉이라는 의물은 악기에 속해 있다. ‘악기도설’ 중 휘와 

조촉이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지만 여전히 악기에 속해있는 것은, 

132) 景慕宮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632-v1), 01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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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악기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사전적인 의미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악기도설’에서 정재용 악기

‘악기도설(樂器圖說)’에서 정재관련 연주용 악기는 대금(大金) 1종

이다. 대금은 악학궤범 권8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 검·창·궁·시와 

함께 속해있던 정재용 악기이다. 악학궤범 당시에는 대금은 용도에 

따라 정재의물에 속해있었지만, 악기(樂器)와 무기(舞器)가 확실히 구

분된 경모궁의궤에 이르러 악기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리를 

내는 도구’인 대금(大金)이 오늘날 사전적 의미의 악기로 편입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악기로서 팔음분류의 금지속(金之屬)에 속

한 것도 대금이 악기의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무기도설’에서 일무용 무구

‘무기도설(舞器圖說)’에서 일무용 무구는 약(籥)과 적(翟) 2종이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무약(舞籥)과 무적(舞翟)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6) ‘무기도설’에서 일무신호용 의물

‘무기도설(舞器圖說)’에서 일무신호용 의물은 둑[纛] 1종이다. 이는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한다.

(7) ‘무기도설’에서 정재용 무구

‘무기도설(舞器圖說)’에서 정재용 무구는 검(劍), 창(槍), 궁(弓),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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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矢) 4종이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각각의 이름 앞에 재료

를 지칭하는 목(木)과 죽(竹)을 붙여 놓았다.

이상 경모궁의궤의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구도설(舞器圖說)’

에 수록된 물품들을 용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악

기

도

설

金之屬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편종, 방향

정재관련 정재용 악기 대금(大金)

石之屬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편경

絲之屬 연주용 악기 아쟁, 현금, 당비파, 가야금, 향비파, 해금

竹之屬 연주용 악기 지, 당적, 퉁소, 피리, 태평소, 대금(大笒)

匏之屬 연주용 악기 생

土之屬 연주용 악기 훈

革之屬

연주용 악기 절고, 진고, 장고

신호용 악기 노도

木之屬

신호용 악기 축, 어, 박

신호용 의물 휘, 조촉

무기도설

일무관련

일무용 무구 약, 적

신호용 의물 둑

정재관련 정재용 무구 검, 창, 궁, 시

<표 22> 경모궁의궤 악기와 무기의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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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궁의궤(1784)에서는 사직서의궤(1783)와 마찬가지로 악기

(樂器)와 무기(舞器)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사직서의궤가 아부악

기(雅部樂器)들로만 구성된 것과는 다르게 경모궁의궤에서는 경모

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제작한 아부악기, 당부악기, 향부악기와 정대

업정재의물들로 구성된 점이 차이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악학궤범
의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 수록되어 있던 대금(大金)이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 악기도설에 속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악기(樂

器)의 의미가 오늘날 사전적 의미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주 관련 신호용 의물인 휘와 조촉이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님에도 악기에 속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경모궁의궤의 ‘악기도설’은 팔음 분류법을 아부악기(雅部

樂器)뿐만아니라 당부악기(唐部樂器)와 향부악기(鄕部樂器)에도 확대 

적용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3)의 악기

사직악기조성청의궤의 계사(啓辭) 내용 중 계해년(1803) 11월 3

일 기록에 사직악기고에서 불이나 파손된 종이 7매이고 석경이 15매

라고133) 하였다. 실입(實入)의 후록134)에는 편종 8매와 편경 17매 제

작에 필요한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도설(圖說)이나 도식(圖

式)은 없다.

133)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46쪽; 社稷樂器造成廳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05a.

134)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32~141쪽; 社稷樂器造成廳

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40a, 0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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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등장하는 악기는 편종과 편경 2종이며 

모두 연주용 악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장하는 악기가 오직 편경과 

편경 뿐이기에 악기의 개념과 악기의 범위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의 악기

순조기축진찬의궤의 권수(首)에는 반차도, 진찬도, 의장도, 정재의

장, 악기도, 복식도 등 여러 도식이 있는데, 악기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는 ‘정재의장(呈才儀仗)’과 ‘악기도(樂器圖)’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숙종기해진연의궤(1719)와 영조갑자진연의궤
(1744)는 도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 중 악기(樂器) 또는 풍물

(風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본문 내의 기록들은 따로 

목록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기의 범위에 대해 논하기에는 다

소 아쉬운 면이 많았다. 반면 순조기축진찬의궤와 이후에 살펴볼 

진찬 관련 의궤들에서는 악기도 등의 도식을 살펴볼 수 있어 악기의 

개념과 범위를 논하기에 더 적합할 것이다.

숙조기축진찬의궤 ‘정재의장’135)과 ‘악기도’136)에 수록된 품목들

은 다음과 같다.

135)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398~409쪽; 純祖

己丑進饌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70-v1), 0085~0099.

136)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408~410쪽; 純祖

己丑進饌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70-v1), 01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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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품목

정재

의장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 휘, 조촉, 박, 죽간자, 지

당판

악기도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방향, 축, 어, 비파, 가야

금, 해금, 아쟁, 현금, 당금, 양금(洋琴)137), 퉁소[洞簫], 생, 당적, 대

금, 피리, 가(笳), 철적(鐵笛), 운라(雲羅), 정(鉦), 요(鐃), 부구(浮漚), 

포구문, 보상반, 목단화준(牧丹花樽), 향발, 아박, 선도반, 선도탁, 몽금

척족자(하황은족자同), 검기(劍器), 금척(金尺), 첨수(尖袖), 채선(彩船)

<표 23> 순조기축진찬의궤 ‘정재의장’과 ‘악기도’의 품목

(1) ‘정재의장’에서 정재용 의물

‘정재의장(呈才儀仗)’에서 정재용 의물은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 죽간자, 지당판 9종이다. 지당판은 악학궤범 권8 

‘향악정재악기도설’에 수록된 의물이며, 나머지 8종의 의물들은 악학

궤범 권8 ‘당악정재의물도설’에 수록된 의물이다.

(2) ‘정재의장’에서 연주신호용 의물

‘정재의장(呈才儀仗)’에서 연주관련 신호용 의물은 휘와 조촉 2종이

다. 휘와 조촉은 아부악기인데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시각적 

137) 양금(洋琴)은 18세기 중반 무렵에 청나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덜시머

(Dulcimer)가 전래된 것인데 서양에서 온 악기라 하여 양금(洋琴)이라 이름지어졌다. 악기의 

현이 철사(鐵絲)이가 때문에 유럽에서 온 철현 악기라하여 구라철사금(歐邏鐵絲琴)이라고도 불

렀다. 양금은 악학궤범(1493)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연구대상의 문헌 중 처음 양금이 등장

하는 문헌은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이다. 이후의 헌종진찬의궤(1848)와 고종정해진찬의

궤(1887)에서는 계속 등장한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1908)에는 양금이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늦게 전래된 악기이기 때문에 팔음(八音) 분류로 수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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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주는 의물이다. 그런데 본 의궤에서는 정재의장에 수록되어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마도 진찬이라는 연회의 특성상 연주와 정

재가 함께 수반되기에 연주의 시작과 끝은 곧 정재의 시작과 끝을 의

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휘와 조촉은 진찬 연회에서는 정재의 시작

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특된다.

(3) ‘정재의장’에서 연주신호용 악기

‘정재의장(呈才儀仗)’에서 연주관련 신호용 악기는 박(拍) 1종이다. 

박은 앞에서 살펴본 휘, 조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악기이다. 박도 마

찬가지로 진찬 연회에서 정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신호용 악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악기도’에서 연주용 악기

‘악기도(樂器圖)’에서 연주용 악기는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

고, 편경, 편종, 방향, 비파, 가야금, 해금, 아쟁, 현금, 당금, 양금(洋

琴), 퉁소[洞簫], 생(笙), 당적(唐笛), 대금, 피리, 가(笳), 철적(鐵

笛)138), 운라(雲羅)139), 정(鉦)140), 요(鐃)141), 부구(浮漚)142)의 26종

138) 철적(鐵笛)은 태평소로 보인다. 태평소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인데, 본 의궤에 태평소가 따로 

없으니 태평소의 이름을 철적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 같다.

139) 운라(雲羅)는 10개의 동라(銅鑼)를 걸어놓은 악기인데, 유율 타악기 이다. 송혜진, 한국악기

(국립국악원, 2000년), 292~293쪽. 

140) 정(鉦)은 금(金) 또는 징으로 보인다. 이숙희, 조선 후기 군영악대(태학사, 2007년), 

158~160쪽. 한편 김우진은 1829년에 금(金)과 정(鉦)이 함께 쓰였으므로 이 둘을 다른 악기

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금(金)은 손잡이 끈이 하나인데, 정(鉦)의 손잡이 끈이 두 개다. 김우

진, ｢악기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진연의궤의 악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17·18

집 합병호(한국국악학회, 1989년), 85쪽. 금(金)은 악기도와 정재의장도에는 없으며 의장도(儀

仗圖)에 작은 북인 고(鼓)와 함께 실려있다. 여기서 금(金)과 고(鼓)는 악기나 정재에 쓰인 것이 

아니라 군영의 의장으로 쓰인 것 같다.

141) 요(鐃)가 악학궤범(1493)의 순(錞), 탁(鐲), 요(鐃), 탁(鐸)의 한 가지라면 이는 일무신호용 

악기가 된다. 그러나 본 진찬에서는 일무가 없으므로 연주용 악기로 사용된 것 같다.

142) 부구(浮漚)는 바라(哱囉), 동발(銅鈸), 자바라(啫哱囉), 향발(響鈸) 등으로 불렸다. 송혜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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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는 기존 문헌에도 나타나던 아부악기, 당부악기, 향부악

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악기도 있다. 우선 양금(洋琴)이 처음으로 등장

하였고 가(笳), 철적(鐵笛)이란 관악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운라(雲羅), 

정(鉦), 요(鐃), 부구(浮漚)라는 타악기가 처음 등장하였다.

(5) ‘악기도’에서 연주신호용 악기

‘악기도(樂器圖)’에서 연주신호용 악기는 축, 어의 2종이다. 축과 어

는 아악기로 연주의 시작과 그침을 신호해 주는 악기이다.

(6) ‘악기도(樂器圖)’에서 정재용 무구

‘악기도(樂器圖)’에서 정재용 무구는 향발(響鈸), 아박(牙拍), 검기

(劍器), 첨수(尖袖)의 4종이다. 검기(劍器)는 검기무(劍器舞)에 쓰이는 

무구이며, 첨수(尖袖) 또한 첨수무(尖袖舞)에 쓰이는 무구로 검기와 

첨수 모두 연구대상의 문헌 중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7) ‘악기도’에서 정재용 의물

‘악기도(樂器圖)’에서 정재용 의물은 포구문, 보상반, 목단화준, 선

도반, 선도탁,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금척, 채선 9종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 ‘정재의장(呈才儀仗)’과 ‘악기도(樂器圖)’에 등

장하는 품목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악기(국립국악원, 2000년), 262쪽. 그런데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향발(響鈸)이 따로 존

재한다. 비슷한 형식의 악기이지만 크기가 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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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정

재

의

장

정재

관련
정재용 의물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 죽간

자, 지당판

연주

관련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신호용 악기 박(拍)

악

기

도

연주

관련

연주용 악기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방향, 

비파, 가야금, 해금, 아쟁, 현금, 당금, 양금, 퉁소

[洞簫], 생, 당적, 대금, 필률, 가(笳), 철적(鐵笛), 

운라, 정(鉦), 요(鐃), 부구(浮漚)

신호용 악기 축, 어

정재

관련

정재용 무구 향발, 아박, 검기(劍器), 첨수(尖袖)

정재용 의물
포구문, 보상반, 목단화준(牧丹花樽), 선도반, 선도

탁,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금척, 채선(彩船)

<표 24> 순조기축진찬의궤 정재의장과 악기의 용도별 구분

순조기축진찬의궤는 앞서 살펴본 진연의궤와는 달리 권수(首)에 

도식(圖式)이 수록되어있다. 기존의 의궤들에서는 악기가 정재 관련한 

품목들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순조기축진찬의궤의 도식에

는 정재가 우선하여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휘, 조촉, 박이 정재의

장으로 부류된 것이 주목되며 새로운 악기와 무구(舞具)들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 ‘악기도’의 경우 악기뿐만아니라 정재관련 물품들도 포

함되어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악기의 개념이 오늘날 사전적 의미에 

수렴해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진찬이

라는 연회 특성상 연주보다는 정재가 중심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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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의 악기

헌종무신진찬의궤의 권수(首)에는 반차도, 진찬도, 정재도, 채화

도, 기용도, 의장도, 정재의장도, 악기도, 복식도 등 여러 도식이 있는

데, 악기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는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와 ‘악기도

(樂器圖)’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정재

의장도’143)와 ‘악기도’144)에 수록된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항목 품목

정재

의장도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홍·흑개同), 휘, 조촉, 박, 

죽간자, 지당판

악기도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축, 어, 방향, 비파, 가야

금, 해금, 아쟁, 현금, 당금(唐琴), 양금, 피리, 퉁소[洞簫], 생, 대금, 

당적, 가(笳), 현자(絃子), 포구문, 보상반, 갈고(羯鼓), 무고, 선도반, 

향발, 목단화준, 아박, 향령(響鈴), 몽금척족자, 금척, 검기(劍器), 채선

(彩船)

<표 25> 헌종무신진찬의궤 ‘정재의장도’와 ‘악기도’의 품목

143)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414~416쪽; 憲宗戊申進饌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372-v1), 0069~0071.

144)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405~413쪽; 憲宗戊申進饌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372-v1), 007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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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의 품목들은 순조

기축진찬의궤의 ‘정재의장(呈才儀仗)’과 일치한다.

(2) ‘악기도(樂器圖)’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에 수록된 악기들은 순조기

축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와 거의 일치한다. 일부 품목들이 제외

되고 몇몇 악기들이 추가되었는데, 새로 추가된 악기는 현자(絃子)와 

갈고(羯鼓)다. 현자는 일본의 샤미센[三味線 또는 三絃]으로 추정된

다. 새로 추가된 무구는 향령무(響鈴舞)에 쓰이는 향령(響鈴)이다. 순

조기축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와 비교하여 일부 물품들이 변경

된 것 이외에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헌종무신진찬의궤 ‘정재의장도’와 ‘악기도’에 등장하는 품목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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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정

재

의

장

도

정재

관련
정재용 의물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 죽간

자, 지당판

연주

관련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신호용 악기 박

악

기

도

연주

관련

연주용 악기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방향, 

비파, 가야금, 해금, 아쟁, 현금, 당금, 양금, 피리, 

퉁소[洞簫], 생, 대금, 당적, 가(笳), 현자(絃子), 갈

고(羯鼓)

신호용 악기 축, 어

정재

관련

정재용 무구 무고, 향발, 아박, 향령, 검기

정재용 의물
포구문, 보상반, 선도반, 목단화준, 몽금척족자, 금

척, 채선

<표 26> 헌종무신진찬의궤 정재의장과 악기의 용도별 구분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도는 순조기축진찬의궤의 악기도와 일

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일부 악기가 달라진 것은 아

마도 연행된 정재종목의 변화때문인 것 같다. 헌종무신진찬의궤도 

진찬이라는 연회를 기록한 의궤이기에 정재 관련 물품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악기의 개념과 악기의 범위를 논하기에는 크게 주목할 만

한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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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의 악기

고종정해진찬의궤의 권수(首)에는 반차도, 진찬도, 정재도, 채화

도, 기용도, 의장도, 정재의장도, 악기도, 복식도 등 여러 도식이 있는

데, 악기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는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145), ‘악기

도(樂器圖)’146)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각 항목에 수록된 물품

들은 다음과 같다.

항목 품목

정재

의장도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홍·흑개同), 휘, 조촉, 

박, 죽간자, 지당판

악기도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축, 어, 방향, 비파, 가

야금, 해금, 아쟁, 현금, 양금, 피리, 퉁소[洞簫], 생, 대금, 당적, 가

(笳), 포구문, 보상반, 무고, 선도반, 목단화준, 아박, 향령, 몽금척

족자, 금척, 검기(劍器), 채선(彩船), 대모반(玳瑁盤), 향발, 첨수

<표 27> 고종정해진찬의궤 ‘정재의장도’와 ‘악기도’의 품목

(1)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

고종정해진찬의궤의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는 헌종무신진찬의

궤의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와 일치한다.

145)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785~787쪽; 高宗丁亥進饌儀軌(규
장각 소장본, 奎14405-v1), 0085~0087.

146)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788~798쪽; 高宗丁亥進饌儀軌(규
장각 소장본, 奎14405-v1), 0088~0098.



- 116 -

(2) ‘악기도(樂器圖)’

고종정해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 또한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대모반(玳瑁盤)147)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악기도(樂器圖)’ 또한 일부 품목들이 

변경148)되었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고종정해진찬의궤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와 ‘악기도(樂器圖)’에 

등장하는 품목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용도별 구분 품목

정

재

의

장

도

정재

관련
정재용 의물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황개, 죽간

자, 지당판

연주

관련

신호용 의물 휘, 조촉

신호용 악기 박

악

기

도

연주

관련

연주용 악기

건고, 삭고, 응고, 교방고, 장고, 편경, 편종, 방향, 

비파, 가야금, 해금, 아쟁, 현금, 양금, 피리, 퉁소

[洞簫], 생, 대금, 당적, 가(笳)

신호용 악기 축, 어

정재

관련

정재용 무구 무고, 아박, 향령, 검기, 향발, 첨수

정재용 의물
포구문, 보상반, 선도반, 목단화준, 몽금척족자, 금

척, 채선, 대모반

<표 28> 고종정해진찬의궤 정재의장과 악기의 용도별 구분

147) 대모반(玳瑁盤)은 순조(純祖)때 창작된 정재(呈才) 무산향(舞山香)을 추는 무대이다. 침상(寢

牀)과 같이 만들고 대모(玳瑁) 무늬를 그린다.

148)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도에 등장하지만 고종정해진찬의궤에 등장하지 않는 품목은 당

금(唐琴), 현자(絃子), 갈고(羯鼓)의 3종이며 모두 연주용 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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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정해진찬의궤의 악기도(樂器圖)는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

기도(樂器圖)와 대모반(玳瑁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

한다. 고종정해진찬의궤도 진찬이라는 의궤를 연회를 기록한 의궤

이기에 악기의 개념과 악기의 범위를 논하기에 크게 주목할 만한 점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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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音樂)의 도구[器]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의 문헌은 증보문헌비고(1908) 1종 

이다.149)

가. 증보문헌비고(1908)의 악기

증보문헌비고 중 권90에서 권108까지가 악고(樂考)인데 권95가 

악고6 ‘악기1(樂器一)’150), 권96이 악고7 ‘악기2(樂器二)’151)이다. 악

고6과 악고7에 악기들이 팔음(八音)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각 

팔음의 항목들은 다시 아부(雅部)와 속부(屬部)로 나누었는데, 속부에 

당악기와 향악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 악학궤범이 아부(雅

部), 당부(唐部), 향부(鄕部)로 구분한 것과 다른 방식이다. 또한 권

104의 악고15는 ‘악무(樂舞)’152)인데 연주신호용 의물과 정재용 무구

가 등장하므로 함께 살펴보겠다.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에 등장하

는 악기들은 다음과 같다.

149) 본 절의 대상 문헌이 1종이기에 “나” 항목은 없다.

150)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176~212쪽.

151)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213~249쪽.

152)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677~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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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품목

악

고

6

 

樂

器

一

金

雅部 편종·특종, 순(錞), 요(鐃), 탁(鐸), 탁(鐲)

俗部 방향, 향발, 동발

石

雅部 경(磬)153)

俗部 (없음)

絲

雅部 금(琴), 슬(瑟)

俗部
현금, 가야금, 월금, 해금, 당비파·향비파, 대쟁(大箏)·아쟁(牙

箏)·알쟁(戛箏)

악

고

7

樂

器

二

竹

雅部 소(簫), 약(籥), 관(管), 적(篴), 지(篪)

俗部 당적, 대금·중금·소금, 퉁소[洞簫], 당피리, 태평소

匏

雅部 생(笙)·우(竽)·화(和)

俗部 (없음)

土

雅部 훈(塤), 상(相), 부(缶), 토고(土鼓)

俗部 (없음)

革

雅部 진고(晉鼓), 뇌고·영고·노고, 뇌도·영도·노도, 건고, 삭고, 응고

俗部 절고(節鼓), 대고(大鼓)·소고(小鼓), 교방고, 장고

木

雅部
부(拊), 축·지, 어·진, 응(應), 아(雅), 독(牘), 거(簴), 순(簨), 숭

아(崇牙), 수우(樹羽)154)

俗部 (없음)

악고 15

樂舞155)

휘, 정(旌), 둑, 위약(葦籥), 하적(瑕跡), 주간(朱干), 옥척(玉戚), 

도(刀), 창(槍), 궁(弓), 시(矢)

<표 29> 증보문헌비고 수록 악기

153) 증보문헌비고에서 제목은 경(磬)으로 되어있으나, 그 내용은 편경(編磬)과 특경(特磬)을 모

두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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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연주용 악기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 중 연주용 악기들은 편종, 방향, 편경, 

금, 슬, 현금, 가야금, 월금, 해금, 당비파, 향비파, 대쟁, 아쟁, 알쟁, 

소(簫), 약(籥), 관(管), 적(篴), 지(篪), 당적, 대금, 중금, 소금, 퉁소

[洞簫], 당피리, 태평소, 생(笙), 우(竽), 화(和), 훈, 부(缶), 진고, 뇌

고, 영고, 노고, 건고, 삭고, 응고, 절고, 교방고, 장고이다. 석부의 경

은 일방적인 경을 의미하고 그 내용에 특경과 편경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석부의 경은 특경과 편경 모두를 지칭한다. 혁부(革部)

의 악기 중 진고(晉鼓)와 절고(節鼓)는 모두 아악기인데 진고는 아부

로 절고는 속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의문이 남는다. 즉, 연주용 악기

들은 아부와 당부 그리고 향부악기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2)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연주신호용 악기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 중 연주관련 신호용 악기들은 특종, 특

경, 토고(土鼓), 뇌도, 영도, 노도, 부(拊), 축·지, 어·진이다. 토부의 토

고(土鼓)는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없으나 악고의 본문 내용 중 박연의 

상소에 ‘선농악에 토고를 써야하나 지금은 노고(路鼓)를 쓴다.’156)고 

154) 거(簴), 순(簨)은 악기 틀(機) 또는 가자(架子)를 의미한다. 숭아(崇牙), 수우(樹羽)는 편경과 

편종 들의 틀(機)위에 작식되어 있는 동물들을 의미한다. 숭아(崇牙) 높은 곳에 있는 이빨이란 

뜻인데 아마도 편종틀 위의 용머리 장식을 말하는 것 같다. 수우(樹羽)는 목공작(木孔雀)을 말

하는데 편종과 편경의 틀 위의 새를 의미하거나 편경 틀의 봉황장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

155) 악무에 등장하는 도구들의 이름은 원문의 표현대로 수록하였다.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

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474쪽,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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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 노고와 같은 용도일 것으로 추측한다. 목부의 부(

拊)157)는 설명만으로는 어떠한 악기인지 알 수 없으나 당상악에서 음

악의 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박(拍)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모두 

음악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연주관련 신호용 악기들이다.

(3)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일무신호용 악기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 중 일무관련 신호용 악기들은 순(錞), 

요(鐃), 탁(鐸), 탁(鐲), 상(相), 응(應), 아(雅), 독(牘) 8종이다. 이들은 

모두 아부악기로 일무를 절제하는 역할을 하는 신호용 악기들이다.

(4)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정재용 무구

‘악고6’과 ‘악고7’에 기존 문헌에서 정재용 무구로 분류되어 있던 

향발(響鈸)과 동발(銅鈸)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향발무 

등에서 춤을 추는 이가 들고서 소리를 내는 도구인데, 무인(舞人)이 

손에 들고 춤을 춘다는 측면에서는 무구(舞具)이지만, 소리를 내는 도

구라는 측면에서는 악기(樂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악고15의 악무 

항목이 아닌 악기 항목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156) 세종12년(1430), 박연이 상소하며 말하길, “예로부터 선농악(先農樂)에 모두 토고(土鼓)를 

썼는데, 지금은 노고(路鼓)를 쓰니, 이는 올바른 제도가 아닙니다....(생략)”.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229쪽.

157) 세종12년(1430), ‘박연이 상소하며 말하길, “당상에은 먼저 부(拊)를 치니, 부(拊))란 악기는 

노래보다 먼저 쓰라는 것입니다.”’, ‘진양이 말하기를, ”당상악은 부(拊) 소리를 기다려 시작하

고...(생략)”’.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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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정재용 악기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 중 정재관련 연주용 악기로는 대고(大

鼓)·소고(小鼓)가 있다. 이 대고와 소고는 단순히 큰북과 작은북이 아

니라 악학궤범권8 ‘정대업정재의물도설’의 대고와 소고에 해당한다. 

증보문헌비고 본문의 설명 또한 악학궤범의 ‘정대업정재의물도설’

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158)

(6) ‘악고6 樂器一’과 ‘악고7 樂器二’에서 악기 부속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 중 악기 부속이 등장하는데 이는 거

(簴), 순(簨), 숭아(崇牙), 수우(樹羽)이다. 이는 편경과 편종 등의 악

기의 틀과 그 부속을 의미한다. 이들은 악기 자체는 아니고 연주 관

련 악기의 부속에 해당한다.

(7) ‘악고15 樂舞’의 의물과 무구

‘악고15 악무(樂舞)’에서는 ‘악고6’ ‘악고7’처럼 악기 혹은 도구들이 

하나씩 설명 되어있지 않다. 악고15의 내용 중 박연의 상소와 그 답

변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악무에 쓰이는 도구들과 그 쓰임새가 

설명되어 있다.159) 여기서 등장하는 도구들은 정(旌,) 둑[纛], 휘(麾), 

158)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上(국립국악원, 1994), 243쪽.

159) ‘악고15 악무’에서는 세종12년(1430) 봉상판관 박연의 상소와 그에 대한 의례상정소의 설명

이 수록되어있다.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265~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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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葦籥), 하적(夏翟), 주간(朱干), 옥척(玉戚)이다.160) 또한 악원규

헌(樂院規憲)을 언급하며 제향 무무에는 방패와 도끼를 잡는 것이 

원칙인데, 연회의 무무에서 쓰이는 도(刀)161), 창(槍), 궁(弓), 시(矢)

가 제향의식에도 쓰여 그 본 뜻을 잃었다고 설명한다.162)

‘악고15 악무’에서 휘(麾)는 연주신호용 의물이고 정(旌)과 둑[纛]

은 일무신호용 의물이다. 약, 적, 간, 척은 일무용 무구이고 검, 창, 

궁, 시는 정재용 무구이다. 휘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무용과 관련된 

것인데 휘는 연주관련 의물임에도 악기가 아닌 악무에 수록되어 있

다. 이는 휘는 비록 연주관련 신호용 의물이지만 소리가 나는 도구는 

아니기에 악기에 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조기축진찬의

궤(1829), 헌종무신진찬의궤(1848), 고종정해진찬의궤(1887) 등

에서 휘(麾), 조촉(照燭), 박(拍)이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에 실려 있

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악고15 樂舞’에서는 조촉이 등장

하지 않는다.

이상 증보문헌비고 ‘악고6 악기1’와 ‘악고7 악기2’ 그리고 ‘악고

15 악무’에 등장하는 품목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0) 원문 그대로의 기록인 위약(葦籥)은 갈대로 만든 관악기, 하적(夏翟)은 청황적백흑의 오색 

꿩깃, 주간(朱干)은 붉은 방패, 옥척(玉戚)은 옥 도끼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적, 약, 간, 척으

로 표기하겠다.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476쪽.

161) 검, 창, 궁, 시는 악학궤범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 수록되어 있는 정재용 무구이다. ‘악고

15 악무’에서는 검(劍)이 아닌 도(刀)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검으로 표기하겠

다.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474쪽.

162) 김종수 역주, 역주 증보문헌비고–악고-下(국립국악원, 1994),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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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용도별 구분 품목

악

고

6

樂

器

一

金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편종

신호용 악기 특종

일무관련 신호용 악기 순(錞), 요(鐃), 탁(鐸), 탁(鐲)

俗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방향

정재관련 정재용 무구 향발, 동발

石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편경

신호용 악기 특경

俗部 (없음)

絲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금(琴), 슬

俗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현금, 가야금, 월금, 해금, 당비파, 향비

파, 대쟁(大箏), 아쟁(牙箏), 알쟁(戛箏)

악

고

7 

樂

器

二

竹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소(簫), 약(籥), 관(管), 적(篴), 지(篪)

俗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당적, 대금(大笒), 중금(中笒), 소금(小

笒), 퉁소[洞簫], 당피리, 태평소

匏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생(笙), 우(竽), 화(和)

俗部 (없음)

土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훈(塤), 부(缶)

신호용 악기 토고(土鼓)

일무관련 신호용 악기 상(相)

俗部 (없음)

革

雅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진고(晉鼓),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

고, 노고

신호용 악기 뇌도, 영도, 노도

俗部
연주관련 연주용 악기 절고, 교방고, 장고

정재관련 연주용 악기 대고(大鼓)·소고(小鼓)

木
雅部

연주관련 신호용 악기 부(拊), 축, 어

연주관련 악기 부속 거(簴), 순(簨), 숭아(崇牙), 수우(樹羽)

일무관련 신호용 악기 응(應), 아(雅), 독(牘)

俗部 (없음)

악고 15 樂舞

연주관련 신호용 의물 휘(麾)

일무관련 신호용 의물 정(旌), 둑[纛]

일무관련 일무용 무구 약, 적, 간, 척

정재관련 정재용 무구 검, 창, 궁, 시

<표 30> 증보문헌비고 악기의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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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는 현재까지 살펴본 문헌들 중 가장 늦은 시기의 문

헌이다. ‘악고6’과 ‘악고7’의 악기들을 보면 모두 소리가 나는 도구들

임을 알 수 있다.

금부(金部)에서 향발(響鈸)과 동발(銅鈸)은 무인(舞人)이 손에 들고 

춤을 출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무구로 분류하였지만, 소리를 내는 도구

라는 측면에서는 악기로 볼 수 있다. 향발(響鈸)과 동발(銅鈸)은 악

학궤범(1493)에서는 권8의 ‘향악정재악기도설’에 침향산·지당판과 

함께 수록되어있었다.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러 악기라는 항목

으로 편입된 것이다.

혁부(革部)의 악기 중 대고(大鼓)와 소고(小鼓)는 악학궤범 권8 

‘정대업정재의물도설’에 검·창·황룡대기·백호기 등과 함께 수록되었던 

품목이다. 향발 및 동발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마침내 혁부의 악기로 수록되었다.

한편 악학궤범권6 ‘아부악기도설’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

는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麾)는 소리를 내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악기에서 제외되었고, ‘악고15 악무’에 수록되었

다. 휘(麾)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촉(照燭)은 증보문헌비고에서 등

장하지 않는다. 한편, 아부악기(雅部樂器)에 속하였으나 일무(佾舞)와 

관련한 의물인 정(旌)과 둑[纛] 그리고 일무와 관련한 무구인 약·적·

간·척 또한 악기에서 제외되어 ‘악고15 악무’에 수록되었다.

반면, 아부악기(雅部樂器) 중 일무신호용 악기인 순(錞)·탁(鐲)·요

(鐃)·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은 비록 연주와 관련한 물품들

은 아니지만, 소리를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모두 ‘악고6’과 ‘악고7’에 

걸쳐 악기로서 수록되었다.163) 

163) 순(錞)·탁(鐲)·요(鐃)·탁(鐸)은 금부(金部)에, 상(相)은 토부(土部)에, 응(應)·아(雅)·독(牘)은 목

부(木部)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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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1493) 시대의 악기(樂器)는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

[器]를 모두 지칭하였다. 마침내 400여년이 지난 증보문헌비고
(1908) 시대에 이르러 ‘악기(樂器)’라는 단어가 오늘날 사전적인 의

미, 또는 학자들이 정의한 의미의 악기(樂器)와 같아지게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악(樂)이 완전히 음악(소리)과 무

용으로 구분된 것이다.

4. 소결론

본 장에서는 조선 최초의 악서(樂書)인 악학궤범(1493)이 편찬된 

15세기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가 편찬된 20세기 초까지 조선 시

대 악기와 관련된 14종의 문헌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악기(樂器)

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악기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제 1기는 악학궤범(1493)으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

기(樂器)란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器]를 뜻한다. 이 시기에는 악

기(樂器)에 연주 관련한 것과 무용 관련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악기(樂器)의 개념은 예기(禮記) ‘악기(樂記)’가 쓰인 고

대(古代) 시대 이래로 계속 이어져온 개념이다.

악학궤범 권6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에서 휘(麾), 조촉(照

燭)과 같이 연주에 쓰이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도구와 적(翟)․약(籥), 

간(干)․척(戚), 둑[纛], 정(旌)과 같이 일무(佾舞)에 쓰이는 무구(舞具)

가 모두 악기(樂器)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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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학궤범 권8의 ‘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

에는 소리를 내는 도구인 대각(大角), 소라[螺], 대고(大鼓), 소고(小

鼓), 대금(大金), 소금(小金)이 의물(儀物)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있

고, ‘향악정재악기도설(鄕樂呈才樂器圖說)’에는 소리를 내는 도구이지

만 무구(舞具)로 쓰이는 아박(牙拍), 향발(響鈸), 무고(舞鼓), 동발(銅

鈸)이 침향산(沈香山)과 지당판(池塘板) 등의 의물과 함께 악기(樂器)

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있다.

제 2기는 사직서의궤(1783)와 경모궁의궤(1784)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기(樂器)란 악(樂)에 쓰이는 도구[器]를 뜻하

고 무(舞)에 쓰이는 도구[器]는 무기(舞器)로 분화된 시기이다.

사직서의궤(1783)에서는 연구대상의 의궤 중에서 처음으로 악기

(樂器)와 무기(舞器)라는 구분이 생긴다. 이 의궤에 등장하는 악기들

은 모두 아부악기(雅部樂器)로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기도설(舞器

圖說)’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악기(樂器)의 개념에서 무용(일무)

에 쓰이는 도구들이 무기(舞器)로 분화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악기가 오늘날의 개념과 같아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악기도설(樂

器圖說)’에 소리를 내지 않는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麾)와 조촉(照燭)

이 포함되어 있고, ‘무기도설(舞器圖說)’에는 소리를 내어 일무를 절제

하는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모궁의궤(1784)에서는 사직서의궤와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악기들이 ‘악기도설(樂器圖說)’과 ‘무기도설(舞器圖說)’로 구분되어 기

록되어 있다. 이 의궤에서 등장하는 악기들은 아부악기, 당부악기, 향

부악기와 정대업정재의물들이다. 이 중 그동안 ‘정대업정재의물(定大

業呈才儀物)’에 속하던 대금(大金)이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 ‘악기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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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器圖說)’에 속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는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와 조촉이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속

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기는 증보문헌비고(1908)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기(樂器)는 

음악(音樂)을 연주하는 도구[器]를 뜻하며 오늘날의 악기(樂器) 개념

과 같아지게 된다.

앞의 사직서의궤에서 ‘무기도설(舞器圖說)’에 속하던 일무신호용 

악기인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이 

악기(樂器)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정재에 쓰이는 소리는 내는 도구인 

향발(響鈸), 동발(銅鈸), 대고(大鼓), 소고(小鼓) 또한 악기(樂器)에 속

하게 되었다.

한편, 소리를 내는 도구는 아니지만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麾)와 조

촉(照燭)은 이전의 문헌에서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수록되었으나, 
증보문헌비고에 이르러 악기(樂器)에서 제외 되었다. 마침내 조선 시

대 문헌에서의 악기(樂器)의 개념이 오늘날 사전적인 악기(樂器)의 개

념 또는 학문적인 악기(樂器)의 개념과 같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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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악기 수급방식의 변화

본 장에서는 악기제작 및 수리 관련 의궤들을 중심으로 각 문헌의 

‘악기(樂器) 수급방식’을 살펴 시대적 변화를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서술하겠다. 제 1기는 임시관청을 설치하고 타 관청으로부터 장인

들을 동원하고 재료를 진배(進排)164)받아 악기를 직접 제작한 시기이

고, 제 2기는 일부 재료들을 구매하여 직접 제작한 시기이며, 제 3기

는 악기를 구매하거나 제작 및 수리를 도급(都給)165)한 시기이다.

1. 직접 제작 및 재료 진배(進排) 시기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에 속하는 것은 제기악기도감의궤
(1624), 숙종기해진연의궤(1719),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인

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 4종이다. 각 의궤별로 ‘제작 및 수리한 

악기의 목록’, ‘동원된 장인들의 명단’, ‘악기에 쓰인 도구와 자재 목

록’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겠다.

164) 진배(進排)는 물건을 나라에 바치거나 물품을 진상한다는 뜻이다. 의궤에서 진배는 하급관청

이나 지방에서 상위부서로 물품이나 자재를 납품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구체적으로 상의원이나 

장악원에서 진연청으로 악기를 올리는 것과 각 지방관청과 호조 등에서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모두 진배라고 한다.

165) 도급(都給)은 어떠한 공사에 들 모든 비용을 미리 정하고 도맡아 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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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악기도감의궤(1624)의 악기제작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는 1방, 2방, 3방으로 담당 업무를 나누어 

기록하였다. 1방은 제기와 주종[祭器及鑄鐘]을, 2방은 제복과 의장

[祭服及儀仗]을, 3방은 악기와 의장[樂器及儀仗]을 각각 담당하였

다.166)

(1) 제작한 악기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는 1방의 기록 중 사직(社稷)의 ‘주종질(鑄

鐘秩)’167)에 새로 제작한 종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3방의 1624년 9

월 18일 기록 별단에 ‘진풍정시소용신조질(進豊呈時所用新造秩)’168)

에 새로 제작한 악기들을 기록해 놓았다. 3방의 ‘진풍정시소용신조실’

에는 ‘상의원상(尙衣院上)’169), ’장악원상(掌樂院上)’, ‘종묘상(宗廟上)’, 

‘전정헌가(殿庭軒架)’라는 하위 항목이 있다. 1방의 ‘주종질’과 3방의 

‘진풍정시소용신조질’의 품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6) 제기악기도감의궤의 “도청분방(都廳分房)”에 각 방별로 담당한 업무가 기록되어 있다. 祭
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13a.

167)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25a~025b.

168)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56a~058b.

169) 상의원(尙衣院)은 일반적으로 궁중의 의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설명되

어있다. 장경희는 그의 저서에서 상의원은 왕실의 상징물, 조공용 및 진헌용의 왕실공예품, 어

의대(御衣襨) 및 내부의 재화와 금은 보화 등의 물건공급을 맡았다고 설명하였다. 장경희, 의
궤 속 조선의 장인 1(솔과학, 2013), 15쪽, 17쪽,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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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새로 제작한 품목

1방 

주종질

청태주[汰蔟] 4매, 남려(南呂) 3매, 청협종[浹鍾]170) 2매, 청대려[汏

呂] 2매, 청황종[潢鍾] 2매, 무역(無射)171) 2매, 이칙(夷則) 2매, 협

종(夾鍾) 2매, 고선(姑洗) 2매, 중려(仲呂) 3매, 임종(林鍾) 1매, 태주

(太蔟) 1매, 대려(大呂) 1매, 황종(黃鍾) 1매, 응종(應鍾) 1매

3

방

진

풍

정

시

소

용

신

조

질

尙

衣

院

上

대주렴(大朱簾)172) 12부, 중주렴 1부, 소주렴 1부, 죽간자 2부, 인인장 

2부, 봉선 2부, 용선 2부, 정절 8부, 작선 2부, 미선 2부, 홍개 2부, 흑

개 2부, 장고 10부, 당비파 10부, 현금 5부, 가야금 6부, 아쟁 1부, 해

금 1부, 박 5부, 아박 1쌍, 무고 5부, 방향 5부, 향발 8쌍, 포구락구문 

1부, 채선 2부, 동도리(東道里) 1부, 헌선도 1부에 들어가는 [반(盤) 1

부, 탁자 1부, 선도 1장], 금척 1부, 족자 1부, 연화대합립

掌
樂
院
上

당비파 4부, 가야금 2부, 향비파 1부, 해금 1부, 방향 2부, 박 4부, 

연화대 복식173), 여기 72인이 입을 복식, 관현맹인이 입을 복식, 전

악이 입을 복식, 공인이 입을 복식, 처용이 입을 복식 

宗

廟

上

대금(大笒) 3부, 중금 1부, 소금 2부, 당적 4부, 피리 6부, 태평소 2

부, 조촉 2부 , 약(籥) 52부, 적(翟) 31개, 목주(木珠) 900개, 치미우

(雉尾羽 ) 500개, 경집[磬家] 64건, 방향집[方響家] 4부, 잡물을 담

을 큰 버들상자[雜物入盛大柳笥] 4부, 아쟁집[牙箏家] 2부, 해금집

[奚琴家] 2부, 현금집[玄琴家] 2부, 장구집[杖鼓家] 8부, 가야금집

[伽倻琴家] 2부, 당비파집[唐琵琶家] 2부, 향비파집[鄕琵琶家] 2부, 

휘 2부, 목개아(木盖児)174) 230개

殿

庭

軒

架

동도리 2부, 정철대정(正鐵大釘) 4개, 몽동(蒙同) 1개, 원환(圓環) 

12개, 홍숙마소(紅熟麻所) 2거리, 오색유소(五色流蘇) 2줄, 치미우유

소 4줄, 원룡(遠龍) 4부, 경가자(磬架子) 2부, 현소(懸所) 32거리, 목

공작 12개, 용두 2개, 초엽 12개, 휘 1부, 조촉 1부

<표 31> 제기악기도감의궤 제작 악기 목록

170) 원문에는 “탁협종[俠鍾]”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협종[浹鍾]”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송지

원은 편종에는 俠鍾음이 없으므로 浹鍾의 誤記로 판단하였다.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23집(국립국악원, 2011), 166쪽. 또한, 제기악기도감의

궤에서는 제작한 종의 개수와 종의 무게까지 기록해 놓았다. 종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음고가 높

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한 종들의 무게를 살펴보아도 “俠鍾”은 

“浹鍾”의 오기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25a-25b.

음고 黃鍾 潢鍾 大呂 汏呂 太蔟 汰蔟 夾鍾 浹鍾

무게 14근 6냥 15근 8냥 14근 7냥 15근 8냥 14근 8냥 16근 14근 4냥 16근 8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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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1>는 새로 제작한 악기와 의장들의 목록이다. 1방은 제

기들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주종(鑄鐘)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쇠를 

주조하여 만드는 다른 제기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

을 것이다.

‘상의원상’의 목록은 가장 많은 악기와 의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장악원상’에서는 일부의 연주용 악기들과 복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종묘상’에서는 연주용 악기는 주로 관악기가 기록되어 있고, 악기집

[家]에 대한 내용이 많다.

(2) 악기 제작에 동원된 장인

3방소장의 후반부에는 동원된 장인175)들의 종류와 수가 ‘장인(匠

人)’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1) 원문에는 “甘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無射”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祭器樂器都監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25b.

172) 주렴(朱簾)은 종묘의 신실(神室) 내외에 거는 발을 의미한다.

173) 이하 복식관련하여 세부 내역은 생략한다.

174) 개아(盖児)는 개아(蓋兒)를 의미하는 것 같다. 뚜껑이라는 뜻이다.

175) 장인(匠人)의 명칭은 그가 만드는 물품, 그가 다루는 재료, 그가 다루는 연장, 또는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다. 예를 들어 장고장(杖鼓匠)은 장고를 만드는 장인이고, 

은장(銀匠)은 은(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만드는 장인이며, 인거장(引鋸匠)은 인거(引

鋸)라는 양 쪽에서 마주잡고 잡아당겨 자르는 큰 톱을 쓰는 장인이며, 천혈장(穿穴匠)은 구멍을 

뚫는 기술을 가진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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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匠色)176) 인원 이름

풍물장(風物匠)177) 1명 김상

야장(冶匠)178) 2명 이명회, 김복남

화원(畵員)179) 3명 이천갑, 권열, 함식

화장(花匠)180) 2명 김충익, 홍유지

소목장(小木匠)181) 1명 김계일

조각장(彫刻匠)182) 2명 신덕림, 엄건

목수(木手) 3명 이가응복, 김남, 권연금

칠장(漆匠)183) 4명 석계남, 이수, 강사종, 정경남

도자장(刀子匠)184) 1명 김효남

주장(注匠)185) 3명 이구지, 황언귀, 김수공

두석장(豆錫匠)186) 2명 이덕룡, 김개도치

시장(匙匠)187) 1명 박응신

소로장(小爐匠)188) 1명 이응남

매듭장[每緝匠]189) 2명 이봉중, 김경인

다회장(多繪匠)190) 7명
이학용, 정연학, 노응남, 박언충, 신묵세, 김말립, 

가팔이 

마조장(磨造匠)191) 2명 김숙련, 김순원

초립장(草笠匠)192) 1명 이진복

진소장(眞梳匠)193) 3명 윤기생, 황길, 방막동

사립장(斜笠匠)194) 6명 박운, 장녹, 하단우, 이목, 인세충, 유응남

조현장(造絃匠)195) 6명 김만경, 이어리동, 김봉수, 천봉학, 최응란, 김마당

장고장(杖鼓匠)196) 3명 엄춘세, 고온, 김이수

<표 32>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동원대상 장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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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장색(匠色)은 장인(匠人)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장인의 종류를 지칭하기도 한다.

177) 풍물장(風物匠)은 보통 악기를 만드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의 악기장(樂器匠)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이는 풍물(風物)이 보통 악기(樂器)와 같은 뜻으로 쓰기 때문인데, 정확히 

풍물이 악기와 의물(儀物) 그리고 무구(舞具) 등의 물풍 중 어떤 것 까지를 의미하는지 정의되

지 않았다. 따라서 풍물장이 실제로 어떤 악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악기를 제작한 사

람인지, 악기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기의 음정과 조율을 담당한 사람인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78) 야장(冶匠)은 대장장이를 뜻한다.

179) 화원(畵員)은 도화서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경국대전에서는 장인으

로 분류되어있지는 않다. 화원은 보통 기록화 등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악기 중 북

종류나 편경과 편종의 틀 등에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하였다.

180) 화장(花匠)은 꽃을 다루는 장인이다.

181) 소목장(小木匠)은 나무로 가구나 문방구 등 목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다.

182) 조각장(彫刻匠)은 조각을 하는 장인을 의미하는데, 조각을 하는 대상이 목재인지 금속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83) 칠장(漆匠)은 옻칠을 하는 장인이다.

184) 도자장(刀子匠)은 칼을 만드는 장인이다.

185) 주장(注匠)은 쇠를 녹여서 붓는 중간 과정의 업무를 하는 장인을 뜻한다. 한편, 주장을 줄장

(乼匠)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줄장은 가죽줄이나 밧줄 또는 쇠줄 따위를 만드는 장인을 뜻한

다.

186) 두석장(豆錫匠)은 놋쇠로 문고리나 자물쇠 등을 만드는 장인을 뜻한다.

187) 시장(匙匠)은 숟가락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는데, 열쇠를 만드는 장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88) 소로장(小爐匠)은 작은 화로를 만드는 장인을 뜻하는데, 작은 화로를 다루는 장인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189) 매즙장(每緝匠)은 매듭장을 뜻한다.

190) 다회장(多繪匠)은 다회(多繪)를 만드는 장인이다. 다회란 여러 모양으로 짠 끈목을 의미하는

데 이 다회는 매듭의 재료이기도 하고 각종 의복에 쓰이기도 한다.

191) 마조장(磨造匠)은 연자매를 만드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자매란 일반 맷돌보다 훨씬 큰 

맷돌로 소나 말이 끌어서 갈아내는 큰 맷돌이다. 그러나 악기를 제작할 때에는 돌이나 쇠붙이 

따위를 갈아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조장은 편경을 만들 때 경석을 갈

아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92) 초립장(草笠匠)은 초립(草笠)이라는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다.

193) 진소장(眞梳匠)은 참빗[眞梳]을 만드는 장인이다.

194) 사립장(斜笠匠)은 사립(斜笠)이라는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다. 사립은 삿갓이다.

195) 조현장((造絃匠)은 악기의 현을 만드는 장인이다. 조현장을 활시위를 만드는 장인으로 해석

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살펴볼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에서 현금, 가야금, 아쟁, 비파의 제작

과 수리에 참여한 장인으로 등장하므로 악기의 현을 만드는 장인임이 명확하다. 그런데 경국

대전(1471)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명칭이다.

196) 장고장(杖鼓匠)은 장고를 만드는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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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匠色) 인원 이름

침선장(針線匠)197) 3명 갑생, 예생, 환지

은장(銀匠)198) 1명 신국

관자장(貫子匠)199) 3명 장승길, 희남, 맹남

가칠장(假漆匠)200) 1명 김승복

제이장(蹄履匠)201) 3명 한순, 오무, 김유충

복두장(幞頭匠)202) 2명 박천, 조예남

각대장(角帶匠)203) 2명 주침, 음인

천혈장(穿穴匠)204) 3명 이응, 김인, 명이

쇄장(鎖匠)205) 1명 이완

피장(皮匠)206) 6명 질이, 무응이, 몽남, 이수양, 김응례, 세이

주렴장(朱簾匠)207) 3명 이우림, 장손, 이금

부금장(付金匠)208) 3명 고대수, 함득남, 김예남

동장(銅匠)209) 2명 김현, 정의현

향발장(響鈸匠)210) 2명 이기생, 조덕생

옥장(玉匠)211) 1명 정춘

고양의 주렴장(朱簾匠) 10명
문김문, 김천김, 이파회, 주가외김, 최춘김, 박오

십동, 황순복, 노자금, 김이, 김옥춘

개성의 두석장(豆錫匠) 1명 이매춘

개성의 도자장(刀子匠) 1명 김천룡

연죽장(鍊竹匠)212) 35명 덕중 등

조역군사(助役軍士) 19명

<표 33>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동원대상 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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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2>의 장인들은 악기뿐만 아니라 의물을 제작하는데도 

참여하였다. 각 악기별로 어떤 장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는지는 기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인의 명칭으로 어떤 작업에 참여하였는지 

추측 해 볼 수 있다. 풍물장은 보통 악기를 제작하는 현재의 악기장

(樂器匠)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작업을 했는

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악기들을 제작하는데 풍물장이 한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악기제작을 감독했거나 악기들

의 조율을 담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화원은 북 같은 악기나 악

기의 틀 또는 포구락구문 등에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목

장, 조각장, 목수는 목재를 다루는 장인으로 악기와 의물등을 만들었

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장은 악기의 현을 만드는 장인으로 현금, 가야

197) 침선장(針線匠)은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보통 단순한 바느질은 침선비(針線婢)가 

담당한다.

198) 은장(銀匠)은 은(銀)을 세공하는 장인이다.

199) 관자장(貫子匠)은 관자(貫子)를 만드는 장인이다. 관자란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단

추모양의 고리이다.

200) 가칠장(假漆匠)은 가칠(假漆)을 하는 장인이다. 가칠은 옻칠아닌 다른 칠을 의미하는데, 보통

은 건축물이나 악기 등에 단청(丹靑)을 그리기 전에 하는 초벌칠을 의미한다.

201) 제이장(蹄履匠)은 신발을 만드는 장인으로 추측된다.

202) 복두장(幞頭匠)은 복두(幞頭)를 만드는 장인이다. 복두란 머리에 쓰는 관(冠)의 일종이다.

203) 각대장(角帶匠)은 각대(角帶)를 만드는 장인이다. 각대란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는 띠를 의

미한다.

204) 천혈장(穿穴匠)은 구멍을 뚫는 장인이다. 구멍을 뚫는 것은 drilling과 punch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천혈은 아마도 drilling을 의미하는 것 같다. 보통 천공(穿孔)은 punching을 의미한

다.

205) 쇄장(鎖匠)은 쇠사슬이나 자물쇠 등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는 것 같다.

206) 피장(皮匠)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

207) 주렴장(朱簾匠)은 주렴(珠簾)을 만드는 장인이다. 주렴은 구슬 등을 꿰어 만든 발을 의미한

다.

208) 부금장(付金匠)은 금칠(金漆)을 하는 장인이다.

209) 동장(銅匠)은 구리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다.

210) 향발장(響鈸匠)은 향발(響鈸)을 만드는 장인이다.

211) 옥장(玉匠)은 보통 옥으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악기를 제작할 때에는 편

경(編磬) 등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남양 등에서 옥을 캐는 채옥(採玉)에도 관여하였다.

212) 연죽장(鍊竹匠)은 대나무를 엮어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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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아쟁, 해금, 당비파, 향비파의 현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장고장

과 향발장은 이름 그대로 장고와 향발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장인들의 명단 후반부에는 주렴장 10인이 고양에서 동원되었고, 두

석장 2인이 개성에서 온 기록이 있다. 이들은 지방관청에 소속된 외

공장(外工匠) 혹은 지방의 사공장(私工匠)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장

인들은 아마도 중앙 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각 장인들의 원래 소속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213)

제기악기도감의궤의 1624년 4월 23일 기록에는 ‘제기악기조성도

감사목(祭器樂器造成都監事目)’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도감사목이란 

임시관청인 도감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규칙을 말한

다. 이 제기악기조성도감사목에는 각 분야의 모든 장인(匠人)은 상급 

관아에 구애받지 않고 데려다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214) 즉 제기악기

도감에서 일을 할 장인들은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중 도감으

로 차출한 인원들이었다. 이러한 장인 동원 방식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기위해 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213) 경국대전(1471) 권6 ｢공전(工典)｣ 중 ‘공장(工匠)’조의 경공장(京工匠)에는 129종류의 장

인들 2,841명이 기록되어 있다. 경공장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을 말하는데, 상의원에는 

68종류의 장인 597명이 속해있으며, 군기시(軍器寺)에는 16종류의 장인 644명이 소속되어있

다. 경공장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장인들이 소속된 관청은 상의원이며, 가장 많은 인원이 소속

된 관청은 군기시이다. 장악원(掌樂院)에는 2종류의 장인 6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풍물장(風物

匠) 4명과 황엽장(簧葉匠) 2명이다. 풍물장의 경우 상의원에 8명이 소속되어 있어 장악원보다 

많은 인원이 소속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을 만드는 고장(鼓匠)은 군기시에 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신서원, 1998), 479~495쪽, 542~548쪽. 한편 지방관

청에 속해 있는 장인들은 외공장(外工匠)이라 하는데 27종류의 장인 3,652명이 각 지방 관아

에 소속되어 있다.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신서원, 1998), 496~524쪽, 549쪽.

214)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04a~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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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기 제작에 쓰인 자재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 제기와 악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들

을 조달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장인들을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제기악기조성도감사목’에 명시되어 있다. 도감사목의 기록에 따르

면 제기와 풍물악기 등을 만들 재목(材木)은 서울[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호조(戶曹)가 값을 치루어[給價] 구하거나 부득이 외방(外

方)에서 취해야 하는 것은 최소의 수량을 복정(卜定)215)하도록 하였

다.216)

필요한 재목(材木) 내역 납품 내역과 담당지역

아목판(牙木板)

14장

당비파(唐琵琶) 복판감,

길이 2자 너비 2자5치 두께 2치짜리

아목 13장 가평(加平)

아목(牙木)

1장

아쟁(牙箏) 1부에 쓸,

길이 5자5치 너비 2자2치 두께 5치짜리

황상목(黃桑木)

3조

해금(奚琴) 3부에 쓸,

길이 1자 둘레 6치짜리

황상목 2조 남양(南陽)

황상목 3조 수원(水原)

회목(檜木)

13조

현금(玄琴) 괘(棵)감,

길이 2자 둘레 5치짜리
회목 13조 강화(江華)

율목판(栗木板)

3장

향비파(鄕琵琶)에 쓸,

길이 5자 너비 2자짜리
율목판 3장 양주(揚州)

<표 34> 제기악기도감의궤 악기용 재목(材木) 납품내역

215) 복정(卜定)은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그 

지방의 토산물 등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것을 뜻한다.

216)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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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4>은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에서 1624년 8월 6일 기

록과 1624년 8월 20일 기록217)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풍정대례의 

일자가 다가오자 도감(都監)에서 매우 다급히 악기 제작에 쓰일 재목

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재목을 위와 같이 납품하였

다. 악기 제작에 필요한 주요 목재들은 이와같이 각 지방에서 도감으

로 진배하였다. 재목을 납품한 지역이 경기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매우 급하게 진배를 종용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외에도 각 악기 및 의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은 여러 관

청이 진배한 것을 사용하였다. 3방소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각사

잡물봉상실입급용환하질(各司雜物捧上實入及用還下秩)’에 각 관청별로 

어떠한 물품들을 진배하였는지 정리해 놓았다.218) 이 목록에 등장하

는 관청은 호조(戶曹)219), 선공감(繕工監)220), 장흥고(長興庫)221), 제

용감(濟用監)222), 선혜청(宣惠廳)223), 군기시(軍器寺)224), 예빈시(禮賓

寺)225), 분호조(分戶曹)226), 전설사(典設司)227), 와서(瓦署)228), 사축

서(司畜署)229), 평시서(平市署)230), 공조(工曹)231), 사재시(司宰寺

217)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52b~053a.

218)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78a~087a.

219) 호조(戶曹)는 육조(六曹) 중 하나로 호구(戶口), 공부(貢賦), 식화(食貨) 등 국가재정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이다. 

220) 선공감(繕工監)은 공조(工曹)에 딸려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다.

221) 장흥고(長興庫)는 유둔(油芚), 종이, 유지(油紙)의 관리를 맡은 관아이다.

222) 제용감(濟用監)은 각종 직물과 관련하여 직조, 채색, 염색, 진상, 하사를 맡은 관아이다.

223) 선혜청(宣惠廳)은 대동미(大同米), 대동포(大同布), 대동전(大同錢)의 출납을 맡아보는 관아이

다.

224) 군기시(軍器寺)는 병기, 기치 등의 제조를 맡은 관아이다.

225) 예빈시(禮賓寺)는 빈객(賓客)의 연향 등을 맡은 관아이다.

226) 분호조(分戶曹)는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호조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 관청이다.

227) 전설사(典設司)는 장막(帳幕) 따위를 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28) 와서(瓦署)는 왕실에서 쓰는 기와와 벽돌을 만들어 바치던 관아이다.

229) 사축서(司畜署)는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30) 평시서(平市署)는 시전(市廛)에서 쓰던 자, 말, 저울 등과 물건값의 높고 낮음을 검사하던 관

아이다.

231) 공조(工曹)는 육조 중 하나로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를 맡아보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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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섬시(司贍寺)233), 의영고(義盈庫)234), 상의원(尙衣院), 풍저창

(豊儲倉)235), 사복시(司僕寺)236), 군자감(軍資監)237), 사도시(司䆃
寺)238), 내자시(內資寺)239), 내섬시(內贍寺)240) 등이다. 이 중 가장 많

은 자재들을 진배한 부서는 호조이다. 호조에서는 염료, 아교, 금속, 

비단, 가죽, 목재, 대모(玳瑁)241), 상아(象牙) 등 매우 다양한 자재들

을 진배하였다.

위와 같이 왕실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관청인 도감(都監)을 설치하

여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 관청이 장인을 보내고 자재를 진배(進

排)하였다. 이렇게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도 일반적인 운영방식이었

다.242)

제기악기도감에서는 궁중의 여러 곳에 필요한 악기들을 새로 만

든 기록이다. 이후에 살펴볼 의궤들에서는 악기를 제작하는 이유와 

아이다.

232) 사재시(司宰寺)는 수산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33) 사섬시((司贍寺)는 저화(楮貨)의 제조와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다.

234) 의영고(義盈庫)는 호조(戶曹)에 속하여 기름, 꿀, 후추 등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이

다.

235) 풍저창(豊儲倉)은 대궐안에서 쓰는 쌀, 콩, 종이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36) 사복시(司僕寺)는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맏아보던 관아이다.

237) 군자감(軍資監)은 군수용 식료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38) 사도시(司䆃寺)는 쌀, 간장, 겨자 따위를 궁중에 조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39) 내자시(內資寺)는 대궐에서 쓰는 식품과 직조(織造)와 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이다.

240) 내섬시(內贍寺)는 궁에 올리는 음식물과 포목(布木)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241) 대모(玳瑁)는 바다거북의 껍질인 대모갑(玳瑁甲)을 뜻한다. 고급 공예 자재로 장식품을 만들

거나 가구 등에 장식을 할 때 쓰인다. 악학궤범(1493) 권7 향부악기도설에서는 현금과 향비

파의 재료로 쓰였다. 제기악기도감의궤(1624)에서는 현금의 재료로 대모 6장이 쓰인 기록이 

있으나, 향비파에는 쓰이지 않았다.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64b.

242) 도감(都監)은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란 뜻에서 권설도감(權設都監)이하 한다. 왕실에서는 필

요한 물품을 제작하거나(제기악기도감 등) 시설물을 건설할(산릉도감, 영건도감 등) 때 도감을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도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제도이다.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솔과학, 2013), 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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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한 가지이다. 그러나 이 의궤에서는 여러 이유로 소실된 악기

들을 제작한 후, 여러 행사에 쓰일 목적으로 악기들을 제작한 기록이

다. 오랜 세월동안 보충하지 못하였던 악기들을 제작한 기록이기 때

문에 제작한 악기의 종류와 규모가 크다. 또한 연구대상의 의궤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의궤의 편찬 체제가 아직 체계적이

지 못하고, 여러 장소의 여러 악기들을 제작하다보니 다소 혼란을 준

다. 가령 ‘진풍정시소용신조질’에서 당비파는 ‘상의원上’에 10부를 제

작한 기록, ‘장악원上’에 4부를 제작한 기록, ‘종묘上’에 당비파집[唐

琵琶家] 2부를 제작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3방소장의 마지막에 나오

는 도식243)의 당비파 그림에는 “당비파 14부(唐琵琶十四部)”244)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기악기도감의궤는 악기제작관련 연구대상의 의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비록 편찬 체제 등이 이후에 등장하는 의궤들과 비교

해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시기

의 악기 수급 방식은 다른 조선시대 물품 수급 방식과 마찬가지로 임

시관청을 설치하여 장인들을 동원하고 자재를 진배받아 직접 제작하

는 방식이다. 이후의 의궤들도 악기를 제작할 때, 이 제기악기도감의

궤와 같은 방식으로 악기를 제작하게 된다.

243)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89a~092b. 제기악기도감의궤에는 악기제

작 관련 문헌 중 유일하게 그림이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도식에는 ‘악기도’ 등의 제목이 없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는 도식이 없다.

244) 祭器樂器都監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3734) 0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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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제기악기도감의궤 3방 도식 중 일부

나. 숙종기해진연의궤(1719)의 악기수리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 악기수리와 관련한 것은 일방(一房)이 맡

았다.

 

(1) 수리한 악기

숙종기해진연의궤 권2에 일방소장(一方所章)의 품목질(稟目秩) 중 

1719년 9월 6일 후록에 ‘각양풍물질(各樣風物秩)’245)에 진연 관련하여 

전에 진배[前排]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5)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79~186쪽; 肅宗己亥進宴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358-v2) 001b~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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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담당관청

각양풍물질

(各樣風物秩)

무고(舞鼓) 1부

상의원(尙衣院)

현금(玄琴) 4부

해금(奚琴) 2부

가야금(伽倻琴) 2부

장고(杖鼓) 4부

초상(肖床) 8좌

아쟁(牙箏) 2부

비파(琵琶) 2부

방향(方響) 1부

아박(牙拍) 1쌍

향발(響鈸) 8쌍

목박(木拍) 1부

함(函) 2부

복색(服色)

오방처용복색(五方處容服色)

호조(戶曹)

무동복색(舞童服色)

전상공인복색(殿上工人複色) 호조, 장악원(掌樂院)

권착복색(權著服色) 응판색(應辦色)246)

집박복색(執拍服色) 호조, 장악원

가동복색(歌童服色) 호조

<표 35> 숙종기해진연의궤 전배(前排) 품목

246) 응판색(應辦色)은 호조(戶曹)의 한 분과로 외국의 사신이 쓰는 것을 내어주는 사무를 맡아보

던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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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5>는 이번 진연에 쓰일 전체 악기목록은 아니며, 각 관

청에서 담당하여 전에 납품한 물품의 내역이다. 위의 전배(前排) 내역

을 보면 각양풍물질은 상의원에서, 오방처용복색과 무동복색은 호조

에서, 전상공인복색은 호조와 장악원에서, 권착복색은 응판색에서, 집

박복색은 호조와 장악원에서, 가동복색은 호조에서 담당하였다. 장악

원이 아닌 상의원이 악기에 해당하는 각양풍물을 전부 담당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진연이 끝난 뒤에 다시 악기들을 반납할 때에도 위의 

악기들은 모두 상의원으로 반납하게 된다. 보통 악기들을 담당하는 

관청이 장악원으로 알고 있으나 상의원에서도 많은 악기들을 관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9월 6일 기록을 보면 전에 진배(進排)한 위의 품목들을 간품

(看品)247)하라고 쓰여있다. 즉 진연을 위해 각 관청에서 가져온 위의 

품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리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인데, 그에 따른 

각 물품들의 수리내역이 1719년 9월 13일 기록248)의 후록과 9월 14

일 기록249)에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7) 간품(看品)은 물건의 품질의 좋고 나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248)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92~205쪽; 肅宗己亥進宴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358-v2) 008a~015a.

249)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205~211쪽; 肅宗己亥進宴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358-v2) 016a~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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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리 내역

무고(舞鼓)
무고 1부를 보수하고, 그림을 다시 그림, 북틀 및 횡목을 다시 

칠함.

현금(玄琴) 현금 2부를 보수함.

해금(奚琴) 해금 2부를 보수함.

가야금(伽倻琴) 가야금 2부를 보수함.

아쟁(牙箏) 아쟁 2부를 보수함.

비파(琵琶) 비파 2부를 보수함.

장고(杖鼓) 장고 2부를 보수함.

방향(方響) 방향 1부를 보수함.

함(函) 함 2부를 보수함.

초상(肖床) 초상 4좌를 다시 칠함.

무동복색

(舞童服色)

화관(花冠) 10부를 보수, 청혁대(靑革帶) 10부를 보수, 흑화자

(黑靴子) 10부를 보수, 흑소광적(黑小廣的) 관복 2건에 그림을 

그림.

전상공인복색

(殿上工人複色)

오혁대(烏革帶) 20부를 다시 만듦, 화화복두(畵花幞頭) 20건을 

보수.

권착복색

(權著服色)

권착사모(權著紗帽) 2부를 다시 만듦, 흑화자(黑靴子) 2부를 보

수, 오각대(烏角帶) 2부를 보수

집박복색

(執拍服色)

집박모라복두(執拍冒羅幞頭) 1부를 보수, 집박오정대(執拍烏鞓
帶) 1부를 개조,  

가야금집

(伽倻琴家)
가야금집 1부를 만듦

풍물집(風物家) 풍물집 11건을 다시 물들임.

가동복색

(歌童服色)

녹주의(綠紬衣) 2건, 자적주대(紫的紬帶) 2건, 자적두건(紫的頭

巾) 2부를 다림질.

오방처용복색

(五方處容服色)

처용가면(處容假面) 5부를 보수, 사모(紗帽) 5부를 보수, 수화

(首花) 10부를 다시 만듦, 금대(金帶) 5부를 보수, 초혜(草鞋) 5

부를 다시 만듦, 복색(服色) 5건에 그림을 그림.

<표 36> 숙종기해진연의궤 악기와 복색 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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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6>의 수리내역은 앞에서 살펴본 각 관청의 진배내역과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진연청에서 악기 등을 담당하는 관리가 진배

한 물품들을 간품한 후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려 수리를 진행시킨 

것이다. 위의 수리내역을 보면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 수리한 악기

들의 수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2) 악기 수리에 동원된 장인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 1방의 임무인 악기와 관복 관련하여 동원

된 장인들의 명단은 권2 일방소장(一方所章) 품목질(稟目秩) 중 1719

년 9월 7일 기록 중 후록250)에 수록되어 있다. 악기와 관복 관련하여 

동원한 장인들은 다음과 같다.

250)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87~189쪽; 肅宗己亥進宴儀軌

(규장각 소장본, 奎14358-v2) 006a~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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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 이름 (소속부서) 소속

화원(畵員) 이후, 박중번, 원명복, 장문혁, 문덕인 
예조 

도화서(圖畫署)251)

두석장(豆錫匠) 김수재 (공조), 강후백 (상방) 공조, 상방(尙方)252)

양관장(梁冠匠)253) 김석창, 황원고, 고흥익, 유필흥, 지자흥 공조

각대장(角帶匠) 김세장, 손상익, 이영창 공조

풍물장(風物匠) 김세건 장악원

초장(綃匠)254) 최원석, 조담석 상방

침선비(針線婢) 이단애련 (공조), 봉선초향대 (상방) 공조, 상방

천혈장(穿穴匠) 김덕해 상방

다회장(多繪匠) 이필상, 이묵거 상방

금장(金匠) 김도리 상방

마조장(磨造匠) 이상일 내사(內司)255)

화장(花匠) 박영건 삼사

연마장(鏈磨匠)256) 이기영, 송준이 훈국(訓局)257)

화자장(靴子匠)258) 정귀동, 문덕후 공조

칠장(漆匠) 윤세덕, 김익 선공

가면장(假面匠)259) 오이건 훈국

마경장(磨鏡匠)260) 김승만 공조

초혜장(草鞋匠)261) 정차업, 이창석 상방

소인거(小引鉅)262) 1패(一牌) 서부(西部)263)

월내장(月乃匠)264) 조수고리 공조

매듭장[每緝匠] 박시선, 이계염 상방

조현(造絃) 1패 장악원

각수(刻手) 박수만 교서관(校書館)265)

피장(皮匠) 서익 공조

<표 37> 숙종기해진연의궤 1방 동원대상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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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7>의 장인목록은 1방에 동원될 대상의 명단이다. 9월 7

일의 기록에는 만일 위의 명단에서 빠지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잘하는 사람을 골라 대신 보내라고 되어있다. 즉, 위의 명단

은 동원될 대상의 명단이고 실제 진연청에 차출되어 작업을 한 장인

의 명단과는 다르다. 실제 작업에 동원되어 일을 한 장인의 명단은 

진연이 끝난 후 기해년 9월 30일 기록266)에 있다. 이 기록의 장인명

단은 기생(妓生)과 풍물(風物)을 담당한 1방 뿐만 아니라, 찬선(饌膳)

과 배설(排設)을 담당한 2방과 의주(儀註)와 의장(儀仗)을 담당한 3방

의 장인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에 별도로 비교하여 살펴보지는 않겠

다.

251) 도화서(圖畫署)는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 본던 관청이다.

252) 상방(尙方)은 상의원을 의미한다.

253) 양관장(梁冠匠)은 양관(梁冠)을 만드는 장인이다. 양관은 문무관(文武官)이 조복(朝服)과 제

복(祭服)에 갖추어 쓰는 관이다.

254) 초장(綃匠)은 삶지 않은 생명주실인 생사(生絲)를 다루는 장인이다.

255) 내사(內司)는 내수사(內需司)를 의미한다. 내수사는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과 노비에 관

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256) 연마장(鏈磨匠)은 연마(練磨)를 하는 장인으로 보인다. 연마는 쇠붙이 등을 갈아내는 것을 

말한다.

257) 훈국(訓局)은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의미한다. 훈련도감은 오군영(五軍營)의 하나로 수도의 

경비와 군사훈련을 맡았다.

258) 화자장(靴子匠)은 신발[靴]을 만드는 장인이다.

259) 가면장(假面匠)은 가면(假面)을 만드는 장인이다. 본 의궤에서는 처용가면(處容假面)을 보수

하였을 것이다.

260) 마경장(磨鏡匠)은 거울을 만드는 장인이다.

261) 초혜장(草鞋匠)은 초혜(草鞋)를 만드는 장인이다. 초혜는 짚신을 뜻한다.

262) 소인거(小引鉅)는 양 쪽에서 마주잡고 잡아당겨 자르는 톱인 인거(引鋸) 중 작은 인거를 지

칭한다.

263) 서부(西部)는 서울 안의 오부(五部)의 하나이다.

264) 월내장(月乃匠)은 월내(月乃)를 만드는 장인으로 보인다. 월내(月乃)는 다래라고도 하는데 다

래는 말의 안장 좌우에 늘어뜨려 땅의 흙이 말에 탄 사람에게 튀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한다. 한

편 월내를 다리라고도 하는데 다리는 여자들이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덧넣었던 딴머리라고 

한다. 월내장은 월내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65) 교서관(校書館)은 경서(經書)의 인쇄나 교정, 향축(香祝), 인전(印篆) 등을 맡아보던 관아이

다.

266)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17~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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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에서 동원된 장인들은 모두 악기와 의복을 담당하였는데, 정확

히 어떤 장인들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는 의궤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기악기도감과 마찬가지로 장인의 명칭과 수리목록

을 보고 각 장인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추리할 수 있다.

이전의 제기악기도감의궤와는 달리 각 장인들의 원래 소속이 기

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악기 수리에 쓰인 도구와 자재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1방에서 악기와 복식을 수리할 때 쓰인 

도구와 자재들이 기록되어 있다. 장인들이 쓸 도구는 숙종기해진연

의궤 권2 품목질의 기해 9월 11일 기록267)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7)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90~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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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 도구 담당관청

각대장

풍로(風露) 1, 양판(涼板)268) 1, 전판(剪板)269), 자물쇠와 열

쇠를 갖춘 큰 궤짝 1, 연일여석(延日碾石)270) 1, 인도(引

刀)271) 1쌍

호조,

별공작,

군기시,

와서,

공조,

예빈시,

선공감,

평시서,

장흥고,

내자시,

내섬시

양관장
자물쇠와 열쇠를 갖춘 큰 궤짝 1, 도관(陶灌)272) 2, 등상(登

床) 2, 토화로(土火爐) 1, 인도(引刀) 2쌍, 배판(褙板)273) 1

풍물장

자물쇠와 열쇠를 갖춘 큰 궤짝 1, 등상(登床) 2, 도관(陶灌) 

1, 방문리(方文里)274) 1, 양판(涼板) 1, 인도(引刀) 1쌍, 토

화로(土火爐) 1, 연일여석(延日礪石) 1, 목적(木賊)275) 5돈, 

길이와 너비 5치짜리 세어피(細魚皮)276) 1, 소색(小索)277) 

1거리

마조장

길이와 너비 2치의 주우피(注牛皮) 2줄, 길이와 너비 2치씩

의 세어피(細魚皮)와 중어피(中魚皮), 연일여석(延日礪石) 1, 

강여석(强礪石)278) 1

연마장
등상(登床) 1, 등자금(鐙子金) 2, 소전판(小剪板) 2, 연일여

석(延日礪石) 1, 중여석(中礪石) 2

두석장
풍로(風爐) 1, 양판(涼板) 1, 자물쇠와 열쇠를 갖춘 궤짝 1, 

모구피(毛狗皮) 1령(領), 거물정(巨物釘) 3개

칠장
소정(小薡) 1, 방문리(方文里) 3, 도동해소라(陶東海所羅) 각 

1, 토우(土宇) 1칸

마경장 양판(涼板) 1

화원

50량짜리 저울[稱子] 1, 푼[分] 저울[稱子] 1, 도동해소라

(陶東海所羅) 각 1, 사완(沙碗) 2, 사대접(沙大跕) 2, 죽사발

(竹沙鉢) 1죽(竹), 사막자(沙莫子) 2, 토화로(土火爐) 2, 파

지의(破地衣) 1부, 자물쇠와 열쇠를 갖춘 2츨짜리 큰 궤짝 

1, 자금(炙金) 1

화장 가목토막(椵木土莫) 1

월내장 중연목(中椽木) 8개, 중색(中索)279) 3거리, 공장비(工匠婢) 1

<표 38> 숙종기해진연의궤 1방 장인들이 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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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8>에서는 각 장인들이 악기와 복색을 수리하거나 다시 

만드는데 쓰이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위의 각 도구들은 여러 관

청으로부터 가져와서 썼는데, 이 의궤에서는 각각 도구별로 어떤 관

청에서 진배하였는지는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각 장인들이 쓸 

도구는 호조, 별공작, 군기시, 와서, 공조. 예빈시, 선공감, 평시서, 장

흥고, 내자시, 내섬시 등 여러 관청으로부터 진배한 것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물장은 어떤 악기를 담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풍물장이 쓴 

도구들을 보면 풍물장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의궤에서는 새로 제작한 악기는 없으므로 풍물장은 악기의 수리를 담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두와 화로를 써서 인두질을 하거나 각종 연

마도구들로 악기를 보수하고 마무리한 것 같다. 이 때 사용한 도구들

은 현재의 악기장(樂器匠)이 악기를 수리할 때 쓰는 도구들과 거의 

268) 양판(涼板)은 대패질할 때에 받쳐 놓는, 판판하고 길쭉한 나무 판대기이다.

269) 전판(剪板)은 도련(刀鍊: 종이의 가장자리를 베는 일)할 때 받치는 판이다.

270) 연일여석(延日碾石)은 연일(延日) 숫돌을 뜻한다. 연일은 경상북도 연일현(연일군)을 뜻하는

데 이 지역에서 나는 숫돌인 연일석(延日石) 곱고 아름답다고 한다. 입도(粒度)가 높아 미세하

게 날을 세우는 마무리용 숫돌을 의미하는 것 같다.

271) 인도(引刀)는 뜨겁게 달구어 지지는 인두를 뜻하는 것 같다.

272) 도관(陶灌)은 도관이(陶灌伊), 도가니를 뜻하는 것 같다. 쇠붙이를 녹이는 데 쓰인다.

273) 배판(褙板)은 배접할 때 바닦에 깔고 쓰는 널판을 말한다.

274) 방문리(方文里)는 방기리(方器里)나 방그리, 방구리 등을 뜻하는 것 같다. 방구리는 물을 깉

거나 술을 담는데 쓰는 질그릇이다. 동이보다는 작은 크기이다.

275) 목적(木賊)은 여러해살이 풀인 속새이다. 속새의 원줄기에는 규산염이 있어 딱딱해 예전에는 

목재의 연마에 사용했다. 그래서 목적(木賊)이라고 부르고, 주석 그릇을 닦는 데 쓰여 주석초라

고도 부른다.

276) 세어피(細魚皮)는 상어피를 뜻하는 것 같다. 상어의 가죽은 단단하여 가죽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포나 sandpaper처럼 연마를 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마조장이 세어피와 중어피를 사

용한 것을 보면 연마 용도로 쓰인 것 같다. 현재에도 고추냉이 등을 상어가죽에 갈아서 먹기도 

한다.

277) 소색(小索)은 가는 새끼줄을 뜻한다.

278) 강여석(强礪石)은 입도가 낮아 거친 숫돌을 의미한다. 칼날 등을 연마할 때에는 강여석, 중

여석, 연일여석의 순서로 연마한 것으로 보인다.

279) 중색(中索)은 보통 굵기의 새끼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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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각 악기를 수리할 때 쓰인 자재들은 품목질 기해 9월 13일 기

록280)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악기 수량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 담당관청

무고 1부

과적포(寡赤布) 5자, 백휴지(白休紙) 1권, 교말(膠末) 5

홉, 태말(太末) 5배, 공해(骨骸) 5배, 당주홍(唐朱紅) 2

냥, 아교(阿膠) 2냥, 명유(明油) 4홉, 어교(魚膠) 2장, 

소목(燒木) 1단.

그림 그리는데 쓰이는 당화엽(唐華葉) 8돈, 삼록(三碌) 

1냥, 당주홍(唐朱紅) 7돈, 청화(靑花) 1냥, 편연지(片臙

脂)281) 2조, 진분(眞粉) 1냥, 황단(黃丹) 5돈, 아교(阿

膠) 1냥, 동황(同黃) 5돈, 석자황(石紫黃) 4돈, 수건베

(手巾布) 1개.

북틀과 횡목을 다시 칠하는데 쓰이는 반주홍(磻朱

紅)282) 6냥, 명유(明油) 4홉.

호조,

공조,

평시서,

제용감,

군기시,

선공감,

사재감,

예빈시,

장흥고,

사섬시,

의영고

현금 2부

현(絃) 6개를 다시 만드는 감 백사(白絲)283) 7돈 5푼, 

부월(夫月)284) 12개를 다시 염색, 사두(蛇頭)285)감 홍

진사(紅眞絲)286) 2돈, 탄(炭)287) 3되, 백납(白蠟)288) 3

돈, 목적(木賊)289) 2돈, 실백자(實柏子)290) 1홉, 괘(棵)

감으로 길이 너비 각 5치 두께 4푼 짜리 회목(檜

木)291) 2조각, 진괘(鎭棵)292)감으로 방 7푼 길이 1치5

푼 짜리 산유자목(山柚子木)293) 1조각.

해금 2부

주아(奏兒) 2개를 다시 만드는 감으로 방 1치 5푼 길

이 7치 짜리 산유자목 2조각, 궁(弓)감으로 중간 굵기

의 길이 3자짜리 오죽(烏竹) 2개, 백마미(白馬尾) 4돈, 

현두(絃頭)감 너비 5치 길이 1자짜리 소록피(小鹿皮) 

2조각, 대나무 뿌리[竹根]294) 30개, 매듭[每織]295) 2

개를 다시 만드는 감으로 오색진사(五色眞絲) 각 6돈.

<표 39> 숙종기해진연의궤 악기보수 자재목록 (1/2)

280) 송방송·박정련 外, 국역 숙종기해진연의궤(민속원, 2001), 192~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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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편연지(片臙脂)는 예전에 중국에서 나던 물감의 한 가지로 붉은 물을 솜에 먹여 말려 끓는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짜서 썼다.

282) 반주홍(磻朱紅)은 녹반(綠礬)을 태워서 만든 붉은 빛깔의 채색이다. “磻”은 “礬”으로도 쓴다.

283) 백사(白絲)는 흰 명주실 또는 생명주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에도 악기의 현을 제작하는

데 명주생사를 이용해 제작한다.

284) 부월(夫月)은 우리말 ‘부’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는 ‘부들’로 발음되고 있다.

285) 사두(蛇頭)는 부들 끝단에 현 뭉치를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든 부분을 의미하는데 고리의 

모양이 뱀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사두라 한다.

286) 진사(眞絲)는 명주실을 의미하는데 명주생사가 아닌 섬유제품으로서 가공된 명주실을 말하는 

것 같다.

287) 탄(炭)은 연료이다. 악기 현을 만들 때 줄을 꼰 후 증기로 쪄내는데 아마도 그 작업에서 연

료로 쓰인 것 같다. 또는 부들을 염색하는데 물을 끓이는 데 쓰였을 것이다.

288) 백납(白蠟)는 벌레가 만들어 내는 밀납을 의미한다. 현금에서는 아마도 오늘날의 초처럼 괘 

위에 바른 것 같다.

289) 목적(木賊)은 여러해살이 풀인 속새이다. 속새의 원줄기에는 규산염이 있어 딱딱해 예전에는 

목재의 연마에 사용했다. 그래서 목적(木賊)이라고 부르고, 주석 그릇을 닦는 데 쓰여 주석초라

고도 부른다.

290) 실백자(實柏子)는 껍데기를 벗긴 잣이다. 아마도 악기의 표면에 윤을 내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291) 회목(檜木)은 정확히 어떤 목재를 지칭하는 지 알 수 없다. 사전에 따라 회나무, 회양목, 노

송, 측백나무, 편백 등 여러 설명이 있는데 현금의 괘에 쓰인 목재인 만큼 단단한 목재로 추정

된다.

292) 진괘(鎭棵)는 목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오늘날 돌괘를 지칭하는 것 같다. 악학궤범에서

는 진괘(軫棵)로 한자표기가 조금 다르다. 

293) 산유자목(山柚子木)은 이후 조선 말기에 까지 여러 목제품의 재료로 등장한다. 박(拍)을 만

들 때에도 쓰이는 단단한 나무로 추정되는데, 현재 산유자목이라는 목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294) 대나무 뿌리[竹根]는 해금 입죽의 끝을 장식하는 용도인 것 같다. 해금을 2부 수리하는데 

죽근이 30개나 필요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30개 중 적당한 모양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

한 것 같다.

295) 매직(每織)은 매듭을 뜻한다. 매즙(每緝)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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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 담당관청

가야금 2부

길이 1자 3치 너비 7치 두께 3치짜리 오동목(梧桐木) 

1조각, 어교(魚膠) 반장, 탄 3되, 현 6개감으로 백사 7

돈, 함(函) 물들일 감으로 백납 3돈, 실백자 1홉, 목적 

2돈.

앞의

표와

동일

아쟁 2부
출단목(出檀木) 2개, 어교 반장, 탄 3되, 현 4개 감으로 

백사 5돈.

비파 2부

주아감 길이 6치 둘레 2치짜리 산유자목 4조각, 길이 

7치짜리 녹각사(鹿角裟) 48줄, 막고리(莫古里)감 길이 

1자 너비 1치짜리 녹각 1조각, 부빈(付檳)감 길이 2치 

너비 2치짜리 녹각 4조각, 통빈(筩檳)감 가반죽(假班竹) 

1마디, 어교(魚膠) 1장, 화피(樺皮) 반의 반장, 정(頂)감 

길이 1자5치 너비와 두께 3치짜리 산유자(山柚子) 1조

각, 길이 1자 너비 1치5푼짜리 소록피(小鹿皮) 2조각, 

길이 1자 너비와 두께 2치짜리 단목(椴木) 2조각, 현 8

개감 백사 1냥, 수건, 생포(生布) 2건, 꿩꼬리 50개.

장고 2부
홍향사(紅鄕絲) 세겹바[三甲所]296) 2간의 감 홍향사 6

냥 5돈, 편(鞭) 4개는 전에 납품한 것을 그대로 씀.

방향 1부

각퇴(角槌) 1자루는 그대로 씀, 반주홍(磻朱紅) 1냥 5

돈, 당주홍(唐朱紅) 5돈, 편연지(片臙脂) 1조각, 청화(靑

花)297) 2돈, 하엽(荷葉) 5돈, 삼록(三碌) 1냥, 황단(黃

丹) 2돈, 진분(眞粉) 4돈, 석자황(石紫黃) 3돈, 아교(阿

膠) 1냥, 정분(丁粉) 5홉, 백휴지(白休紙) 1냥 2돈, 어

교(魚膠) 반장, 홍주(紅紬) 3자, 홍향사(紅鄕絲) 삼겹바

[三甲所]는 새로 칠함, 명유(明油)298) 2홉, 탄(炭) 3되, 

법유(法油)299) 3홉, 2치 못 4개.

고퇴 1자루를 다시 싸는데 길이 1자 2치짜리 홍주(紅

紬) 반골

초상 4좌
다시 칠하는데 반주홍(磻朱紅) 4냥, 아교(阿膠) 1냥 5

돈, 명유(明油) 3홉

<표 40> 숙종기해진연의궤 악기보수 자재목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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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9>와 <표 40>에서 각 악기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자재

들은 장인들이 쓸 도구목록과 마찬가지로 여러 관청으로부터 진배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의궤에서는 각각의 재료를 어떤 관청에서 담당

하였는지는 구분해서 수록하고 있지 않다. 악기를 수리하는데 쓰인 

자재들은 호조, 공조, 평시서, 재용감, 군기시, 선공감, 사재감, 예빈

시, 장흥고, 사섬시, 의영고 등에서 진배한 것을 사용하였다.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악기를 수리할 때 필요한 장인들을 여러 

관청으로부터 동원하고, 장인들이 쓸 도구와 악기 수리에 쓰이는 자

재들을 여러 관청으로부터 진배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동원된 

장인들이 각 관청에서 진배한 자재들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악기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리한다. 이는 조선왕실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품들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296) 세겹바[三甲所]는 세 겹으로 드려 만든 밧줄이다.

297) 청화 (靑華, 靑花)는 중국에서 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이다. 복숭아꽃 빛깔과 섞어 나뭇잎

이나 풀 같은 것을 그리는 데 쓴다.

298) 명유(明油)는 들기름에 무명석(無名石)을 넣어 끓인 기름을 말한다. 칠하거나 물건을 겯는 

데 쓴다.

299) 법유(法油)는 들기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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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조갑자진연의궤(1744)의 악기수리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 악기수리와 관련한 것은 일방(一房)이 맡

았다.

(1) 수리한 악기

영조갑자진연의궤에 일방의궤(一方儀軌) 품목질(稟目秩) 중 1744

년 9월 3일 기록300)에 진연 관련하여 전에 진배[前排]한 내역이 기

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0)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25~24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65a~0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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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수량 담당관청

풍물(風物) 등

무고(舞鼓) 1부

상의원

현금(玄琴) 4부

가야금(伽倻琴) 2부

해금(奚琴) 2부

장고(杖鼓) 4부

장고채(鞭) 4개

초상(肖床) 7좌

채구(彩毬) 6개

아박(牙拍) 1쌍

홍주(紅紬)로 감싼 북채[鼓槌] 9자루

금척(金尺) 1개

탁상(卓床) 1좌

몽금척족자(夢金尺簇子) 1부

하황은족자(荷皇恩簇子) 1부

아쟁(牙箏) 2부

비파(琵琶) 2부

방향(方響) 1부

포구문(抛毬門) 1좌

향발(響鈸) 32개

목박(木拍) 1개

천도실(天桃實) 3개

홍목보(紅木褓) 2건

함(函) 2부

복색(服色) 등

처용복색질(處容服色秩)

호조

동기복색질(童妓服色秩)

전상공인복색질(殿上工人複色秩)

관현복색질(管絃服色秩)

권착복색질(權著服色秩)

집박복색질(執拍服色秩)

가동복색질(歌童服色秩)

무동복색질(舞童服色秩)

죽간자(竹竿子) 2부

황개(黃蓋) 1부

화관(花冠) 16부

<표 41> 영조갑자진연의궤 전배(前排)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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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1>는 상의원과 호조에서 담당하여 전에 진배[前排]한 

물품의 내역이다. 위의 진배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악기와 정재의물

들은 상의원에서, 복색과 죽간자 등 일부 정재의물은 호조에서 담당

하였다.

이후 진연이 모두 끝난 후 행사에 쓰인 악기들을 다시 돌려주는 내

용이 일방의궤(一方儀軌) 품목질(稟目秩) 중 갑자년 10월 후록 ‘각양

풍물악기관복등물환화질(各樣風物樂器冠服等物還下秩)’301)에 기록되

어 있다. 상의원으로부터 가져온 목록들 중 포구문은 장악원으로 보

내고 나머지 악기와 정재의물들은 다시 상의원으로 반납하게 된다. 

악기와 정재의물들을 상의원으로 반납하는 것은 이전의 영조갑자진

연의궤와 같다. 다양한 악기들을 보관하는 관청이 장악원이 아닌 상

의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9월 4일 기록에서는 상의원과 호조에서 진배한 물품들을 간

품(看品)하라고 쓰여있다. 즉 진배한 악기와 복식 등을 살펴보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인데, 그에 따른 각 물품들의 수리내역을 1744

년 9월 15일의 기록302)의 후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복색을 제

외하고 악기 및 정재의물 등을 수리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1)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76~308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93b~094b.

302)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46~27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75b~0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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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리 내역

무고(舞鼓) 무고 1부와 북틀을 보수하고, 횡목을 다시 칠함.

현금(玄琴) 현금 4부를 보수함.

가야금(伽倻琴) 가야금 2부를 보수함.

해금(奚琴) 해금 2부를 보수함.

장고(杖鼓) 장고 4부를 보수함.

초상(肖床) 초상 7좌 중 5좌를 다시 칠함.

채구(彩毬) 채구 6부를 보수함.

아박(牙拍) 아박과 매듭은 진배한 것을 그대로 씀.

북채[鼓槌] 홍주로 싼 북채 9자루를 보수함.

금척(金尺) 금척 1개를 보수함.

탁상(卓床) 탁상 1좌를 다시 칠함.

아쟁(牙箏) 아쟁 2부를 보수함.

비파(琵琶) 비파 2부를 보수함.

방향(方響) 방향 1부를 보수함.

목박(木拍) 목박 1부를 보수함.

함(函) 함 1부를 다시 칠함.

포구문(抛毬門)
포구문을 보수함. 포구문의 동도리(東道里)에서 낙영만 새로 

제작함.

향발(響鈸)
32개는 진배한 것을 그대로 쓰고, 매듭 32개 중 28개는 새

로 제작함.

천도실(天桃實) 천도실과 납쟁반을 보수함.

몽금척과 

하황은 족자
몽금척과 하황은 족자의 금전지를 보수함.

죽간자(竹竿子) 죽간자 2부를 보수함.

황개(黃蓋) 황개 1부는 그대로 씀.

<표 42> 영조갑자진연의궤 악기와 정재의물 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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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2>에서 수리 대상의 악기 등 물품들은 이전의 숙종기

해진연의궤의 수리 대상에 정재의물 등이 추가된 모습이며 추가된 

내역은 현금 2부, 장고 2부, 채구 6부, 북채 9자루, 금척 1개, 탁상 1

좌, 목박 1부, 포구문, 향발 32개, 천도실,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죽간자 2부, 황개 1부 등이다. 위의 목록에서는 복색을 생략하였는데 

복색을 수리한 내역도 숙종기해진연의궤보다 추가된 모습이다. 

(2) 악기 수리에 동원된 장인

영조갑자진연의궤의 1방에 동원될 장인들의 명단은 일방의궤(一

方儀軌) 품목질(稟目秩) 중 9월 3일 기록303)에 있다. 앞서 살펴본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각 명단별로 장인들의 원래 소속관청을 알 

수 있었으나,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호조, 공조, 예조 등 총19개 

관청만 열거되어 있을 뿐 각각의 장인들의 원래 소속은 알 수 없다. 

본 의궤에서 1방에 차출된 장인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03)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25~24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71a~0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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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 이름 소속

화원(畵員) 현재항 등 6인

호조(戶曹),

공조(工曹),

예조(禮曹),

상의원(尙衣院),

장흥고(長興庫),

도화서(圖畵署),

내사(內司),

군기시(軍器寺),

선공감(繕工監),

어영청(御營廳)304),

금위영(禁衛營)305),

총융청(摠戎廳)306),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

교서관(校書館),

남부(南部),

서부(西部),

북부(北部)

침선비(針線婢) 만애 등 6인

양관장(梁冠匠) 김세휘 등 2인

마조장(磨造匠) 최시영 등 2인

풍물장(風物匠) 황귀찬

다회장(多繪匠) 임진기 등 2인

매듭장[每緝匠] 고덕봉 등 2인

두석장(豆錫匠) 박수재 등 2인

각대장(角帶匠) 손태복 등 3인

마경장(磨鏡匠) 안석창 등 2인

소목장(小木匠) 김백년

가칠장(假漆匠) 이성주 등 2인

화장(花匠) 김두점 등 6인

조현장(造絃匠) 이태경 등 2인

장고장(杖鼓匠) 장돌동

화장(靴匠) 서홍복

능라장(綾羅匠)307) 이필대

초장(綃匠) 김상한

합립장(蛤笠匠)308) 신세창

온혜장(溫鞋匠)309) 김억만

초혜장(草鞋匠) 서삼백

양태장(涼太匠)310) 천태홍

진칠장(眞漆匠)311) 김덕중

가면장(假面匠) 황처중

금장(金匠) 이원엽 등 2인

관자장(貫子匠) 이진택

납장(鑞匠)312) 안석창

병풍장(屛風匠) 김익세

천도실도화수개관

(天桃實桃花修改官)313)
노시빈

<표 43> 영조갑자진연의궤 1방 동원대상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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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 동원한 장인들의 명단에는 각 장인들이 원

래 어떤 관청 소속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위의 <표 43>에

서는 장인의 종류와 이름을 나열한 후 19개의 해당 관청을 또한 나

열해 놓았다. 아마도 당시의 관리들은 각 장인들의 원래 소속을 숙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전의 의궤들과 비교하여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 새로 등장한 장

인은 능라장, 합립장, 온혜장, 양태장, 납장, 천도실도화수개관이다. 

또한 이전의 숙종기해진연의궤의 조현패는 조현장으로 명칭이 바뀌

었다.

풍물장과 조현장(조현패)의 경우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장악원 

소속이었는데, 영조갑자진연의궤의 장인동원 명단에서는 장악원이

란 명칭이 없었다. 가면장의 경우도 이전 의궤에서는 훈련도감 소속

이었으나,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훈련도감이란 명칭이 없다.

한편 각 장인들이 실제로 어떤 악기를 담당하여 일을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장인의 

명칭과 각 물품의 상세 내역, 그리고 물품별 소요되는 자재들을 살펴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천도실도화수개관과 납장은 

304) 어영청(御營廳)은 삼군문(三軍門) 또는 오군영(五軍營)의 하나이다.

305) 금위영(禁衛營)은 삼군문(三軍門)의 하나로 서울을 지키던 군영이다.

306) 총융청(摠戎廳)은 인조 2년(1624)년에 설치한 군영으로 광주(廣州), 양주(揚州), 수원(水原)

등의 진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23년(1747)년에는 북한산성의 수비를 맡았다.

307) 능라장(綾羅匠)은 비단을 짜는 장인이다.

308) 합립장(蛤笠匠)은 합립을 만드는 장인이다. 합립은 정재(呈才)시 연화대(蓮花臺) 춤을 출 때 

쓰는 갓이다.

309) 온혜장(溫鞋匠)은 온혜를 만드는 장인이다. 온혜는 여자들이 신는 신발이다.

310) 양태장(涼太匠)은 양태를 만드는 장인이다. 양태는 갓을 의미한다.

311) 진칠장(眞漆匠)은 진칠을 하는 장인이다. 진칠이란 검은 옷칠을 의미하거나 가칠(假漆)에 대

응하는 의미에서 옻칠을 진칠로 표현했을수도 있다.

312) 납장(鑞匠)은 납(랍)을 다루는 장인이다. 난(랍)은 주석 또는 납과 주석의 합금을 의미한다.

313) 천도실도화수개관(天桃實桃花修改官)은 정재에 쓰이는 천도복숭아 꽃을 수리하는 관리를 뜻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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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천도실과 납쟁반을 수리하는데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현장은 사부악기들의 악기현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악기 수리에 쓰인 도구와 자재

영조갑자진연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각 장인들이 사용할 연장과 

도구들을 이전과 같이 호조, 공조 등의 관청으로부터 가져와 사용하

였다. 일방의궤(一方儀軌) 품목질(稟目秩) 중 갑자년 9월 3일 기록314)

에 각 장인들이 사용할 도구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314)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25~24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69b~0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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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및 작업 도구 담당관청

화원,

여러 분야의 장인, 

침선비 등

가위[剪刀] 2개, 인두[引刀] 2개, 도동해(陶東海) 2

개, 사완(沙梡) 2개, 사발(沙鉢) 1죽, 강여석(强礪石) 

2괴, 등상(登床) 1개, 사막자(沙莫子) 2개, 토화로

(土火爐) 2개, 중여석(中礪石) 1괴, 연일여석(延日礪

石) 2괴, 도소라(陶所羅) 1개, 사접시[沙貼匙] 1죽, 

공장패(工匠牌) 1개, 세여석(細礪石) 2괴, 솥[鼎] 1

개, 토화로(土火爐) 2개, 전판(剪板) 3개

호조,

공조,

군기시,

선공감,

별공작,

평시서,

와서

마조장 줄우피(乼牛皮) 2오리 호조,

군기시,

선공감,

공조,

평시서
풍물장

도관(陶灌) 2개, 세어피(細魚皮 )반장, 목적(木賊) 5

돈, 치미소(雉尾掃) 1개

침선비,

화장(花匠)
가위[剪刀] 3개

호조,

평시서

양관장 집돼지털(家猪毛) 1근
호조,

평시서,

광흥창,

군자감,

내자시,

군기시,

장흥고,

제용감,

선공감,

전설사

진칠장
당탕기(唐湯器) 2개, 사분자(沙盆子) 1개, 당종자(唐

種子) 1개

마경장, 두석장 강여석 1괴, 연일여석 3괴

두석장 모구피(毛狗皮) 1령
호조,

평시서

풍물장 소삭(小索, 가는 노끈) 1거리, 유지(油紙) 2장

호조,

선공감,

장흥고

월내장(月乃匠) 소삭(小索) 40발
선공감,

호조

<표 44> 영조갑자진연의궤 1방 장인들이 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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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4>는 각 장인들이 악기와 의물 그리고 복색을 수리하거

나 다시 만드는데 쓸 도구들이 담당부서와 함께 기록한 것이다. 위의 

기록에 장인들이 쓸 도구 전체가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리고 월내장(月乃匠)은 <표 43>의 장인 명단에서는 없었던 장인명칭

인데 이전의 의궤인 숙종기해진연의궤의 장인 명단에는 등장했던 

장인이다. 즉 의궤의 장인 명단은 작업에 참여한 전체 장인들을 모두 

기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도구 목록에서도 각 도구들을 각각 어떤 부서에서 담당했는지

는 정확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호조(戶曹)는 위의 모든 도

구목록에 담당 관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한편 상의원으로부터 납품받은 풍물 및 정재의물 중 수리가 필요한 

악기들에 쓰일 자재들에 대한 기록이 일방의궤(一方儀軌) 품목질(稟目

秩) 중 갑자년 9월 15일 후록315)에 기록되어 있다. 악기들을 보수하

는데 필요한 자재들은 다음과 같다.

315)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 국역 영조갑자진연의궤(민속원, 

2017), 246~276쪽; 英祖甲子進宴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359), 075b~0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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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

무고 1부

당주홍(唐朱紅) 7냥, 반주홍(磻朱紅) 2냥, 황단(黃丹) 5돈, 편연

지(片臙脂) 3조각, 동황(同黃) 4돈, 삼록(三碌) 8돈, 명유(明油) 

4홉, 과저포(裹苧布) 5자, 납염(鑞染)한 광두정(廣頭釘) 1개, 골

회(骨灰) 1되, 하엽(荷葉) 8돈, 진분(眞粉) 1냥, 석자황(石紫黃) 

2냥, 청화(靑花) 1냥, 아교(阿膠) 1냥, 태말(太末) 1되.

무고 틀(機)을 수리하는데 반주홍(磻朱紅) 1냥, 명유(明油) 1홉, 

아교(阿膠) 5돈, 광두정 9개.

횡목 2부를 다시 칠하는데 반주홍(磻朱紅) 1냥, 명유(明油) 1홉, 

아교(阿膠) 5돈.

현금 4부

괘[棵] 13개 감으로 길이 3치5푼 너비 3치 두께 4푼 짜리 회목

(檜木) 13조각, 어교(魚膠) 반장, 현(絃) 감 백사(白絲) 4냥 5돈, 

탄(炭) 2발, 다시 염색한 부월(付月) 24개, 사두(蛇頭)감 홍진사

(紅眞絲) 4돈, 사녹각(糸鹿角) 3오리, 배(背, 등)감 길이 4자 5치 

너비 7치 두께 3푼짜리 오동목(梧桐木) 1조각, 복판(腹板, 배)감 

길이 4자 5치 너비 7치 두께 5푼짜리 율목(栗木) 1조각, 녹각 

반장, 어교 1장, 대모(玳瑁) 1장, 금박(金箔) 4장.

가야금 2부

다시 염색한 부월 24개, 사두감 홍진사 4돈, 현감 백사 3냥2돈, 

길이 8치 너비 5푼 짜리 다홍릉(多紅綾) 2조각, 회장(囬粧)감 

길이 8치 너비 5치짜리 초록대단(草綠大段) 2조각, 길이 8치 너

비 2푼짜리 백릉(白綾) 2조각.

해금 2부

죽근(竹根) 60개, 기둥(柱)감으로 중간 굵기 오죽(烏竹) 1개, 현

감 백사 7돈, 길이 8치 너비 5푼짜리 장피(獐皮) 4조각, 삼록

(三碌) 1돈, 아교 1돈, 매칠(每漆)316) 1작, 송진[松脂]317) 1돈, 

백마미(白馬尾) 2돈, 막고리원환(莫古里圓環) 2개 감으로 두석 

2냥, 궁(弓)감 세오죽(細烏竹) 2개, 오색매듭 그대로 씀.

장고 4부

북편 2개를 갈아 끼울 감으로 사방 1자 5치짜리 백마피(白馬

皮), 홍향사(紅鄕絲) 세겹바[三甲所] 32발, 조이개(??) 16개 개

조할 감으로 청홍서피(靑紅黍皮) 각 16조각, 사방 2치 짜리 청

홍금선(靑紅金線) 각 16조각, 조이개 안감으로 길이 3치 너비 2

치짜리 백마피 각 16조, 가막쇠(加莫金) 괴는 감으로 사방 2치

짜리 청자서피(靑紫黍皮) 각 16조각, 사방 2치짜리 청홍금선 각 

16조각, 백구피(白狗皮) 반장, 청홍진사(靑紅眞絲) 각 1냥, 화피

(樺皮) 1장, 백반(白磻) 5냥, 백휴지 3냥, 청주 1병, 탄 1말 5되, 

가막쇠를 윤낼 감으로 삼보(三甫) 1타래, 통을 다시 칠할 감으

로 왜주홍(倭朱紅) 6돈과 매칠 1홉, 채 4개 감으로 편죽(片竹) 

1절, 매듭 1개 감으로 오색진사 2돈 5푼, 매듭 3개는 그대로 

씀, 끈 감으로 길이 4치 너비 5푼짜리 노루가죽 4조각.

<표 45> 영조갑자진연의궤 악기보수 자재목록 (1/3)

316) 매칠(每漆)은 강원도에서 나는 칠의 한 가지라고 한다.

317) 송지(松脂)는 송진(松津)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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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

초상 7좌

5좌를 다시 칠하는데 반주홍 5냥, 명유 2홉 5작,

2좌를 보수하는 데 길이 3자 5치짜리 추목(楸木) 2오리, 길이 2

자짜리 추목소조리(楸木小條里) 2오리, 광두정 2개, 菊花童(국화

동:국화동자못) 2개, 칠감으로 반주홍 1냥 5돈, 아교 2돈, 명유 

8작, 탄 1되, 얽이 감으로 홍향사 세겹바 21발.

채구 6개
당주홍 3돈, 동황 6푼, 끈 감으로 길이 2자 너비 1치 2푼짜리 

홍록초 6조각.

아박 아박과 매듭은 모두 전에 바친 것을 그대로 씀(前排仍用).

북채 9자루 감쌀 감으로 길이 2자 너비 1자 5푼짜리 홍주(紅紬) 9조각.

금척 1개
금박 1첩(貼)318), 청화 1품, 석자황 1푼, 동황 1푼, 진분 1푼, 

당주홍 5푼, 아교 5푼, 삼록 2푼, 매듭은 그대로 씀.

탁상 1좌 칠할 감으로 왜주홍 3돈, 매칠 7작.

아쟁 2부

복판(腹板, 배)감 길이 4자 너비 1자 두께 5푼짜리 율목(栗木) 

1조각, 현감 백사 7돈 5푼, 다시 염색한 부월(付月) 14개, 사두

감 홍진사 7돈, 사녹각(糸鹿角) 2오리, 풍혈(風穴)319)감 길이 1

자 5치 너비 1치 5푼, 두께 3푼짜리 산유자 2조각, 봉녹각(峯鹿

角) 5오리.

비파 2부

현감 백사 8돈, 소빈(小檳)과 통빈(筩檳)감 가반죽(假班竹) 1마

디, 길이 1자, 너비 2치짜리 장피(獐皮) 2조각, 화피(樺皮) 2장, 

담다회(擔多繪) 2개 그대로 씀.

방향 1부

반주홍 1냥, 삼록 3돈, 청화 3돈, 하엽 2돈, 진분 2돈, 명유 3

홉, 당주홍 3돈, 아교 1냥, 탄 1말, 기둥 4개를 둘러쌀 감으로 

홍주 1자 5치, 홍향사 세겹바는 다시 물들여 그대로 씀, 각퇴감

으로 우각수미(牛角首尾) 4개.

목박 1부

길이 1자 5치 너비 3치 두께 1치짜리 산유자 2조각, 매듭감으

로 오색진사 1냥5돈, 속새 5돈, 길이 2자 너비 5푼짜리 장피 1

조각, 판 사이에 끼워 넣는 엽전 16개 감으로 두석 3냥 2돈, 탄 

1말.

<표 46> 영조갑자진연의궤 악기보수 자재목록 (2/3)

318) 첩(貼)은 금박이나 은박을 세는 단위로 1첩은 10장이다.

319) 풍혈(風穴)은 전통 목가구의 하단에 다리와 몸체 연결 부위에 당초문과 박쥐문 등을 투각하

여 장식한 것을 말한다. 아쟁에서는 아마도 운족(雲足)을 의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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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

함(函) 1부

칠할 감으로 반주홍 1냥, 아교 3돈, 명유 5작, 백휴지 4장, 

함 안쪽을 바를 감으로 길이 1자 3치 너비 7치 8푼짜리 홍

주 1조각, 교말(膠末) 1홉.

포구문

청화 7돈, 삼록 4냥, 명유 5홉, 아교 3냥, 진유(真油) 1작, 

진분(真粉 4냥, 어교 반장, 금박 1첩5장, 납염한 소원환(小

圓還) 3개, 편연지 1조각, 국화동장가막쇠(菊花童長加莫金) 

4개는 전헤 바친 것을 그대로 씀, 편연지 1조각, 동황 4돈, 

황단 2냥, 하엽 3냥, 탄 2말, 당주홍 4냥 5돈, 정분(丁粉) 8

홉.

향발 32개

향발은 전에 바친 것을 그대로 씀.

매듭 4개는 그대로 씀. 매듭 28개는 새로 만드는데 매 개당 

오색진사 3돈, 길이 7치 너비 5푼짜리 장피 32조각.

포구문의 

동도리

(同道里)

낙영 새로 만드는데 길이 1자 2치 너비 4치짜리 자적주 10

조각, 도투락감 첩금(貼金) 1첩, 금전지(金錢紙) 7장 반, 자

적향사(紫的鄕糸) 5푼, 오색융사(五色絨糸) 1냥 2돈.

천도실

(天桃實) 

석록(石碌) 3냥, 편연지 1조각, 진분 1냥, 동황 1돈, 중동사

(中銅糸) 2자, 아교 5돈, 세동사(細銅糸) 2자

납반(鑞盘) 1좌 유랍(鍮鑞) 3냥, 어교 반장, 탄 1되 

몽금척족자

하황은족자
금전지(金錢紙) 6장, 오색융사 4돈 8품

죽간자 2부

수정구슬 24개, 당주홍 1냥 4돈, 아교 4돈, 명유 1홉, 편죽

(片竹) 2개, 가는 대나무 끝을 씌울 감으로 금박 5자, 나무

자루를 다시 칠할 감으로 반주홍 1냥, 명유 2홉, 다회 2개

를 다시 제작할 감으로 홍진사 6돈, 지금(紙金) 반장, 삭(槊)

감으로 면사(綿糸) 2돈.

황개 1부 황개는 그대로 씀. 오색사매듭 4개는 변통해서 보수함

<표 47> 영조갑자진연의궤 악기보수 자재목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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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5>, <표 46>, <표47> 에서 각 자재들을 진배할 담당관

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9월 15일 기록에는 관복과 각종 풍물악기 

및 정재의물 등을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 진배(進排)

를 위한 감결을 각 해사(該司)에 보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구체

적으로 어떤 관청인지 지칭하지 않고 각 해당 관청(該司)이라고 언급

하였다. 즉 개별적인 자재들을 어떤 관청에서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들은 각 관청으로부터 진배받아 

악기 등을 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조갑자진연의궤 또한 앞서 살펴 본 숙종기해진연의궤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악기를 수리하였다. 악기를 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

인들과 그들이 쓸 도구와 연장들을 다른 관청으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수리에 쓰이는 재료와 자재들도 여러 관청에서 직접 납품받았다. 이

전의 의궤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원 및 자재들을 왕실 내에서 담당하

여 악기를 수리한 것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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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의 악기제작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는 앞에서 살펴 본 영조조갑자진연의궤의 

진연이 끝난 후 바로 일주일 뒤에 일어난 화재320) 때문에 악기를 제

작한 기록이다. 영조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진연에 필요한 악기들 

중 일부를 수리한 것 이외에 새로 악기를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본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악기를 직접 제작한 기

록이므로 같은 시대의 기록임에도 차이가 있다.

(1) 제작한 악기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 제작한 악기는 모두 전정헌가의 아악

기이다. 제작한 악기들은 악기제작이 모두 끝난 후 계사질(啓辭秩) 

1745년 5월 13일 기록 중 ‘인정전헌가악기별단’321)에 기록되어 있

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 제작한 악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

다.

320) 1744년(영조 2년) 10월 14일 밤에 창덕궁(昌德宮) 인정문(仁政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321)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민속원, 2000), 70~72쪽; 仁政殿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08a~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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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부속

편종 32매

가자(架子) 2부, 목사자(木獅子) 4좌, 방대(方臺) 4좌, 오색

사 목주 유소(五色絲木珠流蘇)322) 4부, 대(臺)를 갖춘 목공

작(木孔雀) 10개, 각퇴(角槌) 4병, 결홍숙마바[結紅熟麻所] 

2간의(艮衣)323)

편경 32매

가자 2부, 백아(白鵝) 4좌, 방대 4좌, 꿩꼬리깃털 목주 유소

[雉尾羽木珠流蘇] 4부, 대(臺)를 갖춘 목공작(木孔雀) 10개, 

각퇴(角槌) 4병, 경을 매달 홍면사 세겹바[紅綿絲三甲所] 32

개, 결홍숙마바[結紅熟麻所] 2간의, 청목면갑집[靑木綿甲家] 

32개

건고 1좌

십자호(十字虎) 1좌, 관통하는 기둥목(貫柱木) 1개, 철말(鐵

末) 4개, 철몽둥이[鐵夢同] 1개, 결홍숙마 세겹바[結紅熟麻

三甲所] 2간의, 목퇴(木

槌) 1병, 횡목방기(橫木方機) 1부, 각각 휘장을 갖춘 2층 방

개(方蓋) 2좌, 오색사목주유소(五色絲木珠流蘇)를 갖춘 용간

(龍竿) 4개, 연화대를 갖춘 백로(白鷺) 1좌, 매는 틀(擔機) 1

좌, 층교(層橋) 1개

응고 1좌 틀을 갖춘 십자호(十字虎) 2좌, 목퇴(木槌) 1병

삭고 1좌 틀을 갖춘 십자호(十字虎) 2좌, 목퇴(木槌) 1병

어(敔) 1좌 방대(方臺) 1좌, 매듭을 갖춘 진(籈) 1병

축(柷) 1좌 방대(方臺) 1좌

휘(麾) 1부 색사유소(色絲流蘇)를 갖춤, 방대(方臺) 1틀

조촉(照燭) 1부 (내용없음)

뒤주[斗之] 2좌 열쇠와 자물쇠를 갖춤

궤짝[樻子] 1좌 열쇠와 자물쇠를 갖춤

<표 48>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 등

322) 유소(流蘇)는 기(期)나 승교(乘轎, 타는 가마) 그리고 악기 등에 다는 술이다.

323) 간의(艮衣)는 간리(艮里), 거리와 같은 말이다. 새끼나 끈 따위를 사리어 뭉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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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 새로 만든 악기들은 모두 아악기이다. 

본 의궤에서 제작한 악기들은 편종, 편경, 건고, 응고, 삭고, 어, 축, 

휘, 조촉이며 기타 물품은 악기를 담아놓을 뒤주와 궤짝이다. ‘인정전

헌가악기별단’의 기록에서는 악기명과 악기의 개수뿐만 아니라 악기

의 부속과 개수를 수록해 놓았다.

편종은 총 32매를 제작하였다. 편종의 가자(架子)는 편종 틀이며, 

가자가 2부인 것은 편종 2좌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사자는 

편종의 틀을 받치고 있는 사자모양의 받침대이며, 편종 1좌 당 2좌의 

목사자가 쓰인다. 방대는 사각틀인데 목사자 밑의 받침대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편종 1좌 당 2좌의 방대가 쓰인다. 오색사목주유소(五色

絲木珠流蘇)는 오색실과 나무구슬로 만든 유소이다. 이 유소는 편종

의 좌우에 달아 늘어뜨리는 것으로 편종 1좌 당 2부가 쓰인다. 목공

작은 편종의 상단에 있는 장식으로 편종 1좌 당 5개가 쓰인다. 각퇴

는 뿔로 만든 채이며 편종 1좌를 연주할 때 각퇴가 1개가 쓰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각퇴를 총 4개를 제작한 것은 연주자가 양손에 각

퇴를 들고 연주를 했거나, 아니면 여분으로 쓰기 위해 더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편경은 총 32매를 제작하였고, 편종과 마찬가지로 2좌를 제작한 것

을 알 수 있다. 편경의 백아는 편종의 목사자와 같은 부속이며 편경 

1좌 당 2좌가 쓰인다. 치미우목주유소(雉尾羽木珠流蘇)는 꿩꼬리깃털

과 나무구슬로 만든 유소이다. 이는 편종의 오색사목주유소와 같이 

악기의 좌우에 달아 늘어뜨리는 유소로 편경 1좌 당 2부가 쓰인다. 

경을 틀에 메다는 것은 홍면사 세겹바를 사용하였고, 편경 1좌 당 16

개가 쓰였다. 각 경을 담을 경집은 청목면(靑木綿)으로 만들었다.

건고는 1좌를 제작하였다. 십자호는 건고의 가장 밑에서 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받침대 이다. 관주목(貫柱木)은 건고의 북통을 관통하

여 십자호에 결합하는 북을 관통하는 기둥이다. 철말(鐵末)은 쇠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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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건고의 모양은 약간 불안정하게 보이는데 이는 북의 크기가 십

자호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런 건고를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 네 방

향으로 북을 지지하는 쇠말둑 4개가 필요하다. 횡목 방기는 북통과 

방개(方蓋) 사이의 사각 받침대이다. 휘장을 갖춘 두 개의 2층 방개가 

있는데, 크기는 각각 다르다. 하층의 2층 방개는 크기가 크며, 상층의 

2층 방개는 크기가 작다. 용간(龍竿)은 하층 방개의 난간에서 사방으

로 뻗은 용머리를 갖춘 작대기 이다. 용의 입은 오색실과 나무구슬이 

있는 유소로 장식한다. 건고 1좌에는 4개의 용간이 쓰인다. 건고의 

최상단에는 연화대를 갖춘 백로 1좌가 놓여있다.

응고와 삭고는 각 1좌를 제작하였는데, 각각 십자호를 2좌씩 그리

고 목퇴를 1병씩 제작하였다. 어(敔)는 사각 틀인 방대 1좌와 매듭을 

갖춘 채인 진(籈) 1병과 함께 제작하였다. 축(柷)은 사각 틀인 방대 1

좌를 갖추고 제작하였다. 휘(麾)는 사각 틀과 색실유소를 갖추어 제작

하였으며, 조촉(照燭) 또한 제작하였다. 악기를 담는 용도인 뒤주와 

궤짝은 열쇠와 자물쇠를 갖추어 제작하였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 제작한 악기들은 모두 아악기이지만 

금부, 석부, 혁부, 목부에 해당하는 악기만이 제작되었다.

(2) 악기 제작에 동원된 장인

한편 악기조성청에 차출되어 악기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은 

계사질(啓辭秩) 1745년 5월 10일 기록에 ‘정전악기조성청별단’324)으

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악기제작이 모두 끝난 뒤 장인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올린 것이다. 악기조성청에 차출된 장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24)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민속원, 2000), 74~77쪽; 仁政殿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12b~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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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색 이름 인원수

1등

소로장(小爐匠) 신세만 등 3명

옥장(玉匠) 이여봉 등 3명

조각장(彫刻匠) 김덕령 등 2명

소목장(小木匠) 차세익 등 2명

야장(冶匠) 박노미 1명

2등

소로장(小爐匠) 이창원 등 3명

시장(匙匠) 이덕봉 등 3명

이지장(耳只匠)325) 최노미 1명

천혈장(穿穴匠) 권두성 1명

두석장(豆錫匠) 장호선 등 2명

목수(木手) 김득추 1명

풍물장(風物匠) 황귀찬 1명

옥장(玉匠) 임흥금 등 4명

조가장(造家匠)326) 강지화 1명

마조장(磨造匠) 이세찬 1명

조각장(彫刻匠) 고한흥 1명

소목장(小木匠) 손덕흥 1명

화원(畵員) 김덕중 1명

석수(石手) 문승리 1명

3등

다회장(多繪匠) 이상만 1명

목수(木手) 송건이 등 3명

관자장(貫子匠) 이덕창 등 2명

야장(冶匠) 육만근 1명

소로장(小爐匠) 김해만 등 4명

옥장(玉匠) 박세광 등 16명

시장(匙匠) 남태위 등 3명

천혈장(穿穴匠) 한상명 등 2명

조각장(彫刻匠) 한세문 등 4명

두석장(豆錫匠) 김육월금 1명

소목장(小木匠) 김하중 등 2명

마경장(磨鏡匠) 엄찬이 등 3명

가칠장(假漆匠) 강필영 1명

다회장(多繪匠) 정중찬 등 2명

은장(銀匠) 공득량 1명

안자장(鞍子匠)327) 박지무 1명

고장(鼓匠) 이태화 1명

주장(注匠) 황세흥 등 2명

<표 49>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제작 참여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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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9>의 장인목록은 장인들을 공적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

누어 기록한 것이다. 위의 목록에서는 총 22종의 장색을 찾을 수 있

고, 총 83인의 장인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인원수는 악기조성에 

참여한 전체 장인들의 숫자는 아니며, 공적이 3등급에 미치지 못한 

장인들은 기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이 공적을 평가하는 것은 여

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동원되어 일을 한 날의 수가 기준

이 된다. 

역시 각 장인들은 어떤 악기를 담당하여 작업을 하였는지는 구체적

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장인의 명칭

과 그들이 쓰는 도구와 자재들을 보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

적으로 악기의 제작을 담당한 장인이 있을 것이고, 악기의 부속을 제

작하는 장인도 있을 것이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옥장(玉匠)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위의 장인명단에서는 23명의 옥장을 확인할 수 있다. 편경을 제작하

기 위해서 옥석(玉石)을 캐내고 석경(石磬)을 제작하는데 많은 수의 

옥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기록에서는 각 장인들이 원래 어느 부서 소속이었는지

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품목(稟目)의 기록 중에서 장인들을 동원

하는 것에 대한 기록328)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25) 이지장(耳只匠)은 귀기(구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귀기(구기)는 기름이나 술 같은 것을 뜰 때

에 쓰는 자루가 잘린 기구를 말한다.

326) 조가장(造家匠)은 악기나 벼루 또는 칼 등의 집[家]을 만드는 장인이다. 이전 의궤들에서는 

침선장이나 침선비가 악기집을 만들었으나 새로운 명칭으로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327) 안자장(鞍子匠) 안장(鞍裝)을 만드는 장인이다. 안장은 말이나 나귀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다.

328)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책(민속원, 2000), 127~150쪽; 仁政殿樂器

造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55b~0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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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관련관청

1745년

5월13일

일 잘하는 석수(善手石手) 2인을 기간 안에 정해서 

보낼 것.
호조, 선공감

동일
침선비(針線婢) 향랑, 미온, 월화매를 등록에 의해 즉

시 정하여 보낼 것.
공조, 상의원

2월17일

귀 영에 속해있는 소목장(小木匠) 김화중이 선수(善

手)라 하니, 빨리 보내어 지금부터 일을 하도록 할 

것.

어영청

동일
조각장(彫刻匠) 고한흥, 정우주, 김정구와 조가장(造

家匠) 이정하를 급히 보낼 것.

훈련도감

(訓鍊都監)329)

2월19일
기거장(岐鉅匠)으로 사역할 안복실, 김승달을 급히 보

낼 것.
내수사

동일 소로장(小爐匠) 이한추, 이이복을 빨리 보낼 것. 훈련도감

2월20일
소로장(小爐匠) 백석주, 옥장(玉匠) 음성연, 조가장(造

家匠) 오만흥을 빨리 보낼 것.
훈련도감

2월21일 고통장(鼓桶匠) 이차수를 빨리 보낼 것. 군기시

동일
천혈장(穿穴匠) 박호상, 한상명, 이세번, 이태영, 이덕

흥을 빨리 보낼 것.

공조, 

훈련도감, 

어영청

2월23일
시장(匙匠) 김해원, 조기적, 남태위를 기일 내에 보낼 

것.
훈련도감

2월24일 조각장(彫刻匠) 김삼만을 급히 보낼 것. 훈련도감

동일 목혜장(木鞋匠) 이지완을 본청으로 보낼 것. 훈련도감

2월27일 조가장(造家匠) 주돌이, 김순적을 기간 안에 보낼 것. 훈련도감

3월1일
마경장(磨鏡匠)으로 사역할 정태중, 정필주, 장덕주와 

조가장(造家匠) 이삼치를 급히 올려 보낼 것.

훈련도감, 

어영청

3월3일 관자장(貫子匠) 김수흥을 기간 안에 보낼 것. (판독불가)

3월6일 시장(匙匠) 정태웅, 이희태를 시급히 보낼 것. 훈련도감

3월7일

본청 사역에 등록된 화원(畵員) 최운제, 박수대, 이달

필, 최덕민, 김이진을 시간 내에 빨리 정하여 보낼 

것.

도화서

<표 50>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장인동원 기록 (1/2)

329) 훈련도감(訓鍊都監)은 삼군문(三軍門) 또는 오군영(五軍營)의 하나이다. 서울의 경비와 훈련

을 맡았다. 숙종기해진연의궤에서는 훈국(訓局)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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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관련관청

3월9일

본청의 사역이 매우 급하므로 소목장(小木匠) 김

선창, 다회장(多繪匠) 이상만은 내일 군사훈련에

서 전례대로 면제할 것.

금위영

3월10일
편종(編鐘)을 마정(磨正)할 때 사역할 은장(銀匠) 

맹태뢰를 즉시 정하여 보낼 것.
상의원

3월17일
피혜장(皮鞋匠) 1명을 기간안으로 정하여 보낼 

것.
공조

동일
시장(矢匠) 1명, 사장(篩匠) 3명을 기간 안으로 시

금히 정하여 보낼 것.
선공감, 군기시

3월25일

이번 악기 조성시 장인(匠人)과 모군(募軍)에게 

먹일 술을 빚어야 하므로 주모(酒母) 1인을 기간 

안으로 정해서 보낼 것.

서부(西部)

3월29일

본청의 사역이 매우 시급하므로 존영에 보낸 소

목장(小木匠) 김선창, 다회장(多繪匠) 이상만 등을 

습진(習陳) 때에 예에 의하여 면제할 것.

금위영

동일
화공(畵工) 함도홍, 이성린을 임명하니 기간 안으

로 보낼 것.
도화서

4월13일
사자관(寫字官) 1명을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내

일 아침까지 정하여 보낼 것.
사자청(寫字廳)330)

4월28일
조각수(彫刻手) 10명을 기간 안으로 정해서 보낼 

것.
교서관

4월29일
이번 주종에 색을 칠할 위군(衛軍) 10명을 시급히 

보낼 것

병조(兵曹)331), 

위장소(衛將所)332)

5월15일

도감이 소재하는 장악원에 각양의 악기들을 수송

하니, 수송하는 군인 10명을 그대로 사역하니 상

고하여 시행할 것.

병조, 위장소

<표 51>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장인동원 기록 (2/2) 

330) 사자청(寫字廳)은 사자관(寫字官)이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사자관은 승문원(承文院)과 규

장각(奎章閣)의 말단 벼슬로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았다.

331) 병조(兵曹)는 육조(六曹)의 하나로 군사(軍事)와 우역(郵驛)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행정기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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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0>과 <표 51>에서 장인들을 동원한 기록을 보면 여러 

관청에 속해있는 장인들이 악기조성청으로 파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위의 기록들은 전체 장인들의 동원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다. 위의 

장인동원 기록에서는 <표 49>의 장인명단에 등장하지 않는 기거장

(岐鉅匠)333), 고통장(鼓桶匠)334), 피혜장(皮鞋匠)335), 시장(矢匠)336), 

사장(篩匠)337) 등의 장색도 찾아볼 수 있고 화원(畵員), 화공(畵工) 

등의 명칭이 같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원 대상자의 이름과 실제로 동원되어 일을 한 이름이 다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위의 <표 50> 중 1745년 3월 10일 기록에는 

은장(銀匠) 맹태뢰를 동원하도록 하였는데, <표 49>의 장인명단에서 

은장(銀匠)은 공득량이다. 동원할 명단과 동원되어 일을 한 명단이 같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악기 제작에 쓰인 도구와 자재

악기를 제작하는 데 쓰인 자재는 계사질(啓辭秩)의 마지막 부분338)

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는 각 악기별로 쓰인 자재들이 자세하

게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악기의 각 부속별로 어떤 자재들이 

쓰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사질의 기록에서는 각 자재들이 어떤 

332) 위장소(衛將所)는 오위장(五衛將)이 숙직하던 장소이다.

333) 기거장(岐鉅匠)은 톱을 다루는 장인을 의미하는 것 같다.

334) 고통장(鼓桶匠)은 북통을 만드는 장인이다. 고장(鼓匠)이나 장고장(杖鼓匠)이 북종류 악기를 

제작한 것과 비교하여 고통장은 가죽을 제외하고 목재로 북통만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더 작업이 세분화된 것을 보여준다.

335) 피혜장(皮鞋匠)은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이다.

336) 시장(矢匠)은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337) 사장(篩匠)은 체를 만드는 장인이다.

338)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책(민속원, 2000), 77~86쪽; 仁政殿樂器造

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16a~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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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통해 조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선 계사질에 정리되어있는 각 악기제작에 쓰

인 자재들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제작할 
악기

수량 필요한 자재

편종 32매

숙동(熟銅) 316근, 유철(鍮鐵) 208근, 함석(含錫) 36근 15냥, 
유납(鍮鑞) 29근 7냥, 탄 21섬 15말, 생마(生麻) 15근, 숙마(熟
麻) 15근, 잡휴지(雜休紙) 15근, 관솔[松明] 160근, 황토(黃土) 
30말, 흰돌[白乭] 30말, 황밀(黃蜜) 8근, 송진[松脂] 3근, 감장
(甘醬) 1말, 소금[鹽] 16말, 파유둔(破油芚) 2부, 파독포(破毒
布) 16자, 집돼지털(家猪毛) 1근, 풍로판(風爐板) 2입, 모구피
(毛狗皮) 4벌, 법유(法油) 1되, 창병목(槍柄木) 1개, 죽도(竹刀) 
2개, 줄우피(乼牛皮) 2조, 백우피(白牛皮) 1벌, 큰집게[大執擧] 
1개, 작은집게[小執擧] 1개, 대지내(大地乃) 1개, 큰망치[汗亇
赤]339) 1개, 송탄포(松炭布) 5자, 괴목륜통(槐木輪桶) 1덩어리, 
갈지륜통(乫只輪桶)감 박달목(朴達木) 1괴, 자작판(自作板) 2입, 
연일여석(延日礪石) 7조각, 강여석(强礪石) 3괴, 중여석(中礪石) 
2괴, 수건포(手巾布) 5자, 횡철(橫綴) 5개, 망석(網席) 2입, 마
미사(馬尾篩) 1, 죽사(竹篩) 1

편경 32매
수건포(手巾布) 5자, 가는 모래[細沙] 적당량, 연일여석(延日礪
石) 7조각, 강여석(强礪石) 4조각, 중여석(中礪石) 1조각

종과 

석경의 

틀[架

子]

4부

주목(柱木) 8부와 횡목(橫木) 8부감 가시목(加時木) 4조, 상횡
목(上橫木) 4부와 차횡목(次橫木) 8부 및 동자주(童子柱) 32부
감 추판(楸板) 3입, 목공작(木孔雀) 20개감 단판(椴板) 1입반, 
대(臺) 20개감 길이 4치 둘레 3치짜리 산행목(山杏木) 20조각, 
횡난간(橫蘭干) 4부감 단판(椴板) 1입, 조각(彫刻)감 단판(椴板) 
2입, 용봉두(龍鳳頭) 8개감 단판(椴板) 1입 2자, 사자(獅子) 4
개와 백아(白鵝) 4개감 소부등(小不等) 2조, 방대(方臺) 8좌감 
후송판(厚松板) 4입, 하판(下板)감 박송판(薄松板) 6입, 기둥
(柱)감 재목(材木) 1조, 월내(月乃)감 단판(椴板) 1입과 1/4닙, 
목공작(木孔雀) 족철(足鐵) 40개, 원환(圓環) 8개, 감좌비(甘佐
非), 배목(排目)을 갖춘 가막쇠(加莫金) 32개

경집 32건

매 건마다 청목(靑木) 3자씩, 내공(內拱)감으로 황목(黃木) 3자
씩, 삭(槊) 감으로 길이 1자 5치 너비 5치짜리 우모전(牛毛氈) 
2조각씩, 마사(麻絲) 5푼씩, 경을 메다는 삼갑소홍면사(三甲所
紅綿絲) 각 1발씩 

종과 

경의 

부속

종과 석경을 묶을 홍사(紅絲) 4간의, 간의마다 20발, 유소목주
대(流蘇木柱臺) 56개감 단판(椴板) 1조, 치미우(雉尾羽) 435개, 
오색융사(五色絨糸) 1근 3냥, 초엽(草葉) 64개감 추목(楸木) 반
조

<표 52>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제작 자재목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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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악기

수량 필요한 자재

어 1부

어감 대부등(大不等) 5자, 방대(方臺) 1개 감 후송판(厚松板) 2
입, 월내(月乃)와 막지(莫只)감 박송판(薄松板) 2입, 주동자(柱童
子)감 추목(楸木) 1자씩 6조각, 사(篩) 1개감 황중죽(黃中竹) 2
마디, 자루[柄]감 너비와 두께 1치짜리 추목(楸木) 1자

휘 1부

다홍색(多紅色) 방사주(方紗紬) 4자, 상회장(上繪粧)감 폭과 길
이 6치짜리 모단(冒段), 하회장(下繪粧)감 폭과 길이 6치짜리 황
광직(黃廣織), 다회영자(多繪纓子)감 진홍사(眞紅絲) 6돈, 삭(槊)
감 홍진사(紅綿絲) 4돈, 상하막지(上下莫只)감 5자짜리 창병목
(槍柄木), 두갑(頭甲)감 길이 4치 둘레 1치 5푼짜리 산유자목(山
柚子木), 배목(排目)을 갖춘 소원환(小圓環) 4개, 변(柄)감 창병
목(槍柄木) 1개, 봉두(鳳頭)감 길이 1치 너비 5치 두께 1치 5푼
짜리 단판(椴板) 1개, 오색유소(五色旒蘇)감 오색진사(五色眞絲) 
각 2돈, 방대(方臺)감 추목(楸木) 1조, 와판(坐板)감 단판(椴板) 
반입, 초엽(草葉)감 길이 1자5치 너비 2치 두께 1치짜리 단판
(椴板) 4조각

조촉 1부

위리철(圍里鐵)340) 6개, 원경철(圓徑鐵) 1개, 상하우막지(上下隅
莫只)감 길이 1자2치 너비 6치짜리 추목(楸木), 등롱(燈籠)을 씌
우는 의(衣)감 다홍색 유문사(有紋絲) 2자 5치, 상하단골단(上下
端骨段) 2자 5치, 병(柄)감 길이 8자 둘레 2치짜리 가시목(加時
木) 1개, 원환(圓環)을 갖춘 압항철(鴨項鉄) 1개, 봉두(鳳頭)감 
길이 1자 너비 5치 두께 2치짜리 단목(椴木) 1개, 낙영(落纓) 3
개감 길이 2자5치 폭 4치2푼짜리 흑유문사(黑有紋絲)

축

(方臺

를 

갖춤)

1부

후송판(厚松板) 2입, 방대(方臺) 1개감 후송판(厚松板) 1입, 주
동자(柱童子)감 1자짜리 추목(楸木) 8조, 풍혈(風穴)감 단판(椴
板) 반입, 월내막지(月乃莫只)감 박송판(薄松板) 1입, 병(柄)감 
소오리목(小五里木) 반개, 못[丁]을 갖춘 감좌비(甘佐非) 36개

악기 

담을 

중간 

뒤주

2부

각 뒤주의 크기는 높이 2자 8치, 길이 4자, 너비 2자 7치짜리를 
만드는데,
기둥(柱) 8개감 큰 오리목(五里木) 2개, 상도리(上道里) 8개감 
조리목(条里木) 4개, 하지방(下地方) 8개감 작은 오리목(五里木) 
4개, 본판(本板) 4입감 인거송판(引鉅松板)341) 4편, 개판(盖板) 
4입감 인거송판(引鉅松板) 4편, 부판(扶板) 8입감 인거송판(引鉅
松板) 8편, 우막지(隅莫只) 8개감 인거송판(引鉅松板) 8편, 중간
크기 자물쇠 2부감 의광간(依撗看)

큰 

궤짝
1부

궤짝의 크기는 높이 1자 7치, 길이 3자 2치, 너비 2자 1치짜리
를 만드는데, 넓은 송판(松板) 1입, 중간크기 자물쇠 2부감 의광
간(依撗看)

<표 53>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제작 자재목록 (2/4)

339) 한마치[汗亇赤]는 한마치(汗磨致)와 같은 말이며, 크기가 보통보다 큰 망치를 뜻한다.

340) 위리(圍里)는 속이 비고 위가 터진 물건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부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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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악기

수량 필요한 자재

건고 1좌

통(桶)감 길이 5자 3치 너비 7치짜리 누주(樓株)342) 27편, 십

자호(十字虎) 1좌감 길이 6자 높이 1자 5치 너비 1자 5치짜리 

대부등(大不等) 2개, 주주(珠柱)감 길이 6자 6치 둘레 7치짜리 

가시목(加時木), 철말(鐵抹) 4개, 숙마 세겹바[結紅熟麻三甲所] 

2간의, 철몽둥이[鐵夢同伊] 1개, 목퇴(木槌) 1개감 길이 1자 5

치 둘레 2치짜리 가시목(加時木), 2자 5치짜리 생우피(生牛皮) 

2편, 큰 광두정(大廣頭釘) 250개, 국화(菊花)와 배목(排目)을 갖

춘 큰 원환(大圓環) 2개, 국화 등을 갖춘 사복정(沙卜丁) 2개, 

길이 3발반 짜리 월내채(月乃菜) 8개, 2치짜리 정(丁) 84개, 터

죽(攄竹)감 중죽(中竹) 3개

상층방개

(上層方蓋)

사방 풍혈(風穴)감 각 길이 1자 8치 5푼 너비 4치 두께 5푼짜

리 단판(椴板), 위리(圍里) 4개감 각 길이 1자 9치 너비 2치 7

푼 두께 5푼짜리 단판(椴板), 삭침(槊枕) 8개감 각 길이 1자 8

치 5푼 너비와 두께 1치 5푼짜리 추목(楸木), 운족(雲足) 4개감 

각 길이 1자 8치 5푼 너비 2치 두께 5푼짜리 단판(椴板), 동자

(童子) 4개감 각 길이 3치 5푼 둘레 1치짜리 추목(楸木), 기둥

(柱) 4개감  각 길이 1자 8치 너비와 두께 각 1치 5푼짜리 추

목(楸木), 동도리(東道里)감 4자 5치짜리 다홍노주주(多紅潞洲

紬)343), 4자 5치짜리 초록노주주(草綠潞洲紬) 반골, 영자(纓子)

감 홍면사삼갑소(紅綿絲三甲所) 2발

하층방개

(下層方蓋)

사방 풍혈(風穴)감 각 길이 2자 4치 너비 7푼 두께 3푼짜리 단

판(椴板), 삭침(槊枕) 8개감 각 길이 2자 5치 너비 2치 5푼 두

께 1치짜리 추목(楸木), 운족(雲足) 4개감 각 길이 2자 5치 너

비 1치 5푼 두께 5푼짜리 단판(椴板), 동자(童子) 4개감 각 길

이 7치 둘레 2치짜리 추목(楸木), 위리(圍里) 4개감 각 길이 2

자 6치 너비 4치 두께 5푼짜리 단판(椴板), 삭(槊) 3개감 각 길

이 2자 4치 너비 3치 두께 1치짜리 추목(楸木), 기둥(柱) 4개

감 각 길이 2자 2치 너비와 두께 각 1치 5푼짜리 추목(楸木) 4

개, 동도리(東道里)감 6자짜리 다홍노주주(多紅潞洲紬), 6자짜

리 초록노주주(草綠潞洲紬) 반골, 영자(纓子)감 홍면사삼갑소(紅

綿絲三甲所) 3발, 방기(方機)감 4방이 각 길이 2자 8치 너비 3

치 5푼 두께 2치 5푼짜리 추목(楸木), 광삭(廣槊)감 길이 2자 

8치 두께 7푼 너비 7치, 연화주(蓮花柱)감 길이 4자 5치 너비

와 두께 2치짜리 추목(楸木), 연화(蓮花)감 길이 5치 둘레 5치

짜리 추목(楸木)

<표 5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제작 자재목록 (3/4)

341) 인거송판(引鉅松板)는 끌어당기는 톱(引鉅, 引鋸)으로 켠 소나무 판자이다.

342) 누주(樓株)는 누주(樓柱)를 뜻하는데 누각 또는 누주의 기둥감으로 쓰는 굵고 긴 통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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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할 
악기

수량 필요한 자재

백로 1개

백로(白鷺) 1개감 길이 2자짜리 단목(椴木), 날개(翼)감 길이 

8치 너비 5치 두께 1치짜리 판목(板木), 족대(足臺)감 길이 

2치 5푼 둘레 3치짜리 추목(楸木)

용간 4개

용간(龍竿) 4개감 각 길이 4자 2치 너비 6치 두께 1치 5푼

짜리 단목(椴木), 매개마다 길이 3자 2치 너비 1치 2푼짜리 

적첩철(赤貼鐵)

용두 4개

용두(龍頭) 4개감 각 길이 9치 너비 3치 두께 2치짜리 단목

(椴木), 유소(流蘇) 4거리감 목주대(木珠䑓) 28개, 오색 목주

(木珠) 140개 이상 단목(椴木) 반조, 단판(椴板) 반입, 오색 

융사(絨絲) 1편 3냥

응고 1좌 (내용없음)

삭고 1좌

목퇴(木槌) 2병감 각 길이 1자 둘레 1치짜리 가시목(加時

木), 궁재(宮材)감 중죽(中竹) 1개, 생우피(生牛皮) 1벌, 길이 

2발짜리 월내경(月乃茎) 3조

가자(架子) 2좌
추목(楸木) 반조, 재목(材木) 반조, 봉두(鳳頭) 4개와 화광(火

光) 2개와 횡난간(橫蘭干) 2개감 단판(椴板) 1입과 반입

십자호 8개 재목(材木) 2조

<표 55>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악기제작 자재목록 (4/4)

위의 <표 52>, <표 53>, <표 54>, <표 55>의 자재목록은 악기에 

쓰인 재료와 악기 제작에 쓰인 도구들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편종을 

제작하는데 쓰인 자재들 중 숙동(熟銅), 유철(鍮鐵), 함석(含錫), 박달

목(朴達木) 등은 악기의 재료이고 탄(炭), 소금[鹽], 법유(法油) 등은 

제작에 쓰인 소모성 자재들이다. 한편 큰집게[大執擧], 큰망치[汗亇
赤] 등은 장인들이 쓰는 연장이고 연일여석(延日礪石), 강여석(强礪

343) 노주주(潞洲紬)는 중국 노주(潞洲)에서 나는 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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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 등은 연장을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다.

위의 자재목록은 악기의 각 부위명칭과 부속명칭도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고 동시에 부위와 부속별로 어떠한 자재들이 쓰였는지 자세하

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각 자재들을 어떻게 조달하였는

지에 대한 정보는 다는 내관질(來關秩)과 품목질(稟目秩) 등의 항목을 

참조하여야 한다. 특히 편경을 제작하는데 있어 옥석을 채옥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은 내관질(來關秩)에 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편경과 편종 이외의 악기들의 자재들은 품목(稟

目)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내관질’에서 채옥과 관련한 기

록344) 중 일부를 추리면 아래와 같다.

344)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책(민속원, 2000), 109~126쪽; 仁政殿樂器

造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39a~0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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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채옥과 관련한 기록 보고관청

1744년

11월○일

악기조성에 쓰일 정옥사(碇玉砂) 17말은 1741년 악

기조성 때 본조(本曹, 호조)에 쌓아두었던 것이 있

으므로 실어 보냈음.

호조(戶曹)

11월7일

전정헌가(殿庭軒架)에 쓰일 석경(石磬)의 사역은 

1741년의 전례에 남양옥(南陽玉)을 채굴하여 썼으

므로 남양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병정차사원(別定

差使員)을 정하여 채취할 것.

종(鐘)을 주조(鑄造)하는데 들어가는 백토(白土) 

140말, 경옥(磬玉)을 마정(磨正)하는데 쓰이는 정옥

사(碇玉砂) 50말을 나누어 정함. 後, 인천(仁川) 정

옥사 10말, 부평(富平) 정옥사 15말, 김포(金浦) 정

옥사 15말, 통진(通津) 정옥사 10말, 백토 140말.

겸경기관찰사

도순찰사

(兼京畿觀察使

都巡察使)

11월○일

본 군기시는 원래부터 해마다 봉상(捧上)345)하는 일

이 없었기에 창병목(槍柄木)을 비축한 것이 없으니 

여유 있는 다른 관청에서 변통하여 쓰는 것을 요청

함.

군기시(軍器寺)

11월9일

옥을 캐는 장소가 이미 수백 년이 경과해서 그 깊

이가 십여 장이 되고 여러 해 동안 비에 토석(土石)

이 매몰되어 있기에, 이틀 동안 메워진 흙을 파내고 

있으며 옥돌이 암벽 사이에 있으므로 옥을 캐는 일

이 지연되고 있음.

채옥차사원

남양도호부사

(採玉差使員

南陽都護府使)

11월11일

편종 및 석경 틀에 쓰이는 가시목(加時木)을 1741

년의 예에 의거하여 수송하라고 하였으나, 신유년에

는 가시목을 수송한 적이 없으며 비축해 놓은 것들

은 굵기가 작고 길이가 짧아 수송하지 못함.

금위영(禁衛營)

11월15일

6일에서 9일까지 옥돌 4덩이를 떠내었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올려 보내지 못함. 10일부터 11일사이 또 

4~5덩이를 캐었으나 적합하지 많은 것이 많고, 쓸 

만한 것을 안산군(安山郡)에 보냈음.

채옥차사원

남양도호부사

<표 56>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채옥관련 기록 (1/2)

345) 봉상(捧上)은 봉납(捧納)과 같은 말로 물건을 바치어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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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채옥과 관련한 기록 보고관청

11월11일

악기조성에 쓸 가시목(加時木) 10조를 수송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본국(本局, 훈련도감)에 저장해둔 

수가 적어 8조만 수송함.

훈련도감

(訓鍊都監)

11월○일
본군(本郡, 김포군)에 배정된 경옥을 마정하는데 

쓰이는 정옥사 15말을 배정 된대로 올려 보낼 것.

김포군수

(金浦郡守)

11월○일

본부(本府, 통진도호부)에 배정된 백토(白土) 140

말과 정옥사 10말을 색리(色吏)를 통해 올려 보낼 

것.

통진도호부사

(通津都護府使)

1745년

2월25일

악기조성청의 공문에 의거하여 부사를 채옥차사원

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옥을 캐는 곳에 빨리 달려가 

일을 시작할 것.

채옥차사원

인천도호부사

(仁川都護府使)

2월○일

편종 및 편경의 가자(架子)에 쓰일 이년목(二年木) 

5주(株)를 수송하라고 하였으나, 본영에는 원래 비

축해 놓은 이년목이 없어 수송하지 못함.

금위영(禁衛營)

2월○일

옥을 캐는데 있어 옥석이 매우 견강(堅剛)하여 철

물 중 탁정(琢釘)이 닳아 점점 짧아져 돌을 떠 낼 

수 없다. 이에 탁정 10개와 강철 한 근을 급히 내

려 보낼 것.

채옥차사원

남양도호부사

2월○일
본부(本府, 부평도호부)에 배정된 정옥사 15말을 

올려 보낼 것.

행부평도호부사

(行富平都護府使)

2월○일

석경옥(石磬玉)을 1741년의 예에 따라 32덩어리

를 배정하였다. 17덩어리를 오늘 올려 보내며, 옥

석을 1덩어리 캐는데 일군과 일하는 사람을 합해 

소요되는 인원이 약 100명에 가깝고 봄갈이가 바

쁜 때를 당해서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급하므로 

배정된 32덩어리 이외에 추가되는 수가 없도록 참

작해 줄 것.

채옥차사원

남양도호부사

<표 57>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채옥관련 기록 (2/2) 

위의 <표 56>과 <표 57>의 채옥관련 기록을 보면 경기도 남양(南

陽)에서 옥석을 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채옥작업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월 ○일의 남양도호부사의 보고내용에서는 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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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덩이 캐내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약 100명이 동원된다고 기록

하였으며, 또한 봄이 오면서 바빠진 백성들의 사정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기시(軍器寺)와 금위영

(禁衛營)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창병목(槍柄木)과 이년목(二年木) 

등의 자재를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악기조성에 필요한 자재들은 호조(戶曹), 군기시(軍器寺), 금위영(禁

衛營),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관청뿐만 아니라 경기(京畿), 남양부

(南陽), 인천(仁川), 김포(金浦), 부평(富平) 등 지방관청에서도 담당하

여 수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인들이 쓸 도구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품목(稟目)의 기록중에서 찾을 수 있다. 품목에는 악기조성청이 필요

한 인원과 물품 등에 관한 내용을 각 관청에 요청한 내용들이 날짜별

로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 중 일부에 장인들이 쓸 도구에 대한 내용

이 기록346)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6) 송방송·고방자 外,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책(민속원, 2000), 127~150쪽; 仁政殿樂器

造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4), 055a~0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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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색 도구 관련 관청

1745년

5월13일
소로장 청람석(靑籃石) 1개, 포토(浦土) 5태

서부(南部), 
호조(戶曹), 

한성부(漢城府), 
거자계(車子契), 
별공작(別工作)

동일 옥장

철판(鐵板) 3립, 9치 짜리 못 20개, 큰망치

[汗亇赤] 3개, 수단망치[手丹亇赤] 3개, 각도

(刻刀) 3개, 무치거(無齒鋸)347), 다리를 갖춘 

양판(涼板), 교판 8량, 소색(小索) 5간의, 작

은 통, 마미사(馬尾篩)348) 5부, 죽사(竹篩) 3

부349), 해장죽(海長竹) 3개, 면사(綿絲) 5량, 

백랍(白蠟) 3량, 솔정(㐒丁) 30개, 황밀(黃蜜) 

2량, 버들고리(柳筽) 3부, 대소심(大小心) 4

개, 중소심(中小心) 4개, 소소심(小小心) 7개, 

비비강철(非非强鐵)350) 5개, 마정철(磨正鐵) 

2개, 열쇠와 자물쇠를 갖춘 궤짝[樻子] 2부

호조(戶曹), 

선공감(繕工監), 

별공작(別工作), 

군기시(軍器寺),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동일 옥장
소색(小索) 2간의, 일 잘하는 석수(善手石手) 

2인
호조(戶曹), 

선공감(繕工監)

동일 옥장 목파조(木把槽)351) 6부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동일
옥장,

소로장
망석(網席) 6립, 멍석 10립

호조(戶曹), 
선공감(繕工監),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동일
옥장,

모군(募軍)
마조(馬槽) 10부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동일 옥장 박지(朴只) 5개, 도소라(陶所羅) 5개 공조(工曹)

2월15일 석수(石手)

소몽둥이(小夢同) 1개, 배지내(排地乃) 1개, 

고질정(古叱丁)352) 5개, 솔정(㐒丁) 5개, 수

철목(水靑木) 10개, 진연목(眞緣木) 2개

호조(戶曹), 
선공감(繕工監)

2월17일 소로장 포토(浦土) 5바리
호조(戶曹), 

한성부(漢城府)

2월23일 시장(匙匠)
모루[毛老]353) 2개 큰망치[汗亇赤] 2개, 백

우피(白牛皮) 2장

호조(戶曹), 
공조(工曹), 

평시서(平市署)

2월25일 소목장
도관 2 연일여석(延日礪石) 2조각, 어교(魚膠) 

한근, 소색(小索) 2거리

호조(戶曹), 
군기시(軍器寺), 
선공감(繕工監)

2월28일

소목장, 

목수,조가

장(造家匠)

망치감 진연목(眞緣木) 2개, 송연(松烟) 5냥
호조(戶曹), 

선공감(繕工監)

<표 58>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장인들이 쓸 자재 (1/3)

347) 무치거(無齒鋸)는 이가 없는 톱이다.

348) 마미사(馬尾篩)는 말총으로 만든 체이다.

349) 죽사(竹篩)는 대나무 섬유로 만든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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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색 도구 관련 관청

1745년

2월29일
소로장

길이 7자짜리 대동사(大銅絲), 대삭(大

索) 2거리

호조, 공조, 

선공감

2월30일 소목장 파유둔(破油芚) 1장, 호조, 장흥고

동일 옥장
강여석(强礪石) 2덩이, 중여석(中礪石) 2

덩이, 연일여석(延日礪石) 3덩이
호조, 군기시

3월1일
천혈장

(穿穴匠)

줄(乼), 길이와 폭이 5푼짜리 소가죽 1

개

호조, 공조, 

평시서

3월3일
마경장

(磨鏡匠)

강여석(强礪石) 2덩이, 중여석(中礪石) 2

덩이, 연일여석(延日礪石) 2조각, 우추

(隅錐)354) 3개

호조, 선공감, 

군기시, 별공작

3월5일 동장(銅匠) 배월내(背越乃) 1개 공조

3월6일
옥장,

마경장

중도소라(中陶所羅)355) 6, 소도소라(小

陶所羅) 4, 공석(空石) 10립, 망석(網席) 

2립

호조, 공조, 

사섬시, 군자감, 

광흥창(廣興倉)

동일
시장,

마경장
백우피(白牛皮)

호조(戶曹), 

평시서(平市署)

3월8일
침선비

(針線婢)

인두[引導] 1개, 가위[加兒] 1개, 전판

(剪板) 1개, 버들고리 1

호조, 선공감, 

제용감, 평시서, 

별공작, 장흥고

3월11일
옥장,

소목장

옥장이 쓸 솔정(乺丁) 5개

소목장이 쓸 1치 5푼짜리 못 70개
공조, 별공작

3월12일 옥장 중무치거(中無齒鋸) 5개 호조, 별공작

3월16일 조각장 목적(木賊) 1근
호조, 제용감, 

선공감, 공조

3월13일 석수 솔정(乺丁) 5개, 곶질정(串叱丁)356) 8개 호조, 한성부

동일 옥장 장상(長床) 3개, 교판 3개 호조, 별공장

3월14일 옥장 무치도(無齒刀) 2개 호조, 별공작

<표 59>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장인들이 쓸 자재 (2/3)

350) 비비강철(非非强鐵)은 비벼서 구멍을 뚫는 강철 송곳이다. 비비(非非)는 손으로 비벼서 구멍

을 뚫는 비비송곳을 뜻한다. 강철은 소재를 말한느 것 같다. 현재는 드릴로 구멍을 뚫지만 과

거에는 손비비나 활비비로 구멍을 뚫었다.

351) 목파조(木把槽)는 나무로 만든 물통이다.

352) 고질정(古叱丁)은 꽂을 못을 말한다.

353) 모루[毛老]는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이다.

354) 우추(隅錐)는 모송곳이다. 모송곳은 끝이 모가 진 송곳이다.

355) 도소라(陶所羅)는 질소래기이다. 질소래기는 질흙을 원료로 하여 구워 만든 소래기(접시 모

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를 뜻한다.

356) 곶질정(串叱丁)은 꼬치정으로 곶정(串丁), 곶정(串釘)과 같은 말이다. 꼬챙이처럼 만든 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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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색 도구 관련 관청

1745년

3월17일
소로장 송명(松明) 50개, 마미사(馬尾篩) 3부

호조, 한성부, 

선공감

3월20일 옥장
경판(磬板) 2개, 수단망치[手丹亇赤] 2

개, 경 틀(磬機) 2개
호조, 별공작

3월21일

옥장
소무치거(小無齒鋸) 3, 중무치거(中無齒

鋸) 3,  대무치거(大無齒鋸) 3
호조, 별공작

조각장 갈고리[加古里] 2개 호조, 별공작

고장(鼓匠) 중착(中錯) 1개 호조, 별공작

3월25일

옥장 중무치거 2개 호조, 별공작

철장 도동해(陶東海) 4, 박지 6, 소라 1개 호조, 공조

동일 석수 수청목 7개 호조, 선공감

동일 칠장
골회(骨灰) 5되, 태말(太末) 마랍 3냥, 

열쇠와 자물쇠를 갖춘 궤짝 1개

호조, 평시서, 

예빈시, 별공작

3월29일 천혈장
길이와 너비가 5푼짜리 줄우피(乼牛皮) 

1조
호조, 평시서

4월1일 화원(畫員) 자물쇠와 열쇠를 갖춘 궤짝 1부 호조, 별공작

4월5일
옥장과 

모군(募軍)

중무치거(中無齒鋸) 5개, 소무치거(小無

齒鋸) 5개
호조, 별공작

4월10일 옥장 소무치거(小無齒鋸) 3개 호조, 별공작

4월14일 옥장 비비(非非) 5개 호조, 별공작

4월21일 소로장 송명(松明) 10근, 포토(浦土) 2바리
한성부, 

마계(馬契)357)

4월23일 칠장 사기항아리1, 사발 2립 호조, 평시서

<표 60>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장인들이 쓸 자재 (3/3)

357) 마계(馬契)는 말을 세 놓는 일을 업으로 삼은 계(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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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8>, <표 59>, <표 60>의 기록에서는 각 장인들이 어떠

한 도구와 자재들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각 장인별로 어떠

한 도구와 자재들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위의 표로 대신하

며, 각 도구별 자세한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다.

각 자재들은 여러 관청으로부터 가져와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청은 호조(戶曹)와 별공작(別工作)이다. 

별공작은 악기조성시 장인들의 거처를 만들거나 연장을 제작하는 일

을 하는 임시관청이다. 각 장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장 관련한 

내용에는 거의 별공작이 언급되어 있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는 영조갑자진연의궤와 같은 시대의 기록

이다. 영조갑자진연의궤에서는 진연과 관련한 악기 수리내역이 있

으며,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아악기 제작내역이 기록되어 있

다. 두 의궤는 진연준비 그리고 화재로 소실된 악기의 제작이라는 서

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의궤에서는 진연청과 악기조성

청이라는 주무관청의 규모와 조직 등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악기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장인들과 자재들을 다른 관청으로부터 

동원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

다. 따라서 본 의궤도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원 및 자

재들을 각 관청에서 동원하여 악기를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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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제작 및 재료 구매 시기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에 속하는 것은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1777),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6), 순조기축진찬의궤(1829) 3

종이다. 3종의 의궤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각 의궤별로 ‘제작 및 

수리한 악기의 목록’, ‘동원된 장인들의 명단’, ‘악기에 쓰인 도구와 

자재 목록’을 살펴보겠다.

가.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의 악기제작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의 악기제작 내용은 악기제작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기존의 악기 중 일부를 제작한 것이 아닌 경모궁제례에 필

요한 수량만큼 새로운 악기 1습을 제작한 기록으로서 여타 다른 악기 

제작 의궤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1) 제작한 악기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새로 제작한 악기들의 목록은 악기가 

완성된 후 계사질(啓辭秩) 중 1777년 5월 25일 기록에 경모궁제향소

용각양악기별단(景慕宮祭享所用各種樂器別單)358)으로 기록되어 있다. 

새로 제작한 악기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358)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43~86쪽; 景慕宮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08b~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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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부속

편종 32매

가자(架子) 2부, 목사자(木獅子) 4부, 방대(方臺) 4부, 초엽(草

葉) 32개, 대(臺)를 갖춘 목공작(木孔雀) 10개, 오색사 목주 

유소(五色絲木珠流蘇) 4부, 묶는데 쓰는 홍숙마바[紅熟麻所] 2

간의, 각퇴(角槌) 4병

편경 32매

가자 2부, 목안(木雁) 4좌, 방대 4좌, 초엽 32개, 대(臺)를 갖

춘 목공작(木孔雀) 10개, 묶는데 쓰는 홍숙마바[紅熟麻所] 2간

의, 경을 매는데 쓰는 홍면사 세겹바[三甲所] 32조, 청홍목갑

집[靑紅木甲家] 32건, 각퇴(角槌) 4병, 꿩꼬리깃털 목주 유소

[雉尾羽珠流蘇) 4부

방향 32매
가자 2부, 방대 4좌, 추호(追虎) 4좌, 홍황목갑집[紅黃木甲家] 

2건, 각퇴 2병

진고 1부
기(機) 1좌, 담기(擔機) 1좌, 메는 끈 세겹바 1간의, 목퇴(木

槌) 1병

절고 1부 방대 1좌, 목퇴 1병

축(柷) 2부 방대 2좌

장고 2부
오색진사 매듭을 갖춘 편죽(鞭竹) 2개, 홍황목갑집[紅黃木甲

家] 2건

어(敔) 2부 방대 2좌, 오색진사 매듭을 갖춘 진(籈) 2병

당비파 1부
두석원환(豆錫圓環) 2개와 팔색홍담대(八絲紅擔帶)를 갖춤, 홍

황목갑집 1건

향비파 1부
두석원환(豆錫圓環) 2개와 팔색홍담대(八絲紅擔帶)를 갖춤, 홍

황목갑집 1건

현금 1부 홍황목갑집 1건

가야금 1부 홍황목갑집 1건

아쟁 1부 초상(軺床) 1좌, 출장목(出墻木) 1개, 홍황목갑집 1건

<표 61>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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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부속

생(笙) 2부 목갑(木匣)을 갖춘 청홍면주갑집[靑紅綿紬甲家] 2건

훈(塤) 2부 가죽집을 갖춤

태평소 1부 오색진사(五色眞絲) 매듭과 가죽집을 갖춤

해금 1부 오색진사 매듭과 가죽집을 갖춤

피리 2개 가죽집을 갖춤

대금(大笒) 2개 가죽집을 갖춤

당적(唐笛) 2개 가죽집을 갖춤

퉁소 1개 가죽집을 갖춤

지(篪) 1개 가죽집을 갖춤

둑[纛] 2부

노도(路鼗) 1부 백구(白鳩)를 갖춤

휘(麾) 1부 방대(方臺) 1부

조촉(照燭) 1부 방대 1좌

대금(大金) 1좌 청홍목갑집 1건, 목퇴 1병

박(拍) 2부 오색진사 매듭을 갖춤

무구 등
무적(舞翟) 36개, 무약(舞籥) 36개, 목검(木劍) 12개, 목창

(木槍) 12개, 죽궁(竹弓) 12개, 죽시(竹矢) 12개

의복 및 

기타

개책관 40건, 진현관 38건, 피변관 36건, 복두 2건, 홍주

의 40건, 백주중단 40건, 남주의 74건, 적상 74건, 녹초삼 

2건, 백주대 40건, 홍주대 74건, 오정대 2건, 백포말 114

건, 오피리 114부, 흑피화 2부, 주판 1좌

<표 62>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 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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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1>과 <표 62>의 목록은 경모궁제례에 쓰이는 전체 악

기와 일치한다. 본 의궤에는 도식은 없으나 후에 편찬되는 경모궁의

궤(1784)의 도설에서 악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악학궤범에 등장

하는 아부악기, 당부악기, 향부악기들 중 일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기와 의물 그리고 의복까지 모두 악기조성청에서 제작하였다.

(2) 악기 제작에 동원된 장인

위의 악기들을 만드는데 차출된 장인들의 명단은 감결질(甘結帙) 

중 1777년 5월 27일 기록에 공장질(工匠秩)359)로 수록되어 있다. 악

기들을 제작하기 위해 차출된 장인들은 다음과 같다.

359)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29~134쪽; 景慕宮樂器造

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67a~0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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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색 인원수 이름

소로장 11명
김인경, 지성하, 홍중필, 김수감, 이귀남, 한만이, 정사

봉, 김수강, 전엇동, 홍상헌, 김성옥

옥장 23명

이선복, 최대린, 황명삼, 박재녕, 남일성, 김대운, 최기

특, 정동윤, 한원증, 임세원, 임귀세, 김복만, 허점이, 

허흡, 김도홍, 이세흥, 최치윤, 이흥세, 정치견, 박천

필, 김수흥, 백용문, 양산백

시장(匙匠) 6명 남태휘, 박창문, 현만수, 박형도, 방성근, 이시욱

마경장 6명 이지근, 정광욱, 정경신, 김득신, 송도순, 김수재

풍물장 2명 이재춘, 이경원

조각장 8명
류혜근, 김득대, 조종빈, 최천장, 박문빈, 박태문, 장덕

수, 방우한

소목장 6명 김용득, 김덕재, 김시창, 이백복, 박성춘, 김귀철

두석장 4명 김수장, 채덕명, 최호환, 이진량

석수 4명 최득대, 한선일, 황천재, 김돌이

마조장 2명 김득주, 박필문

목혜장 2명 김흥세. 박지창

목수 2명 박창근, 최모로동

조가장 2명 이만재, 이용복

관자장 3명 박수복, 송점이, 김엇금

주장 2명 김오동, 임만록

천혈장 3명 김용재, 이세창, 이경빈

야장 1명 김차동

이지장 2명 김윤광, 이대근

관장(冠匠)360) 5명 진천재, 성인득, 김광규, 남봉이, 신대길

안자장 2명 박정흥, 이차휘

통장(桶匠)361) 5명 차운희, 현명천, 박유득, 현명복, 박승건

<표 63>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공장질’ 장인명단 (1/2)

360) 관장(冠匠) 머리에 쓰는 관(冠)을 만드는 장인이다. 양관장(梁冠匠)이나 모관장(毛冠匠)처럼 

구체적인 물품명을 쓰지는 않았다.

361) 통장(桶匠)은 통(桶)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북통을 만드는 

고통장(鼓桶匠)이란 명칭이 있었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도 북통을 만든 것으로 추측되

는데, 이후의 문헌인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는 무고를 제작하는데 통장(桶匠)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96 -

장색 인원수 이름

다회장 2명 김동채, 장흥철

매듭장 1명 장흥복

장고장 1명 천복명

은장 1명 박수근

진칠장 1명 빈정필

조현장 3명 김유득, 이경복, 김용구

고장(鼓匠) 1명 이동백

우산장(雨傘匠) 1명 최용문

시장(矢匠) 2명 안정우, 이춘흥

사장(篩匠) 3명 박기채, 조복, 김광흡

태평소장[大平簫匠] 1명 박기완

각대장(角帶匠) 1명 김필우

화자장(靴子匠) 2명 주대현, 최척귀

피장(皮匠) 8명 곽경휘 등 8명

도자장(刀子匠) 1명 임은민

가칠장(假漆匠) 4명 정덕호, 박태흥, 엄택빈, 박종군

고패장(古貝匠) 2명 김득춘, 허동

침선비(針線婢) 9명
취열, 취매, 춘앵, 서지, 조롱 (이상 공조)

초애, 재련, 해심, 인애 (이상 상의원)

기거장(岐鉅匠) 2명 안세징, 김인손

대인거(大引鉅) 5명 박종득, 김세득, 박세복, 박점만, 김세갑

소인거(小引鉅) 2명 주복명, 엄번지

걸거장(乬鉅匠) 2명 박진광, 이수경

연마장(鍊磨匠) 1명 김점복

<표 64>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공장질’ 장인명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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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궁악기를 제작하는데 동원된 장인들의 종류와 숫자는 지금까지 

살펴 본 의궤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위의 ‘공장질’ 기록에서는 

각각의 장인들이 어디에서 차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에 살

펴 볼 ‘감결질’에서는 일부 장인들의 원래 소속과 동원을 담당한 관청

을 찾을 수 있다. 침선비의 경우 위의 기록에서 침선비 9인 중 5인은 

공조에서, 나머지 4인은 상의원에서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명단에는 총 44종류의 장색과 149명의 장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장인의 명칭은 자신이 다루는 도구나 

소재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물품에 따라서 정해진다. 한편 위의 장인들은 악기를 

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장인과 악기의 부속을 제작한 장인 그

리고 연장을 제작한 장인과 의복 등 기타 물품을 제작한 장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악기를 제작할 때에는 어느 한 종류의 장인이 온전히 한 종류의 악

기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편경을 제작하는 데에는 채옥과 옥을 가

공하는 옥장(玉匠), 경을 갈아내는 마조장(磨造匠)과 마경장(磨鏡匠), 

경석에 구멍을 뚫는 천혈장(穿穴匠), 편경의 틀 등을 만드는 소목장

(小木匠)과 목수(木手) 등 여러 장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경석을 

캐거나 필요한 연장을 만들 때 야장(冶匠), 도자장(刀子匠) 그리고 연

장의 날을 세울 때 연마장(輦磨匠) 등 장인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어

떤 장인들이 어떤 악기를 만드는데 동원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단 나막신을 만든 목혜장(木鞋匠), 장화를 만드는 화자장(靴

子匠), 갓을 만든 관장(冠匠), 망건에 당줄을 다는 고리를 만드는 관

자장(貫子匠) 등은 악기가 아닌 의복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다.

위의 <표 64>의 기록에서는 각 장인들의 원래 소속은 기록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감결질 중 일부 기록에 장인들을 동원하는 내용에서 

동원을 담당한 관청 혹은 장인의 원래 소속을 알 수 있다. 감결질 중 

장인동원 내용362)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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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색 이름 담당 관청

1777년

3월12일

소로장
김인경, 지성하, 홍중필, 홍상성, 김순갑, 

최창유, 한만이, 서봉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공조

목혜장 김지창, 김귀태

조각장 유혜근, 박문휘, 정삼재

마조장 김명휘

소목장 김용득, 김귀철, 김덕재

가칠장 정득휘, 임몽치, 박태익, 한순창

조가장 이만재, 김중귀, 고주항, 이만주, 오만웅

두석장 김순징, 최만룡, 채덕명, 정순흥, 안인득

시장(匙匠)
남태휘, 이하성, 박창문, 현만수, 강봉삼, 

방성근

천혈장 문용재

3월14일 석수 2인 선공감

3월16일 목수 2인 선공감

3월24일

태평소장 1인
어영청, 상의원, 

의영고, 호조, 

군기시, 선공감, 

공조, 제용감
은장 1인

3월25일 조가장 김안득 총융청

3월29일 침선비 6인 (공조 3인, 상의원 3인) 공조, 상의원

4월5일

궁인(弓人) 1인

군기시

시인(矢人) 1인

4월9일 여봉조군 4인 평시서

<표 65>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질’ 장인동원 기록

362)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10~122쪽; 景慕宮樂器造

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55b~0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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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5>의 장인동원 관련 내용은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

로 전체 장인들이 아닌 일부 장인동원 관련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위의 장인동원 내용과 공장질의 장인 이름이 서로 다르기도 하

며 위의 장인동원 내용에 등장하는 궁인(弓人), 시인(矢人), 여봉조군

(女縫造軍)은 공장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3월 12일 기록을 살펴보면 10종의 장인 38명을 동원하는 데 훈련

도감, 금위영, 어영청, 공조 4개의 관청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위

의 기록에서는 각 장인들이 어떤 관청 소속인지는 구분하여 기록하지

는 않았다. 3월 24일 기록에서는 태평소장과 은장을 동원하는 기록과 

자재를 동원하는 기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관청이 8개

나 기록되어 있다. 이외의 기록들은 동원된 장인들의 원래 소속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장질에 있는 대부분 장인들의 원래 소속을 찾을 

수는 없었다.

(3) 악기 제작에 쓰인 도구와 자재

한편 ‘경모궁제향소용각양악기별단’에는 새로 제작할 악기들에 필요

한 자재들에 관한 기록이 품목질(稟目秩) 중 1777년 3월 기록363) 후

록에 수록되어 있다. 경모궁악기조성청에서 제작한 악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악기별로 자재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각 악기별 자재 관련 기록 중 사부악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본 의궤에서 제작한 사부악기에 들어간 각 자재의 내역364)은 

다음과 같다.

363)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50~83쪽; 景慕宮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13a~038a.

364)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64~69쪽; 景慕宮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21b~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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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

당비파 1부

등[背]감365) 괴목(槐木) 길이 3자 5치 너비 2자짜리 1개,
배[腹]감366) 아목(牙木) 길이 3자 너비 2자 두께 5푼짜리 1개,
수장(修粧)감 산유자목 길이 2자 너비 3치 두께 2치짜리 1개,
녹각(鹿角) 반대,
어교 반장,
빈(檳)감 화중죽(花中竹) 1마디,
소목(燒木) 1단,
탄(炭) 2말,
강철(强鐵) 8돈,
원환(圓環)감 두석(豆錫) 5냥,
함석(含錫) 1냥 2돈,
탄(炭) 1말 2되,
담대(擔带)감 홍향사 2냥 5돈,
소(槊)감 홍면사 2냥,
피금(皮金) 반장,
본과소록피(本裹小鹿皮) 길이 7치 너비 1치짜리 1조각,
현감 백사 4돈,
집(家)감 안감과 겉감으로 황목(黃木)과 홍목(紅木) 각 8자 4치.

현금 1부

등[背]367)감 오동목(梧桐木) 길이 5자 5치 너비 8치짜리 1조각,
배[腹]368)감 율목(栗木) 길이 5자 5치 너비 8치짜리 1조각,
수장(修粧)감 산유자목 길이 1자 5치 너비 3치 두께 2치짜리 1조각,
괘(棵)감 회목(檜木) 길이 9치 지름 3치 5푼짜리 1조각,
녹각(鹿角) 반대,
당대모(唐玳瑁) 1장,
금박(金箔) 4조각,
어교 반장,
탄 2말,
부들감 초록향사 7냥,
사두(蛇頭)감 홍진사(紅眞絲) 1돈,
현감 백사 1냥 5돈,
집(家)감 안감과 겉감으로 홍목(紅木)과 황목(黃木) 각 7자 9치.

가야금 1부

등[背]369)감 오동목(梧桐木) 길이 5자 5치 너비 1자 1치짜리 1
조각,
수장(修粧)감 산유자목 길이 2자 5치 너비 4치 두께 2치짜리 1조각,
부들감 초록향사 12냥,
사두(蛇頭)감 홍진사(紅眞絲) 2돈,
현감 백사 2냥,
회장(囬粧)감 백릉(白綾) 길이 8치 너비 5푼짜리 1조각, 초록대
단(草綠大段) 길이 8치 너비 5푼짜리 1조각, 다홍대단(多紅大
緞) 길이 8치 너비 5푼짜리 1조각,
어교 반장,
탄 2말,
집(家)감 안감과 겉감으로 홍목(紅木)과 황목(黃木) 각 10자 5치.

<표 66>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부악기 자재목록 (1/2)

365) 당비파의 등[背]은 악기의 뒷면을 말한다. 향비파도 동일하다.

366) 당비파의 배[腹]는 현이 걸리는 악기의 전면을 말한다.

367) 현금의 등[背]은 악기의 윗면인 오동나무판을 말한다. 현재 악기를 만들 때에 악기의 윗면

인 오동나무판을 대패질할 때 ‘등을 친다’고 표현한다.

368) 현금의 배[腹]는 악기의 밑면인 밤나무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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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

향비파 1부

등[背]감 괴목(槐木) 길이 4자 너비 1자 1치짜리 1개,
복판(腹板)370)감 오동목(梧桐木) 길이 2자 5치 너비 1자 1치짜리 1개,
수장(修粧)감 산유자목 길이 1자 너비 3치 두께 2치짜리 1조각,
괘(棵)감 회목(檜木) 길이 4치 지름 2치짜리 1조각,
당대모(唐玳瑁) 1장,
금박(金箔) 2조각,
현감 백사 4돈 5푼,
담대(擔带)감 홍향사 2냥 5돈,
소(槊)감 홍면사 2냥,
피금(皮金) 반장,
원환(圓環) 2개 감 두석(豆錫) 10냥,
함석(含錫) 2냥 5돈,
집(家)감 안감과 겉감으로 황목(黃木)과 홍목(紅木) 각 5자 5치,
탄 2말,
어교반장,
화피(樺皮) 1장,
괘본(棵本감) 소록피(小鹿皮) 길이 7치 너비 1치짜리 1조각.

아쟁 1부

등[背]감 오동목(梧桐木) 길이 5자 5치 너비 8치짜리 1조각,
복판(腹板)371)감 아목(牙木) 길이 5자 5자 5치 너비 8치짜리 1조각,
현감 백사 2냥,
부들감 초록향사 5냥,
사두(蛇頭)감 홍진사(紅眞絲) 1돈,
어교 반장,
탄 2말,
집(家)감 안감과 겉감으로 홍목(紅木)과 황목(黃木) 각 8자,
초상(抄床)감 단판(椴板) 길이 2자 너비 1자 5치짜리 1조각,
명유(明油) 2사,
출장화목(黜墻花木) 길이 3자짜리 1개.

해금 1부

통(桶)감 괴목(槐木) 길이 1자 지름 6치짜리 1조각,
복판(腹板)372)감 오동목(梧桐木) 지름 6치짜리 1조각,
주(柱)감 뿌리있는 오죽(有根烏竹) 반개,
주아(奏兒)감 산유자목 1자,
현감 백사 2돈,
궁(弓)감으로 가는 오죽(細烏竹) 반개,
가막금(加莫金)감 두석(豆錫) 1냥 5돈,
함석(含錫) 4돈,
내주(內柱)감 정철(正鐵) 7냥,
집(家)감 소록피(小鹿皮) 길이 2자 너비 1자짜리 1조각,
매듭감 오색진사(五色眞絲) 각 1돈,
백마미(白馬尾) 2돈.

<표 67>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부악기 자재목록 (2/2)

369) 가야금의 등[背]은 오동나무판을 말한다. 가야금은 윗판과 아래판을 붙이지 않고 오동나무 

목재를 파서 만들기 때문에 가야금의 배[腹]감은 없다.

370) 향비파의 판(腹板)은 당비파의 배[腹]와 같이 악기의 현이 걸려있는 전면이다.

371) 아쟁의 복판(腹板)은 현금의 배[腹]와 같이 악기의 밑면이다.

372) 해금의 복판(腹板)은 현이 지나가고 원산이 놓여있는 오동나무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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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6>과 <표 67>의 사부악기를 제작하는데 쓰인 자재목록

에서는 각 자재들을 진배한 기록이나 담당관청은 기록되어 있지 않

다. 그런데 품목질(稟目秩) 중 1777년 3월의 기록에서는 종과 경은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에 의거하여 제작하고 그 밖의 악기와 

관복은 황단(皇壇)과 경녕전(敬寧殿)의 등록에 의거하여 호조의 탁지

준절(度支準折)373)을 참고하여 각 해사(該司)가 준비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호조의 탁지준절을 참고하여 각 해당관청에서 자재들을 

확보하여 악기조성청에 진배하라는 뜻이다.

종과 경의 경우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내용처럼 경기도 남양 

등에서 직접 옥석(玉石)를 채취하여 제작하는데, 기타 악기와 의물 등

은 이전의 의궤처럼 각 관청에서 자재들을 진배받아 제작하게 된다. 

그런데 각 해당관청은 자재들을 직접 채취하기도 하겠지만 탁지준절

을 언급한 것을 보아 외부에서 구매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4) 악기 제작을 위해 구매한 자재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기존의 의궤들과는 다른 점을 하나 발

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질(甘結秩) 

중 무역질(貿易秩)374)이다. 무역(貿易)은 조선시대에는 매입이나 구매의 

의미로도 쓰였다. 이 의궤에서는 악기 부속 중 일부를 구매한 내역을 

‘무역질’에 기록해 놓았다. ‘무역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3) 탁지준절(度支準折)은 왕실과 각 아문(관청)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이다. 탁지준절은 1749년(영조29)에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

한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度支定例)와 같은 의도로 작성된 책이다. 편찬시기는 미정이나 탁
지정례(1749)와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 정조즉위년) 사이의 시기인 영조조 후반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374)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43~144쪽; 景慕宮樂器造

成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81b~083a. 무역(貿易)은 오늘날 국가간 상품을 사고 파

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구매의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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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구매할 자재 가격

당비파 1부

등[背]감 괴목(槐木) 6전 7푼

복판(腹板)감 아목(牙木) 4전

녹각(鹿角) 1/2되 5푼

빈(檳)감 화중죽(花中竹) 2전 5푼

향비파 1부

등[背]감 괴목(槐木) 6전 7푼

복판(腹板)감 오동나무 1냥

괘(棵)감으로 회목(檜木) 5푼

아쟁 1부
등[背]감 오동나무 3냥 5전

복판(腹板)감 아목(牙木) 8전

가야금 1부 등[背]감 오동나무 4냥 5전

현금 1부

등[背]감 오동나무 4냥

복판(腹板)감 밤나무 1냥

녹각(鹿角) 1/2되 5푼

괘(棵)감으로 회목(檜木) 2전

해금 1부

통(桶)감 괴목(槐木) 2전

복판(腹板)감 오동나무 7푼

주(柱)감 오죽(烏竹) 7전

활(弓)감 세오죽(細烏竹) 4푼

백마미(白馬尾) 3전 9푼

무약(舞籥) 36개 황죽(黃竹) 각 1개당 5전 4푼 씩

피리 2개
관대[管] 감 오죽(烏竹) 각 1개당 2전 씩

서(舌) 감 해장죽(海長竹) 1푼

당적 2개 황죽 각 1개당 1냥 씩

대금 2개 황죽 각 1개당 1냥 1전 씩

퉁소 1개 황죽 8전

지(篪) 1개 황죽 4전

천초[茜草] 2근 각 1근당 4푼 씩

<표 68>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무역질’의 재료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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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8>의 재료구매내역을 보면 주로 악기의 주재료인 목재

를 구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부악기의 경우 등감과 복판감을 

모두 구매하였으며, 죽관악기의 경우 악기의 몸통에 쓰이는 대나무를 

주로 구매한 것을 알 수 있다. 편경과 편종 같은 악기는 인정전악기

조성청의궤에 의거하여 제작하도록 한 것을 보면 직접 남양의 옥석

(玉石)을 채취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악기 및 의물들은 호

조의 탁지준절을 참고하여 각 관청에서 진배한 자재들로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오동나무의 가격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오동나무의 가격은 

다른 목재의 가격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현금(玄琴)의 

경우 등감 오동나무와 복판감 밤나무의 크기는 거의 같다. 그런데 목

재의 가격은 오동나무가 약 4배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아쟁에서도 

오동나무의 가격이 복판인 아목(牙木)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동나무는 당시에 상당히 비싼 목재임을 알 수 있

다.

이전의 의궤에서는 악기의 제작 및 수리를 주관하는 관청에서 필요

한 자재들을 각 관청으로부터 가져와 제작을 하였지만, 경모궁악기

조성청의궤에서는 자재 중 일부를 구매한 기록이 있다. 이는 화폐·상

업경제 발달의 영향으로 보인다.375) 따라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375) 원유한은 조선시대 화폐사를 5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제 1기 ‘화폐 유통시도

기’(14세기말~16세기말), 제 2기 ‘화폐(동전) 유통보급기’(17세기초~1690년대말), 제 3기 ‘화

폐유통에 대한 반동기’(18세기초~1740년대초), 제 4기 ‘화폐경제 확대발전기’(1740년대

초~1860년대), 제 5기 ‘근대화폐제도 수용기’(1860년대~20세기초)로 화폐사를 구분하였다. 그 

중 제4기인 ‘화폐경제 확대발전기’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화폐경제 확대발전 전

기’는 1740년대초~18세기말로 영조부터 정조시대이고, ‘화폐경제 확대발전 후기’는 19세기

초~1860년대로 순조, 헌종, 철종, 고종초 까지의 시대이다. ‘근대화폐제도 수용기’는 고종 이후

의 시기이다. 원유한, ｢조선시대 화폐사 시기 구분론｣, 역사와실학 제32집(역사실학회, 

2007), 319~379쪽. 연대만을 보았을 때 ‘화폐경제 확대발전 전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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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전 의궤들과는 다르게 가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과 감독 역할을 한 관리들의 급료는 아

직도 화폐가 아닌 요미(料米)와 요포(料布)로 지급하였다. 장인들의 

급료와 관련한 기록은 품목질 정유 5월의 기록 중 미포질(米布秩)376)

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동원된 장인들에겐 쌀 9말과 무명 1필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아직은 화폐가 널리 쓰이진 않고 일부 자재들만

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는 이전의 의궤들과는 다르게 악기제작의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악기제작에 동원된 장인의 

종류와 숫자도 다른 의궤에 비해서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

기를 제작하는 방식은 장인과 자재들을 다른 관청에서 동원하여 제작

하는 방식으로 이전 의궤에서의 악기제작방식과 동일하였으나, 일부 

사부악기와 죽관악기의 재료들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의궤의 무역질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재 구매내역은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악기들은 

다른 관청에서 진배한 자재들로 차출된 장인들이 제작하는 방식을 유

지하고 있다.

헌은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1777)이다. ‘화폐경제 확대발전 후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의 문헌은 사직악기조성청의궤
(1803), 순조기축진찬의궤(1829),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이다. ‘근대화폐제도 수용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의 문헌은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이다.

376) 서인화 역주,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84~85쪽; 景慕宮樂器造成

廳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5), 039a~0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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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3)의 악기제작

사직악기조성청의궤는 1803년 11월 3일에 사직서 악기고 화재

로 소실된 악기를 새로 제작한 내용이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는 종과 경만을 제작하였기에 바로 이전의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의 

악기제작과 비교하면 제작 규모가 작다. 

(1) 제작한 악기

이 당시 제작한 악기들은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실입(實入)의 후

록377)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377)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32~143쪽; 社稷樂器造成廳

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38a~0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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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세부 내역

율명(律名) 수량

편종(編鐘) 8매(枚)

황종(黃鍾) 2매

고선(姑先) 1매

중려(仲呂) 2매

유빈(蕤賓) 1매

무역(無射) 2개

편경(編磬) 17매(枚)

황종(黃鍾) 1매

대려(大呂) 2매

태주(太蔟) 2매

고선(姑先) 1매

유빈(蕤賓) 1매

임종(林鍾) 1매

청협종[浹鍾] 1매

이칙(夷則) 1매

남려(南呂) 2매

무역(無射) 2매

응종(應鍾) 1매

청황종[潢鍾] 1매

청태주[汰蔟] 1매

<표 69>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제작 악기 

사직악기조성청의궤의 악기제작 규모는 이전의 경모궁악기조성

청의궤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편종과 편경의 일부를 제작

하였는데, 악기제작에 쓰인 자재들을 살펴보면 편종과 편경의 틀과 

일부 부속도 같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작한 악기가 편종과 편

경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원된 장인들과 쓰인 자재들이 모두 편경 또

는 편종의 제작에 동원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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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기 제작에 동원된 장인

악기를 만드는데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은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좌

목(座目)에 공장(工匠)378) 목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은 아래

와 같다.

장색 이름 인원수

옥장

이대득, 이대련, 김흥빈, 민창운, 김인수, 김리성, 김원징, 

장인철, 박흥대, 박인철, 정광택, 박수량, 박윤득, 김흥복, 

방성창, 이경득, 우복인, 황재흥, 김광록, 이순복, 박문혁, 

이정엽, 김정술, 정매야치, 이암위, 박명복, 방성, 이득재, 

박대득, 박순금

30명

소로장
김인경, 홍중필, 김인영, 장한국, 김응감, 김희득, 홍상헌, 

김춘성, 엄계성
9명

석수 김용득, 전엇산 2명

시장 현철몽, 오덕창, 김정엽, 김흥국 4명

두석장 김이성, 김흥택, 유광옥 3명

은장 공용갑, 공흥손 2명

마경장 송계복, 금우현, 이덕복, 방창손 4명

마조장 이장복, 김득이 2명

천혈장 박치근 1명

목혜장 송세징 1명

조각장 박춘근 1명

<표 70>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공장’의 장인명단

378)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43~44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04a~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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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70>을 보면 이전의 의궤들과는 다르게 참여한 장인의 종

류가 적은 반면 옥장은 매우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경

모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경이 32매 들어가는 편경을 만드는데 동

원된 옥장의 수가 23명이었는데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경 17

매를 만드는 데 옥장 30인이 동원되었다. 이는 경모궁악기를 제작한 

시기는 비교적 날씨가 좋은 4월에서 6월까지인데 반해 사직악기를 

조성한 시기는 11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이므로 계절적 요인이 있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직악기를 조성하는 시기가 겨울이었기에 옥석

을 캐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 같다. 실제로 계사

(啓辭) 중 계해년 11월 9일 기록379)에 의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

인으로 인해 옥석 채취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듬해 2월에 다시 재개하였다.

동원된 장인들에 대한 급료는 이전 의궤와 같이 화폐가 아닌 요미

(料米)와 요포(料布)로 지급하였는데 품목(稟目) 중 ‘원역공장일삭요포

상하식(員役工匠一朔料布上下式)’380)에 기록되어 있다. 동원된 장인들

에게는 쌀 9말과 무명 1필이 지급되었고 이는 이전의 경모궁악기조

성청의궤의 장인공전과 같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은 각 관청으로

부터 동원되었는데, 각 장인들이 어떤 관청으로부터 동원되었는지는 

감결(甘結)381)에서 찾을 수 있다. 감결의 내용 중 장인들을 동원한 

기록38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9)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50~54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08a~008b.

380)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68~69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13b~014a.

381)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93~131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24a~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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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인 명단 담당관청

1804년

3월1일
옥장 박문혁, 이정엽, 김정술

남부

(南部)

동일
소로장 홍중필, 김인영, 김응감, 장한국, 김희득, 홍상헌

옥장 이대련, 이대득
훈련도감

3월3일 석수 2명 선공감

동일 목혜장 송세징 훈련도감

동일 마조장 2명, 조각장 1명
공조, 

선공감

3월18일 두석장 3명, 시장 3명, 천혈장 2명, 마경장 3명, 은장 2명 공조

4월10일 마조장 1패(牌) 선공감

4월13일 걸거장 1패(牌) 선공감

4월25일 편종과 편경을 취색(取色)할 위군(衛軍) 10명
위장소, 

병조

4월26일 편종과 편경에 율명을 쓸 사자관(寫字官) 1명, 각수(刻手) 3명
사자청, 

교서관

<표 71>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장인동원 관련 관청

382)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03~129쪽; 社稷樂器造成廳

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27b~0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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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71>은 악기제작에 동원된 전체 장인들이 아닌 일부 장인

들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옥장은 앞의 <표 70>에서 30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의 기록에서는 5명만 찾을 수 있다.

위의 기록 중 사자관과 각수가 주목된다. 사자관(寫字官)383)은 인

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표 51>에 등장하였는데 당시에는 사자관이 

맡은 임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사자관은 완성된 편경

과 편종에 율명을 붓으로 쓰는 역할을 하였고, 각수(刻手)는 쓰여진 

글씨를 조각하는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정전악기조성청

의궤에서도 글씨 잘 쓰는 사자관과 조각수(彫刻手)를 동원한 기록이 

있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도 장인들을 여러 관청에서 동원하여 악

기를 제작하는 것은 이전의 의궤와 동일한 내용이다.

(3) 악기 제작에 쓰인 도구와 자재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악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은 실입(實

入)384)의 후록에 기록되어 있다.

383) 사자관(寫字官)은 승문원(承文院)과 규장각(奎章閣)의 말단 벼슬로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

을 맡았다. 정사란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한다.

384)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32~141쪽; 社稷樂器造成廳

儀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38a~0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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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필요한 자재

편종 8매

숙동(熟銅) 78근 8냥, 유철(鍮鐵) 52근, 함석(含錫) 9근, 유납

(鍮鑞) 8근, 탄 18섬 2말, 벼림탄[別音炭] 13섬 5말, 숙마(熟

麻) 3근, 백휴지(白休紙) 5근, 토목(吐木) 10자래, 관솔[松明] 

15자, 백토(白土) 50말, 포토(浦土) 5바리, 백와(白瓦) 3짐, 황

밀(黃蜜) 2냥, 감장(甘醬) 1되, 소금[鹽] 4말, 집돼지털[家猪

毛] 1냥 5돈, 개털가죽[毛狗皮] 1령, 법유(法油) 1되, 창병목

(槍柄木) 1개, 줄우피(乼牛皮) 2조, 수통(輸桶)감 중부등(中不

等) 11자, 갈지수통(㠰只輸桶)감 박달목 4자, 세동사(細銅絲) 

16자, 중동사(中銅絲) 15자, 종본(鐘本)감 단목(椴木) 3자, 용

두본감 길이 7치 너비 5치 두께 3푼 짜리 피나무판 1편, 별조

바 2간의, 청태목 6개, 각퇴 1개, 풍로와 잡물 값 2냥 6전, 진

장목 5개, 우각 4부, 수총대죽 3바디, 파장 10자, 소연목 4개, 

황필 1자루, 말총체 1부, 대체 1부, 생베 12자, 모시 8자, 목

표 2개, 과표 2개, 솔 4개, 유둔 1부, 백우피 2령, 망석 2닢, 

소통 2좌, 모루 1좌, 연일숫돌 5편, 센숫돌 3괴, 중숫돌 6괴

편경 17매

옥석 27덩어리, 정옥사 50말, 강철 13근, 경 지본 감 기름종

이 3장, 황필 2자루, 백납 7냥, 황밀 2냥, 새끼줄 24간의, 정

철대사 8자, 대동사 6자, 땔나무 3단, 육고 10덩어리, 면사 5

냥, 집돼지털 1냥 5돈, 송연 1냥, 청태목 5개, 줄우피 2조, 각

퇴 1개, 숙마 3근, 대정 5개, 박을 못 25개, 배지내 2개, 비김

쇠 50개, 큰망치 2개, 파장 10자, 해장죽 2개, 탄 2섬 3말, 당

주홍 1돈, 아교 2돈, 세사 376바리, 달피바 28간의, 새끼줄 

20간의, 생배 23자, 모시 10자, 면주 2자, 말총체 2부, 대체 

4부, 유각목 3개, 버들고리 2부, 목표 8개, 과표 8개, 멜통 3

부, 소통 6부, 목파조 3부, 마구 6부, 연일숫돌 6편, 강숫돌 4

괴, 중숫돌 2괴, 중몽둥이 1개, 소몽둥이 6개, 대몽둥이 1개, 

솔정 25개, 소정 25개, 박을 못 25개, 배지내 2개, 미김쇠 50

개, 큰망치 2개, 대정 5개

<표 72>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악기 제작에 쓰인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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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이전의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와는 

다르게 화폐를 이용해 악기의 주요 재료를 구매한 내역은 없으나, 편

종에 쓰인 자재 중 풍로와 잡물의 값 2냥 6전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화폐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

러나 장인들의 급료는 화폐가 아닌 쌀과 옷감으로 지급하였다.

경모궁악기조성의궤(1777)에서도 경과 종을 제작하는 것은 이전

의 의궤인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에 따르라고 한 만큼, 본 의

궤에서도 옥석(玉石)을 직접 채취하여 제작하는 과거의 제작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4)가 경모궁악기조

성청의궤(1777)보다 더 이전의 제작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작

할 악기가 편종과 편경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제작할 악

기의 특수성 때문에 본 의궤에서는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자재와 관련된 기록 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옥을 캐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채옥과 관련한 기

록은 주로 이문(移文)385)과 내관(來關)386)에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5)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70~80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15a~018b.

386)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81~92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19a~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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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관련관청

1804년

2월15일

갑자년387)의 예에 따라 남양(南陽)에서 옥을 캐오도록 
한다. 경기도로 하여금 별정차사원(別定差使員)이 지방
관과 함께 백성을 거느리고 기한을 정해 채굴하고 계속 
서울로 올려보낸다. 경석은 반드시 오리가 맑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3덩어리를 옥장(玉匠) 편수[邊首] 이대득
이 척량(尺量)한 대로 이달 그믐 전까지 우선 채굴하는 
대로 계속 올려 보낸다.

경기감영

(京畿監營)

2월19일

경옥(磬玉) 채취 시 소용될 철물인 몽둥이[夢同伊] 1개, 
소몽둥이 6개, 박을 못[朴乙丁] 25개, 배지내(排持乃) 2
개, 비김쇠[非只音金] 50개, 강철(强鐵) 5근, 숙마(熟麻) 
3근 등의 물건을 편수 이대득에게 맡겨 내려 보낸다.

채옥차사원

(採玉差使員)

2월22일

남양부사가 보고한 내용에 ‘채옥 현장이 있는 수원부(水
原府) 건달산 높은 봉우리에 옥근(玉根)이 암석 속에 깊
이 박혀 있으므로 채취할 즈음에 기계(器械)에 소용될 
대몽둥이, 소몽둥이, 지내(持乃), 직괭이[直廣伊], 가래
[加乃], 철정(鐵丁) 등의 물품을 다수(多數)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음으로 옥장이 내려갈 때 마련하여 내려보
내니 속히 그믐까지 속히 채굴하여 올려 보낼 것.

경기감영

2월22일
주종(鑄鐘) 하는 데 들어갈 백토(白土) 50말과 경옥(磬
玉)을 마정(磨正)하는 데 사용할 정옥사(碇玉砂) 50말을 
생산하는 각 읍에 전례대로 복정(卜定)388)할 것.

경기감영

2월29일

남양부사의 보고를 접하니 ‘옥을 캐는 데 옥근(玉根)이 
암석 사이에 깊이 박혀 있어 줄몽둥이 등의 철물이 없
으면 거대한 바위와 암석을 쪼갤 수 없다.’고 한다. 줄
몽둥이 1개, 대몽둥이 2개를 바로 남양부(南陽府)로 전
해 줄 것.

경기감영

2월28일

채옥차사원(採玉差使員)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옥근이 
암석 사이에 깊이 박혀 있어 줄몽둥이가 없으면 거대한 
암석을 쪼갤수 없다.’고 하므로 귀영(貴營)에 있는 줄몽
둥이 1개를 속히 빌려줄 것.

어영청

(御營廳)

3월8일

경옥(磬玉)이 겨우 몰라와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경옥
(磬玉)을 마정(磨正)하는 데 사용할 정옥사(碇玉砂)와 주
종(鑄鐘) 하는 데 들어갈 백토 등을 생산하는 고을에 복
정(卜定)하여 상납할 것을 알린 지 십여 일이 지났는데
도 납품하지 않아 막중한 공역(公役)이 지체되고 있다. 
귀 감영에서 엄히 신칙하여 하루 이틀 내에 시급히 채
굴하고 상납할 것을 해당 음에 통지하여 시행할 것.

경기감영

5월11일

옥장(玉匠)의 말에 의하면, 이번 편종 제작에 쓰고 남은 
옥 덩어리 4개가 옥보(玉寶)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좋고 
옥편(玉片) 26개도 훗날 도감에서 가려 사용할 만하다
고 하므로 즉시 실어갈 것

-

<표 73>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이문’의 채옥관련 기록

387)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의 시기를 말한다.

388) 복정(卜定)은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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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보고자

1804년

2월15일

본부(本府, 남양도호부)의 채옥 현장이 있는 수원부
(水原府) 경계의 건달산(乾達山) 높은 봉우리 위에 
옥근(玉根)이 암석 사이에 깊이 박혀 있으니 다수의 
옥 덩이가 두꺼워서 옥을 캐낼 때 기계(器械)에 소
용될 대소몽둥이, 지내(持乃), 직괭이[直光伊], 광괭
이[廣光伊], 가래[加乃], 대철정(大鐵丁), 중철정(中
鐵丁), 등의 물품을 넉넉하게 마련하여야 하니 이 
물건들을 넉넉히 내려 보내도록 해당 도감에 공문
을 보낼 것.

행남양도호부사

(行南陽都護府使)

2월28일

본부(남양도호부)의 채옥은 이달 27일부터 땅 파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옥근이 암석 사이에 깊이 박
혀 있어 줄몽둥이와 대몽둥이가 없으면 거대한 암
석을 쪼갤 수 없으니, 이 두 철물을 즉시 내려 보낼 
것.

행남양도호부사

3월8일

본부(남양도호부)의 채옥은 이달 2일에 비로소 옥
근(玉根)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채취한 것이 겨우 
5덩어리뿐이지만 우선 감색(監色)을 정해 올려 보
낸다. 옥근이 거대한 암석 사이에 깊이 박혀 있어 
대정(大釘)이 있어야 암석을 깰 수 있으나, 내려 보
낸 철물이 모두 소정(小釘)이어서  부러지는 일이 
많아 옥근을 더 이상 떠낼 길이 없다. 출가로 강철 
5근과 대정(大釘) 20개응 속히 내려 보낼 것.

행남양도호부사, 

차사원(差使員), 

안산군수(安山郡守)

3월11일
본부(本府, 통진부)에 배정된 정옥사(碇玉砂) 15말, 
백토(白土) 16말을 색리(色吏)를 정해 숫자대로 상
납함.

통진부사

(通津府使)

3월11일
주종(鑄鐘)하는 데 들어갈 백토(白土) 17말과 경옥
(磬玉)을 마정(磨正)하는 데 소용될 정옥사(碇玉砂) 
17말을 색리(色吏)를 정해 올려 보냄.

김포군수

(金浦郡守)

3월11일
악기에 소용될 옥돌 5덩어리를 전에 이미 올려 보
냈으며, 감색(監色)을 정해 7덩어리를 또 올려 보
냄.

채옥지방관남양부사, 

차사원, 안산군수

3월12일
악기에 소용될 옥돌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올려 
보냈으며, 감색(監色)을 정해 9덩어리를 또 올려 보
냄.

채옥지방관남양부사, 

차사원, 안산군수

3월14일
악기 조성에 소용될 것으로 본부(本府, 부평도호부)
에 분정된 정옥사 17말과 백토 17말을 색리(色吏)
를 정해 상남합.

부평도호부사

(富平都護府使)

3월16일
악기 제작에 소용될 옥돌 21덩어리를 전에 이미 올
려 보냈으며, 감색(監色)을 정해 또 6덩어를 올려 
보냄.

채옥지방관남양부사, 

차사원, 안산군수

3월18일

본부(本府, 남양부)에 지정된 옥돌 30덩어리 중 27
덩어리는 전에 이미 올려 보냈으며, 나머지 3덩어
리는 감색(監色)을 정해 올려 보냄. 또한 이제 옥근
(玉根)을 다 캤으며 농사철에 많은 농민들이 여러 
날 동안 부역(赴役)을 하니 이제 철폐함.

채옥지방관남양부사, 

차사원, 안산군수

3월20일
본부(本府, 남양도호부)에서 채옥(採玉) 시기를 전
후하여 받을 철물을 색리(色吏)를 정해 올려 보냄.

행남양도호부사

<표 74> 사직악기조성청의궤 ‘내관’의 채옥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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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採玉)과 관련한 위의 <표 73>과 <표 74>의 기록들을 살펴보

면, 옥석(玉石)을 채취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채

옥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경기도와 남양부 그리고 안산부 등에서 담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종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경기도와 통진

부와 김포군 그리고 부평부 등에서 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악기제작에 쓰이는 자재들을 동원하는 

기록은 감결(甘結)389)에서 찾을 수 있다.

날짜 내용 관련관청

1804년

2월15일

경옥(磬玉) 채취 시 소용될 철물인 몽둥이[夢同伊] 1

개, 소몽둥이 6개, 박을 못[朴乙丁] 25개, 솔정(乺丁) 

25개, 소정(小丁) 25개, 배지내(排持乃) 2개, 비김쇠

[非只音金] 50개, 큰 망치[汗亇赤] 2개, 강철(强鐵) 

5근, 숙마(熟麻) 3근 등을 속히 새로 만들어 진배(進

排)하여 기한에 맞춰 내리도록 할 것.

호조,

선공감

2월17일

옥장이 옥을 캐러 내려갈 때, 경(磬)의 견양(見樣)390)

을 본떠서 내려 보낼 감으로 기름종이(油紙) 1장을 

진배(進排)할 것.

장흥고

2월29일
이번 경옥 채굴 시 소용될 큰 몽둥이[大夢同伊] 1개를 

기한 내에 진배(進排)하여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선공감

3월3일
채옥처(採玉處)에서 소용될 대정(大釘) 5개와 강철(强鐵) 

2근을 즉각 진배(進排)하여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선공감

3월4일

옥장이 쓸 철판(鐵板) 5입, 9촌못(九寸丁) 20개, 큰 

망치[汗亇赤] 3개, 큰 무치거(大無齒鉅) 5개, 대중심

줄(大中心乼) 4개, 소중심줄(小中心乼) 4개, 마정철(摩

釘鐵) 3개, 솔정(㐒丁) 5개, 곶이정[串丁] 5개, 비비

(非背)에 쓰일 강철(强鐵) 5근, 다리있는 양판(涼板) 5

부, 교판(橋板) 10입 등의 물건을 진배(進排)할 것.

별공작

<표 75>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의 자재동원 기록 (1/5)

389)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93~131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24a~037a.

390) 견양(見樣)은 어떤 물건에 겨누어 정한 치수나 물건 모양의 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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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관련관청

동일

(3월4일)

옥장이 쓸 마미사(馬尾篩) 2부, 해장죽(海長竹) 2개, 

면사(綿絲) 5냥, 백납(白臘) 3냥, 황밀(黃蜜) 2냥, 목

표(木瓢)3개, 과표(課標) 3개, 수청목(水靑木) 10개, 

집돼지털[家猪毛] 3냥 등의 물품을 진배(進排)할 것.

선공감,

제용감,

의영고,

사도시(司䆃寺

)391), 호조

동일

옥장이 쓸 담통(擔桶) 2부, 메는 줄이 달린 횡목(橫

木), 자박지(者朴只) 5좌, 도소라(陶所羅) 5좌, 강여석

(强礪石) 2괴, 중여석(中礪石) 2괴, 연일여석(延日礪

石) 3괴를 진배(進排)할 것.

공조,

선공감,

군기시

3월5일

옥을 다듬을 때 석수가 쓸 소정(小釘) 5개, 마치[亇
赤] 2개, 송연(松煙) 1냥, 길이 너비 2인치짜리 줄우

피(乼牛皮) 2조, 견본(磬本) 출초(出草)392)할 기름종

이(油紙) 2장을 진배할 것.

장흥고,

별공작,

창전(昌廛)393)

3월6일
경옥을 자를 때 얽을 소색(小索) 10간의, 별조바[別

條所] 2간의, 목시(木匙) 10개를 진배(進排)할 것.

선공감,

별공작

3월7일 옥을 다듬고 자를 때 쓸 세사(細沙)를 진배(進排)할 것.
한성부,

마계

3월8일
주종할 때 소로장이 쓸 풍로 1좌 자물쇠를 갖춘 궤

짝 1부를 진배(進排)할 것.
별공작

동일

종본(鐘本)을 만들 단목(椴木) 3자, 용두(龍頭)감 길

이 7촌 너비 5촌 두께 3푼짜리 단판(椴板) 1편을 진

배(進排)할 것.

호조,

단판계(椴板契

)394)

동일

도관(陶罐)과 토수(吐首)에 들어갈 백휴지(白休紙) 2

근, 숙마(熟麻) 2근, 소금(鹽) 3말, 법유(法油) 1되, 

크고 작은 토수(吐首) 6개, 등자금(鐙子金) 4개, 패철

(佩鐵) 4개, 엄정(掩丁) 4개, 중동사(中銅絲) 15자, 횡

철(橫鐵) 6개 등의 철물읜 진배할 것.

사섬시,

선공감,

호조,

의영고, 

동사계(銅絲契

)395)

동일

소로장이 쓸 대소라(大所羅) 1좌, 자박지(者朴只) 1좌, 

방문리(方文里) 1좌, 작은 통(小桶) 1좌, 목표(木瓢) 3

개, 과표(果瓢) 3개, 달피색(撻皮索) 4간의, 소색(小

索) 2간의, 강여석(强礪石) 1괴, 중여석(中礪石) 1괴, 

연일여석(延日礪石) 1괴를 진배(進排)할 것.

공조,

선공감,

사도시,

군기시

<표 76>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의 자재동원 기록 (2/5)

391) 사도시(司䆃寺)는 궁중의 쌀과 곡식 및 장(醬) 등을 맡은 관청이다.

392) 출초(出草)는 초안을 그린다는 뜻이다.

393) 창전(昌廛)은 말리지 않은 쇠가죽을 팔던 가게이다.

394) 단판계(椴板契)는 단판(椴板)을 공물로 바치기 위해 조직된 계이다.

395) 동사계(銅絲契)는 동사(銅絲)를 공물로 바치기 위해 조직된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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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관련관청

동일

(3월8일)

소로장이 쓸 죽사(竹篩) 1부와 마미사(馬尾篩) 1부, 

풍로(風爐)에 쓸 모구피(毛狗皮) 1자, 금화(禁火)에 쓸 

대주(大竹) 3마디를 진배할 것.

호조,

선공감

동일

소로장이 쓸 대집개(大執介), 중집개(中執介), 화지내

(火支乃), 기도철(機刀鐵), 망치[亇赤], 송곳[錐] 각 1

개씩을 진배할 것.

별공작

동일
주종(鑄鐘)할 때 쓸 포토(浦土) 5바리, 백와(白瓦) 3바

리, 황토(黃土) 6말, 와록(瓦碌) 1바리를 진배할 것.

마계,

별공작

3월9일

주종할 때 소로장이 쓸 갈지기(乫只機)감으로 중부등

(中不等) 1자, 박달목(朴橽木) 4자, 진장목(眞長木) 1

개, 창병목(槍柄木) 1개, 잡장목(雜長木) 4개, 소연목

(小椽木) 4개, 길이와 너비 3치짜리 줄우피(乼牛皮) 1

편, 좌판(坐板) 1좌, 전에 진배한 항목(項木) 1개, 파

유둔(破油芚) 1건을 진배할 것.

선공감,

보민사(保民司)
396),

별공작,

장흥고,

창전

3월16일
옥장이 쓸 죽사(竹篩0 1부, 소색(小索) 2간의를 진배

할 것.
선공감

3월20일

두석장이 쓸 자물쇠를 갖춘 궤짝 1부, 등상(登牀) 1

좌, 소줄(小乼) 6개, 풍로(風爐) 1좌, 우각(牛角) 2부, 

중여석(中礪石) 2괴, 연일여석(延日礪石) 2괴를 진배

할 것.

별공작, 

현방(懸房)397)

3월22일

시장(匙匠)이 쓸 집게[執介] 1개, 망치[亇赤] 1개, 등

자금(鐙子金) 2개, 대줄(大乼) 2개, 소줄(小乼) 2개, 

솔정(㐒丁) 2개, 쇠를 갖춘 양판(涼板) 1개, 전판(剪

板) 1개, 중여석(中礪石) 1괴, 연일여석(延日礪石) 1괴

를 진배할 것.

별공작, 

군기시

<표 77>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의 자재동원 기록 (3/5)

396) 보민사(保民司)는 1764년(영조40)에 장례원(掌隷院)을 없애고 설치한 관서로 형조와 한성부

에서 관장하던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맡았다.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이다. 보민

사는 1775년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직악조성청의궤(1804)에서 등장한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97) 현방(懸房)은 조선시대 소, 돼지 따위의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공급하는 가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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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천혈장(穿穴匠)이 쓸 궁비비설(弓非非舌) 3개를 진배

할 것.
별공작

동일
시장(匙匠)일 쓸 백우피(白牛皮) 1령, 우각(羽角) 1부, 

감장(甘醬) 1죄를 진배할 것.

창전, 예빈시, 

현방

동일
옥장이 쓸 죽사(竹篩) 1부, 작은 통(小桶) 1좌를 진배

할 것.
선공감

동일 시장(匙匠)이 쓸 파유둔(破油芚) 1건을 진배할 것. 장흥고

3월28일 옥장이 쓸 작은 무치거(無齒鉅) 3냥을 진배할 것. 별공작

4월1일
은장(銀匠)이 쓸 크고 작은 각도(大小刻刀) 1개, 소줄

(小乼) 1개와 소정(小釘) 3개를 진배할 것.
별공작

동일
옥장이 쓸 작은 통(小桶) 2개, 소색(小索) 2간의를 진

배할 것.
선공감

4월2일
경(磬) 17매를 넣을 자물쇠 달린 큰 궤짝 1부, 무치거

(無齒鉅) 2개를 진배할 것.
별공작

4월3일
시장(匙匠)이 쓸 모루[毛老] 1좌, 파장(破帳) 10자를 

진배할 것.

평시서, 

장흥고, 호조

4월4일
시장(匙匠)이 쓸 갈지추(乫只錐) 2개, 줄정(乼釘) 2개, 

소줄(小乼) 2개를 칠철개조(漆鐵改造) 진배할 것.
별공작

4월6일 두석장이 쓸 주(乼) 1개를 칠철개조(漆鐵改造) 진배할 것. 별공작

동일
옥장이 쓸 대동사(大銅絲) 6자, 정철사(正鐵絲) 8자를 

진배할 것.

동사계,

철사계(鐵絲契

)398),호조

동일
마경장이 쓸 줄(乼)2개를 광줄갈지(廣乼乫只) 4개, 줄

정(乼釘) 4개, 반월도(半月刀) 4개를 진배할 것.
별공작

동일

소로장이 쓸 대도자(大刀子) 1개, 철망치[鐵亇赤] 1개,

옥장이 쓸 무치거인[無齒鉅刃] 1개, 마경기(魔磬機)에 

쓸 조리목(條里木) 4개를 진배할 것.

별공작

<표 78>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의 자재동원 기록 (4/5)

398) 철사계(鐵絲契)는 철사(鐵絲)를 공물로 바치기 위해 조직된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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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마경(磨磬)할 때 옥장이 쓸 중소라(中所羅) 2좌, 목표

(木瓢) 3개, 과표(課瓢) 3개, 소색(小索) 3간의를 진배

할 것.

사도시,

선공감,

공조

동일
마조장이 쓸 길이와 너비 7치짜리 둘우피(乼牛皮) 1편,

두석장이 쓸 우각(牛角) 1부를 진배할 것.

창전,

현방

4월16일 소로장이 쓸 동노구(銅老口)399)를 진배할 것. 호조

4월17일
마경장이 쓸 줄(乼)1개를 칠철개조(漆鐵改造) 하고,

옥장이 쓸 마정철(磨正鐵) 2개를 진배할 것.
별공작

동일
옥장일 쓸 줄(乼) 2개, 작은 망치[小亇赤] 1개를 진배

할 것.
별공작

동일
편종과 편경 조율(調律)에 쓸 각퇴(角槌) 2자루를 진

배할 것.
군기시

동일

석경을 마정할 때 소용될 철판(鐵板) 4입, 전판(剪板) 

6개, 강여석(强礪石) 2괴, 중여석(中礪石) 3괴, 연일여

석(延日礪石) 5괴를 진배할 것.

별공작,

군기시

4월20일
마경장이 쓸 솔[省] 4개, 파장(破帳) 10자를 진배할 

것.

사도시,

호조

4월26일
옥각수(玉刻手)가 쓸 수건(手巾)감으로 면주(綿紬) 2자

를 진배할 것.
제용감

동일
석경에 새긴 글자를 붉게 하는데 쓸 당주홍(唐朱

紅)400) 1전, 아교(阿膠) 1전을 진배할 것.

제용감,

선공감

<표 79>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감결’의 자재동원 기록 (5/5)

위의 <표 75>, <표 76>, <표 77>, <표 79>, <표 79>의 자재동원 

기록은 악기를 제작하는데 쓰인 자재보다도 도구나 연장에 관련한 내

399) 동로구(銅老口)는 동노구(銅爐口)를 말하는데, 놋쇠로 만든 솥을 뜻한다.

400) 당주홍(唐朱紅)은 중국에서 들어온 주홍 물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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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주가 된다. 자재와 도구를 동원하는 기록을 보면 사직악기조성

청의궤에서의 악기제작도 이전의 의궤들과 같이 자재와 도구를 각 

관청에서 동원하여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감결(甘結) 중 1804년 3월 9일 기록401)에 주종할 때 소로장

이 쓸 자재들을 납품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대상 관청이 선공감, 보민

사(保民司), 별공작, 장흥고, 창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중 보민사가 

주목된다. 보민사란 형조에서 관할의 속전(贖錢)을 담당하는 관청인

데, 속전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면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오늘

날의 벌금과 같은 개념이다. 보민사는 소로장이 쓸 목재와 땔감 등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의 <표 72>에서 ‘주종시 풍로와 잡물 값 

2냥 6전’이라는 기록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의궤에서는 풍물(風物)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악기제

작을 담당한 관리 중에는 장악원 소속원들도 있으나 풍물장이라는 글

자와 풍물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편경과 편

종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풍물장의 역할이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4)는 제작하는 악기가 종과 경이라는 특

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보다도 화폐경제

의 발달 등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로와 

잡물 등 아주 일부의 도구들을 구매한 내역과 속전(贖錢)을 담당한 

보민사(保民司)가 자재들 중 일부를 담당한 것을 보면 화폐경제가 발

전한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1) 김영희 역주,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8), 115~116쪽. 社稷樂器造成廳儀

軌(규장각 소장본, 奎14266), 031b~0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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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의 악기제작과 수리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이전의 의궤들과는 달리 화폐에 대한 기

록이 많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 의궤에서는 장인들

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한 기록과 자재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기록

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화폐경제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생기는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1) 진찬을 위해 쓴 비용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에서는 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의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전의 의궤 중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에서는 ‘무역질’에 악기

제작을 위해 구매한 자재의 가격이 기록되어 있었고, 사직악기조성

청의궤(1804)에서는 ‘실입’에 풍로와 잡물 가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단순히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기입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자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권1의 이문(移文)402)에서 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402)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169~188쪽.



- 223 -

날짜 내용 관련관청

1828년

11월27일

본소(本所, 진찬소)에서 소용되는 쌀[米]과 베[布]를 호

조와 병조에서 수송하라 하였으니, 호조에서는 쌀 20섬

의 대금[代錢]을 병조에서는 무명[木] 2동의 대금을 우

선 수송할 것.

호조,

병조

12월5일
이번 진찬 때 본소에서 쓸 돈[需用錢] 1,000냥을 즉시 

본소로 수송할 것.
호조

12월11일

이번 진찬 때 본소에서 장료(匠料)로 쓰도록 전에 수송

해온 쌀과 베가 이미 바닥났으니, 호조에서 쌀 30섬, 병

조에서 무명 3동의 대금(代金)을 수송할 것.

호조,

병조

12월16일

이번 진찬 때 소용되는 악기(樂器)를 지금 만들고 있는

데, 그 중 포구문(抛毬門)을 만들 때 필요한 이년목(二年

木)을 시장에서 사기가 어려우니, 즉시 길이 9자짜리 이

년목 2개를 수송하도록 할 것.

훈련도감

12월18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1,5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12월26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1,5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1829년

1월4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1,0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1월8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2,0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1월25일

이번 진찬 때 본소에서 쓰도록 전에 수송해온 쌀과 베가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쌀 50섬과 무명 5동의 대금[代

錢]을 수송할 것.

호조,

병조

2월2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5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2월6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1,0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동일
본소에서 쓰는 장포(匠布)가 바닥났으므로, 무명[木] 4

동의 대금을 수송할 것.
병조

<표 80> 순조기축진찬의궤 ‘이문’의 화폐 관련 기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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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
본소에서 쓰는 장포(匠布)가 바닥났으므로, 무명[木] 3

동의 대금을 수송할 것.
병조

동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3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5월10일 본소에서 의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 3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6월15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3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동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300냥을 수송할 것.
병조

10월5일
본소에서 쓰도록 보내온 돈이 이미 바닥났으니, 즉시 돈 

700냥을 수송할 것.
호조

1830년

6월16일

본소에서 쓰고 남은 돈 522냥을 이송하니, 봉상(捧上)하

고 회이(回移)할 것.
호조

동일

본소 의궤의 역사(役事)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므로, 6월

달 병포(兵布) 대금 92냥을 돌려보내니, 봉상(捧上)하고 

회이(回移)할 것.

병조

<표 81> 순조기축진찬의궤 ‘이문’의 화폐 관련 기록 (2/2)

위의 <표 80>과 <표 81>의 이문(移文) 내용을 살펴보면 호조와 병

조로부터 돈을 수송하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진찬소에서는 호조로부

터 수용전(需用錢)이라는 돈을 계속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조에서는 장료(匠料)로 쓰이는 쌀[米]의 대금을 수송하였고, 병조에

서는 장포(匠布)로 쓰이는 무명[木]의 대금을 수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돈을 수송하는 내역은 이전의 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행사와 관련하여 소비한 총금액을 재용

(財用)403)에 정리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3)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12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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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금액

수입

호조에서 8,800냥과 쌀 130섬 값 520냥 9,320냥

병조에서 1,700냥 1,700냥

내숙설소에서 8,352냥 8,352냥

이래전(移來錢) 수입 총계 19,372냥

지출

상탁(床卓)과 기명(器皿)을 새로 만들고 수리하는 값 329냥 1전 1푼

악기조비(樂器措備)와 정재의장(呈才儀仗)에 들어가는 값 688냥 9전 6푼

각양 꽃[各樣花子] 값 2,083냥 9전 2푼

악공복색(樂工服色) 값 995냥 1푼

가자(歌者)와 여령복색 값 2,656냥 2전 7푼

오봉병(五峯屛)404) 1좌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값 227냥 1전

내숙설소 각종 값과 숙수식대와 모군(募軍)405) 값 8,352냥

내입진찬도병(內入進饌圖屛)과 당상과 낭청 이하 계

병(契屛) 값
1,376냥

각방의 초[燭] 값 10냥 3전 6푼

등유(燈油) 값 5냥 6전

원역(員役)의 삭료(朔料), 삭포(朔布), 장료(匠料) 값 2,009냥 6전 4푼

지출 총계 18,733냥 9전 6푼

잔액 남은 돈은 의궤청(儀軌廳)으로 이송(移送)함.    잔액 총계 638냥 4푼

<표 82> 순조기축진찬의궤 ‘재용(財用)’의 수입과 지출내역 

404) 오봉병(五峯屛)은 산봉우리 다섯 개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병풍이다. 산봉우리 사이에 십

장생을 그려 넣었다.

405) 모군(募軍)은 모집한 군사 또는 임시로 일하기 위해 뽑은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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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2>의 재용(財用) 기록은 이문에서의 화폐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진찬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송한 금액을 각 담당별로 기록해 놓았고, 지

출 또한 내역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록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잔액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의궤들이 장인들을 동원하고 진배한 자재들을 이용하여 악

기 등을 제작하였다면, 위의 기록을 보면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화폐의 쓰임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진찬에 쓰인 전체 비용이 18,733냥 9전 6푼인데 악기와 정

재의장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688냥 9전 6푼으로 전체 비용의 

약 3.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삭료와 삭포 및 장료의 비용으로 기록

된 2,009냥 6전 4푼이 전부 악기 등의 제작에만 쓰였다 가정하더라

도 악기와 의물을 준비하는 비용은 2,698냥 6전으로 전체비용의 

14%에 불과하다. 여령복색에 쓰인 비용은 2,656냥 2전 7푼으로 악

기와 정재의장을 준비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기축

진찬의궤에서 악기제작 및 수리 관련한 내용은 비중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제작 또는 수리한 악기

이 의궤의 악기풍물(附정재의물)406)에서 악기풍물과 정재의물을 준

비하는 담당주체에 따라 ‘본소신비(本所新備)’와 ‘악원조비(樂院措備)’

406)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57~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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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소(本所)라 함은 진찬연을 총괄하는 

진찬소(進饌所)를 의미하며 악원(樂院)은 장악원(掌樂院)을 의미한다. 

진찬연에 필요한 악기풍물과 정재의물의 준비를 진찬소와 장악원이 

양분하여 담당한 것이다. 진찬소와 장악원이 담당한 악기와 정재의물

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작하거나 보수한 물품

본소신비

(本所新備)

몽금척(夢金尺)ㆍ하황은(荷皇恩) 족자 각 1건, 금척(金尺) 1부, 포

구문(抛毬門) 1좌, 선도반(仙桃盤) 1좌, 지당판(池塘板) 1좌, 보상반

(寶相盤) 1좌, 채선(彩船) 1좌, 무고(舞鼓) 1좌, 인인장(引人仗) 2자

루, 정절(旌節) 8자루, 황개(黃蓋) 1부, 홍개(紅蓋) 2부, 흑개(黑蓋) 

2부, 미선(尾扇) 2자루, 작선(雀扇) 2자루, 용선(龍扇) 2자루, 봉선

(鳳扇) 2자루, 의장기(儀仗機) 4좌

악원조비

(樂院措備)

건고(建鼓) 2좌, 응고(應鼓) 2좌, 삭고(朔鼓) 2좌, 기(機) 4좌, 교방

고(敎坊鼓) 2좌, 편(鞭) 16개, 장고(杖鼓) 4좌, 대십자호(大十字虎) 

4좌, 소십자호(小十字虎) 16좌, 사자(獅子) 8좌, 백로(白鷺) 2개, 백

압(白鴨) 8좌, 방대(方臺) 16좌, 목공작(木孔雀) 40개, 용간(龍竿) 8

개, 연봉(蓮峯) 2개, 방개기(方蓋機) 4좌, 방개휘장(方蓋揮帳) 2건, 

축(柷) 2좌, 방대(方臺) 2좌, 어방대(敔方臺) 2좌, 휘(麾) 2건, 방대

(方臺) 2좌, 조촉(照燭) 2건, 방향(方響) 3좌, 종가자(鍾架子) 4부ㆍ

경가자(磬架子) 4부, 종유소(鍾流蘇) 8줄, 경유소(磬流蘇) 8줄, 종·

경·가자·유소목주(鍾磬架子流蘇木珠) 300개, 각퇴(角槌) 16개, 아쟁

(牙箏) 2좌, 현금(玄琴) 2좌, 당비파(唐琵琶) 3좌, 향비파(鄕琵琶) 2

좌, 가야금(伽倻琴)2좌, 초상(草床) 6좌, 생황(笙簧) 1쌍, 산유자박

(山柚子拍), 아박(牙拍), 향발(響鈸) 8쌍, 죽간자(竹竿子) 2쌍, 대·

중·소금갑(大·中·小笒匣) 3건

<표 83> 순조기축진찬의궤 제작 및 수리한 악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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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3>를 보면 ‘본소신비’의 내역들은 대부분 정재의물에 해

당한다. 반면 ‘악원조비’는 대부분 연주에 쓰이는 악기와 그 부속들이

다. 그러나 죽간자 등은 정재의물임에도 ‘악원조비’ 내역에 있는 것으

로 보아 진찬소와 장악원이 각각 담당한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본소신비’는 정재의물

을 주로 담당하였고, ‘악원차비’는 악기를 주로 담당했다고 대략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악기와 의물을 준비하는 주체가 둘로 나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3) 악기 제작 및 수리에 참여한 장인

순조기축진찬의궤 권1의 절목(節目) 중 진찬사목(進饌事目)에 의

하면 제색공장(諸色工匠)은 여러 상사(上司)와 각 아문(衙門)의 소속

을 따지지 않고 바로 데려다가 사역한다고 기록407)해 놓았다. 이 기

록만 보면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도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각 

관청으로부터 장인들을 동원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의궤의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악기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데 

참여한 장인들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이전의 의궤들과는 달리 악기를 제작하

거나 수리하는데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이 공장질(工匠秩) 등으로 따

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악기 및 의물의 

제작 내용을 진찬소에서 직접 제작한 ‘본소신비’와 장악원에서 제작한 

‘악원조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407) “諸色工匠勿論諸上司各衙門所屬直爲捉來使役爲白齊.”, 송방송·김종수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

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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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소신비(本所新備)에 참여한 장인

‘본소신비’에서는 물품별로 실입에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러한 기록방식은 물품별로 어떠한 장인들이 제작에 참여

했는지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408) 이전의 의궤들에서는 장인들

의 명단만 따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각 악기별로 어떤 

장인이 참여하였는지는 장인을 동원한 기록이나 악기에 쓰인 도구와 

자재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본소신비’에서 각 물품별로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408) 악기풍물(附정재의물) 중 ‘본소신비’에 기록된 각 물품별로 필요한 자재와 실제 들어간 자재 

그리고 장인공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인공전은 각 장인별로 인원수와 일한 날짜 그리고 일

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

3·부편(민속원, 2007), 5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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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참여한 장인과 인원수
장인공전

409)

총 비용
(장인공전포함)

몽금척
족자

1부 화원 2인, 사자관 2인, 병풍장 3인, 

부금장 1인, 다회장 2인, 두석장 2인, 

칠장 1인

3냥6전1푼 53냥 5전3푼하황은
족자

1부

금척 1부

포구문 1좌

화원(畫員) 5인, 소목장(小木匠) 7인, 

조각장 4인, 가칠장 2인, 두석장 4인, 

다회장 2인, 침선비 4인

20냥9전 256냥 2전4푼

선도반 1좌
두석장 6인, 조각장 1인, 부금장 1인, 

가칠장 1인
12냥1전2푼 45냥 5전1푼

지당판 1좌

화원 9인, 등장 5인, 소목장 6인, 두

석장 4인, 마조장 2인, 안자장 2인, 

다회장 2인

23냥5전5푼 190냥 2전3푼

보상반 1좌
화원 3인, 소목장 6인, 마조장 2인, 

분화장 4인
7냥 1푼 51냥 4전7푼

채선 1좌
서원 4인, 사자관 1인, 선장 8인, 균

장 1인, 부금장 1인
9냥3전2푼 221냥 6전3푼

무고 1좌
화원(畫員) 2인, 통장(桶匠) 4인, 박배

장(朴排匠) 2인
2냥 62냥 3전

인인장 2자루 마조장 2인, 칠장 1인, 두석장 1인 5전7푼 6냥 1전

정절 8자루

화원 2인, 칠장 5인, 부금장 2인, 마

조장 2인, 두석장 2인, 궁인 5인, 침

선비 6인

14냥7전 246냥 8전8푼

황개 1부
칠장 1인. 부금장 1인, 우산장 1인, 

다회장 2인, 마조장 2인
3냥7전9푼 179냥 2전9푼홍개 2부

흑개 2부

미선 2자루 화원 2인, 조각장 2인, 부금장 3인, 

칠장 2인, 소목장 2인
3냥2전1푼 55냥 5푼

작선 2자루

용선 2자루 화원 3인. 부금장 2인, 선장 2인, 입

장 1인, 궁인 2인
4냥2전5푼 89냥 3전

봉선 2자루

의장기 4좌 기록 없음 47냥 2전8푼

계 109냥 3푼1,504냥 8전1푼

<표 84> 순조기축진찬의궤 ‘본소신비’ 참여 장인과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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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신비’에서는 물품별로 여러 장인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목록에서 유일한 악기라 볼 수 있는 무고의 경우 화원

과 통장 그리고 박배장 등 8명의 장인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무대배경이라 할 수 있는 지당판의 경우 7

분야의 장인 30명이 함께 작업해서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당판 

보다 크기가 작은 용선과 봉선을 보아도 5분야의 장인 11명이 동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장인들의 작업이 굉장히 세분되어 있었고 

분업과 협업이 발달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정재관련 의물에 화원(畫員)이 참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화원은 일반적으로 기록화나 병풍 또는 의궤 등 문헌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와 같이 족자뿐만 아

니라 악기와 의물과 같은 목제품의 제작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장인들의 원래 소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순

조기축진찬의궤(1829)에서는 장인들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다. 이전의 의궤에서는 장인들을 여러 관청에서 동원하는 내용

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전의 의궤 중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4), 경
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가 악기제

작을 위한 특수한 상황의 의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영조갑자진연의

궤(1744)와 숙종기해진연의궤(1719)는 순조기축진찬의궤와 비슷

한 종류의 진연과 진찬관련 의궤임에도 장인들을 동원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 동원된 장인들의 원래 소속도 알 수 있었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 장인들의 원래 소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409) ‘본소신비’에서는 장인공전마련(匠人工錢磨鍊)이 매 품목마다 실입 뒤에 기록되어 있다. 장인

공전에는 참여한 장색별로 인원수, 일한 날수, 일당,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다. ‘악원조비’에는 

각 품목별로 ‘이상의 가격과 잡물과 장료 모두의 가격[以上折錢及雜物匠料並錢]’이라 하여 합

계비용을 기록하여 놓았다. 장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본소신비’에는 공전(工錢), ‘악원조비’에

서는 장료(匠料)라 하여 차이가 난다. 단 ‘악원조비’에서는 대중소금의 집[大中小笒甲] 제작 기

록에만 공전(工錢)이라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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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시의 관리들은 굳이 장

인들의 원래 소속을 기록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을 수 있다. 가령 

화원(畫員)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화서(圖畫署)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

로 소속을 기록해 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순조기축진찬의궤(1892)는 이전의 의궤들과는 달리 타 관청소속 장

인들을 동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장료(匠料)를 지불하여 필요

한 장인들을 동원하였을 것이다. 이전의 의궤에서는 각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려면 원래 관청의 협조를 받거나 상위 관

청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그와 관련한 문서들을 모아 감결질(甘結

帙)이나 이문질(移文帙) 또는 품목질(稟目秩) 등으로 묶어 의궤에 기록 

해 놓았다. 그러나 장인의 동원 방식이 변화하였으므로 순조 기축년의 

진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동원된 장인들은 아마도 관청에 소속되지 않고 거취

가 자유로운 신분이었을 것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의 ‘본소신비’에 기록된 위의 장인들이 원래 소

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장인들을 동원하는 기록이 없는 것은 아마

도 위의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인들이 

타관청 소속이거나 외부의 인사거나 관계없이 장료(匠料)를 받고 진찬

소에서 작업을 한 것은 확실하다.

(나) 악원조비(樂院措備)에 참여한 장인

‘악원조비’의 항목410)에서는 대부분 연주악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제작·보수한 장인들의 명단은 찾을 수 없고 제작 및 수리하는데 

지불한 장료(匠料)만을 기록해 놓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0)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97~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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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작업내용 총 비용
(장료 포함)

건고 2좌 1좌를 보수하고, 2좌에 그림을 그림. 36냥 5전

응고 2좌 3좌를 새로 만들고, 1좌를 보수하고,

4좌에 그림을 그림.
42냥 6전 2푼

삭고 2좌

기(機) 4좌 2좌를 보수하고, 4좌에 그림을 그림. 12냥 4전 9품

교방고 2좌 2좌를 보수하고, 2좌에 그림을 그림. 20냥 8전 4푼

편(鞭) 16개 16개를 새로 만들고, 칠을 함. 17냥 1전 7푼

장고 4좌 4좌를 보수함. 65냥 4전 3푼

대십자호 4좌 1좌를 새로 만들고, 4좌를 새로 칠함. 10냥 7전 6푼

소십자호 16좌 8좌를 새로 만들고, 16좌에 그림을 그림. 11냥 7전

사자 8좌 8좌에 그림을 그림. 105냥 4전 4푼

백로 2개 2개를 새로 만들고, 그림을 그림. 3냥 1전 9푼

백압 8좌 4좌를 새로 만들고, 8좌에 그림을 그림. 16냥 8전

방대 16좌 7좌를 새로 만들고, 16좌를 다시 칠함. 51냥 6전 5푼

목공작 40개
24개를 구매하고, 16개를 보수하고,

40개에 그림을 그림.
58냥 8전 8푼

용간 8개
6개를 새로 만들고, 1개는 보수하고,

8개에 그림을 그림. 
33냥 3전 9푼

연봉 2개 2개를 새로 만들고, 칠함. 3냥 9푼

방개기 4좌 1좌를 새로 만들고, 2좌에 그림을 그림. 58냥 6전 7푼

방개휘장 2건 2건을 새로 만듦. 33냥 2전

축 2좌 2좌를 수리하고, 그림을 그림. 4냥 2전 5푼

방대 2좌 2좌를 새로 만들고, 그림을 그림. 47냥 4전 5푼

어방대 2좌 1좌를 새로 만들고, 2좌에 그림을 그림. 4냥 1푼

휘 2건 2건을 새로 만들고, 유소를 달고, 칠을 함. 35냥 2전 9푼

<표 85> 순조기축진찬의궤 ‘악원조비’ 악기별 장료(匠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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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량 작업내용 총 비용
(장료 포함)

방대 2좌 1좌를 새로 만들고, 2좌에 그림을 그림. 19냥 8전 8푼

조촉 2건 2건을 새로 만들고, 칠을 함. 19냥 8전

방향 3좌 3좌를 보수하고, 그림을 그림. 100냥 7전

종가자 4부
8부를 보수하고, 8부에 그림을 그림. 143냥 1전 9푼

경가자 4부

종유소 8줄 8줄을 새로 만듦. 16냥 7전 8푼

경유소 8줄 8줄을 새로 만듦. 16냥 7전 5푼

종경가자의
유소목주 300개 300개를 새로 만들고, 그림을 그림. 6냥 8전 9푼

아쟁 2좌 2좌를 보수하고, 집을 만듦. 8냥 3전

현금 2좌
1좌를 새로 만들고, 1좌를 수리하고,

2좌의 집을 만듦.
21냥 8전 8푼

당비파 3좌 3좌를 보수하고, 집을 만듦. 17냥 5전 3푼

향비파 2좌
1좌를 새로 만들고, 1좌를 수리하고,

2좌의 집을 만듦.
24냥 3전

가야금 2좌
1좌를 새로 만들고, 1좌를 수리하고,

2좌의 집을 만듦.
48냥 1전 9푼

초상 6좌 6좌를 새로 칠함. 3냥 7전 7푼

생황 1쌍
1건을 새로 만들고, 1건을 보수하고,

2건의 집을 만듦.
5냥 1전 5푼

산유자박 2부 2부를 새로 만들고, 유소 3줄을 만듦. 4냥 1전 2푼

아박 2쌍 2쌍을 새로 만들고, 유소 4줄을 만듦. 8냥 7전 7푼

향발 8쌍 32개를 새로 만들고, 유소 32줄을 만듦. 51냥 3푼

죽간자 2쌍
2쌍을 새로 만들고, 유소 2줄을 만들고,

칠과 도금을함.
35냥 6전 4푼

대중소금집 3건 3건을 새로 만듦. 12냥 5전 3푼

 ‘악원조비’의 장료 총계 1,555냥 7전 1푼

<표 86> 순조기축진찬의궤 ‘악원조비’ 악기별 장료(匠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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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기축진찬의궤의 ‘악원조비’에서 제작하거나 수리한 물품들은 

대부분이 연주악기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본소신비’에서 제작한 물

품은 무고를 제외하면 모두 정재에 쓰이는 의물인 것과 대조적이다. 

위의 목록에서 대십자호(大十子虎 )나 백로(白鷺) 또는 용간(龍竿) 등

은 모두 건고 등 악기의 부속이다.

‘악원조비’에서는 작업에 동원된 장인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악원

조비’에는 어떤 종류의 장인들이 작업에 참여했는지 또는 몇 명의 장

인들이 참여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고 다만 물품마다 마지막에 장료

(匠料)를 포함한 가격을 기록해 놓았다. ‘본소신비’에서는 각 물품별로 

실입(實入)에 참여한 장인들의 종류와 인원수를 기록하였지만, 대부분

의 연주악기들을 담당한 ‘악원조비’에서는 장료(匠料)에 대한 기록만 

있어 어떤 장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진찬소에서 직접 준비한 내역인 ‘본소신비’에서는 각 물품별로 작업

에 참여한 장인들의 종류와 인원수 그리고 장인별 일한 날 수와 일당 

및 총 장료(匠料)를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자재별 가격과 물품을 제

작하는데 쓰인 전체 비용을 기록해 놓아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악원에서 준비한 내역인 ‘악원조비’에서는 각 물품별로 

비교적 간소화된 자재관련 내용과 장료와 자재비를 합한 총비용만 기

록해 놓았다. 이는 악기를 제작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진찬소가 아닌 

장악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진찬소에서는 비용만 제

공하고 장악원에서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진찬소가 외의 타 기관인 

장악원에서의 사업 진행내역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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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기 제작 및 수리에 쓰인 도구와 자재

악기 및 정재의물의 제작과 수리에 쓰인 자재들도 ‘본소신비’와 ‘악

원조비’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악원조비’에서 담당한 물품들이 연주

용 악기가 많아 악기의 제작과 관련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더 유용

할 것이다. ‘본소신비’는 더 자세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으나 악기는 

무고(舞鼓) 하나뿐이므로 악기 자재와 관련한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가) 본소신비(本所新備)의 악기 제작에 쓰인 자재

 ‘본소신비’에서 제작한 제품들 중 유일한 악기로 볼 수 있는 무고

(舞鼓)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고의 제작과 관련한 기록인 무고

일좌소입(舞鼓一座所入)411)을 간단히 소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411)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8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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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1좌에 쓰일 것 : 북통감 송판(松板) 3닢, 쐐기 감으로 미후목(獼猴木) 6개,

                        북면 가죽 감 소가죽[牛皮] 2장...(생략)

○ 각색 장인들에게 쓰일 것 : 중죽(中竹) 2개, 화필 3자루... (생략)

○ 실제로 들어간 것 : 송판 3닢 값 4냥 5전 (매 닢 1냥 5전),

                      미후목 6개 값 9전 (매 개 1전 5푼),

                      소가죽 2장 값 11냥 7전 6푼 (매 장 5냥 8전 8푼)... (생략)

○ 장인공전 :

     화원(畫員) 2인이 각2일 씩 매일 쌀 3되, 무명 1자 1치 6푼. 총 5전 8푼

     통장(桶匠) 4인이 각2일 씩 매일 쌀 3되, 무명 1자 1치 6푼. 총 1냥 1전 3푼

     박배장(朴排匠) 2인이 각2일 씩 매일 쌀 3되, 무명 1자 1치 6푼. 총 5전 8푼

○ 이상의 가격은 62냥 3전

<표 87> 순조기축진찬의궤 ‘본소신비’ 무고(舞鼓) 제작내역

위의 무고 제작 내용을 보면 제작에 필요한 자재, 장인들이 쓸 자

재, 실제 쓰인 자재, 참여한 장인들과 장료(匠料) 그리고 총비용이 기

록되어 있다. 무고 제작에서 실입(實入)의 내역에는 총 40종의 자재

들이 수량과 단가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자재들은 진찬소에서 직

접 구매하여 썼는지 아니면 수요를 파악하고 호조에서 구매하여 진찬

소에 지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단 이전의 의궤들처럼 각 관청

에서 진배(進排)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재들은 구매해서 쓴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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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원조비의 악기제작 및 수리 내역

‘악원조비’에서는 장악원이 연주용 악기 대부분의 제작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악기 제작 및 수리에 들어

가는 자재와 장인들에 관한 내용은 ‘본소신비’에 비해 내용이 부족하

다. 우선 건고(建鼓)의 경우는 건고의 부속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

여 기록해 놓았다. 기록에 나타나는 건고의 부속은 대십자호(大十字

虎)412) 4좌, 백로(白鷺) 2개, 방대(方臺)413) 16좌, 용간(龍竿)414) 8

개, 연봉(蓮峯)415) 2개이며 ‘악원조비’의 기록 중 자재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편이다.

그러나 주요 선율악기에 해당하는 아쟁, 현금, 당비파, 향비파, 가

야금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악원조비’에서 사부악

기 관련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16)

412) 건고 1좌에는 대십자호 1좌가(호랑이 4마리)가 들어간다. 위의 내용에서 건고는 2좌에 대한 

보수내역이므로 별도로 건고 2좌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소십자호는 응고와 삭고 그

리고 뇌고, 영고, 노고에 쓰이는데 위의 내용에서는 응고 2좌 삭고 2좌만 있으므로 소십자호는 

총 4좌만이 필요하다. 나머지 소십자호 8좌는 위의 목록에 없는 악기에 쓰였을 것이다.

413) 방대는 건고 뿐만 아니라 편종이나 편경에도 쓰인다. 건고에는 2층 방대가 쓰인다.

414) 용간은 건고 1좌 당 4개가 쓰인다.

415) 연봉은 건고 1좌 당 1개가 쓰인다.

416)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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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수량 제작 및 수리 내역
총 가격

(匠料포함)

아쟁 2좌

매 좌를 수리하는 값 1냥 5전.

8냥 3전갑(匣) 2건 감으로 안팎에 바를 황·홍무명 각 12

자, 홍마사 7푼.

현금 2좌

1좌를 새로 만드는 값 15냥.

21냥 8전 8푼1좌를 수리하는 값 2냥.

갑 2건 감으로 안팎에 바를 황·홍무명 각 24자, 

홍마사 2돈.

당비파 3좌

보수하는 값 3냥.

두석원환 6개 값 1냥 8전,

홍담줄 3건 값 4냥 5전,

상대모(常玳瑁)417) 1장,

금종이[紙金] 4장.
17냥 5전 3푼

갑 3건에 안팎으로 바를 홍·황무명 각 27자, 홍마

사 1돈 5푼.

향비파 2좌

1좌를 새로 만드는 값 14냥.

24냥 3전

1좌를 수리하는 값 1냥.

두석원환 4개 값 1냥 2전,

홍담줄 2건 값 3냥,

상대모 1장,

금종이 4장.

갑 2건에 안팎으로 바를 홍·황무명 각 18자, 홍마

사 1돈.

가야금 2좌

1좌를 새로 만드는 값 15냥.

48냥 1전 9푼

1좌를 수리하는 값 1냥.

회장(回糚)할 길이 6치 너비 8치짜리 초록소문릉

(草綠小紋綾), 길이 2치 너비 8치짜리 황소문릉, 길

이 2치 너비 8치짜리 홍소문릉,

현 72줄감으로 백사 14냥 4돈.

갑 2건에 안팎으로 바를 황·홍무명 각 18자, 홍마

사 1돈.

<표 88> 순조기축진찬의궤 ‘악원조비’ 사부악기 내역

417) 대모의 가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모는 귀한 재료이기에 왕실에 있는 것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래 대모는 현금과 향비파에만 쓰이며 당비파에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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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8>의 사부악기들에 대한 내용들은 비교적 소략하여 설

명한 것으로 보인다. ‘본소신비’의 내역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며, 같

은 ‘악원조비’의 내역 중 건고(建鼓) 등과 비교하여도 내용이 자세하

지 않다. 현금과 향비파 그리고 가야금은 1좌씩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다. 현금 1좌를 새로 만드는 값이 15냥인데 무고 1

좌의 총 제작 비용이 62냥인 것을 보면 사부악기는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의 경우 위의 사부악기 중 유일하게 현을 제작한 기록이 있

는데, 총 72줄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가야금 2좌의 현의 수는 24줄뿐

이다. 따라서 가야금 내역의 현 내용은 아마도 위의 표에 있는 전체 

사부악기들의 현을 제작한 것 같다. 7현 아쟁 2좌의 현의 수는 14줄, 

6현 현금 2좌의 현의 수는 12줄, 4현 당비파 3좌의 현의 수는 12줄, 

5현 향비파 2좌의 현의 수는 10줄, 12현 가야금 2좌의 현의 수는 24

줄로 모두 더하면 72줄이다. 그러나 본 의궤의 장인 관련 내역 에서

는 조현(造絃)과 관련한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악원조비’ 중 사부악기가 아닌 산유자박(山柚子拍), 아박(牙

拍), 죽간자(竹竿子)의 제작과 관련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418)

418)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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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제작 내역
총 가격

(匠料포함)

산유자박 2부

매 부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간 것 :

길이 1자 4치 너비 3치짜리 산유자목 6조각,

영자(纓子)감으로 자주녹피 1조각,

유소 3줄의 매 줄에 오색진사 각 2동 8푼,

금종이 2장.

5냥 1전 5푼

아박 2쌍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것 :

상아(象牙) 7근 2냥,

영자 감으로 자주녹피 4조각,

유소 4줄의 매 줄에 오색진사 각 2돈 8푼,

금종이 2장.

8냥 7전 7푼

죽간자
2쌍

새로 만드는 자루[柄]감으로 소죽 2개,

영자감으로 자주녹피 4조각,

유소 2줄에 매 줄 오잭진사 각 2냥 2돈,

소호로(小葫蘆)419) 끈 감으로 자주녹피 43근,

금박 9첩,

이상의 가격과,

  대호로 4개 값 4전,

  소호로 48개 값 4전 8푼,

  병죽(柄竹)에 당주홍(唐朱紅) 칠한 값 1냥 5전,

  납염장식 값 1냥 2전,

  세렴죽(細簾竹) 400개 값 3냥,

  도금 값 2냥 8전 4푼,

  백수정주(白水晶珠) 400개 값 2냥.

35냥 6전 4푼

<표 89> 순조기축진찬의궤 ‘악원조비’ 산유자박, 아박, 죽간자 제작 내역

419) 소호로(小葫蘆)는 양 끝에 술이 달린 끈을 말한다. 허리에 잡아 매어 좌우로 늘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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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자박과 아박을 새로 제작한 내역을 보면 각자 주 재료인 산유

자목과 상아에 대한 기록과 악기의 부속인 영자와 유소 그리고 재료

로 쓰인 금종이가 기록되어 있다. 영자는 박의 각 박판들을 묶을 끈

을 말하는데 모두 자주색 사슴가죽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죽간자를 새로 제작한 내역을 보면 주재료인 대나무와 부속인 영자

와 유소 그리고 소호로에 쓰이는 재료들 그리고 금박이 기록되어 있

다. 그리고 일부 부속들의 값과 부속을 가공한 값을 포함한 전체 비

용이 쓰여 있다. 죽간자의 경우 사부악기들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 구

조를 갖는 의물임에도 사부악기들보다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기록하

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소신비’의 내역은 매우 자세한데, ‘악원

조비’의 내역은 비교적 소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찬을 담당한 

주체는 임시관청인 진찬소이므로, 진찬소에서 물품을 제작한 내역은 

장인들과 자재들을 동원한 것까지 자세하게 ‘본소신비’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악기들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것은 진

찬소가 장악원에게 위임 한 것이기 때문에 장악원 내부적으로 처리한 

사항들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현금의 경

우 1좌를 구매한 것이 아닌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장악원에 일임하여 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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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순조기축진찬의궤 악기도 중 일부

순조기축진찬의궤는 악기제작에 있어서 이전의 의궤들과 다른 형

태를 보여준다. 우선 본 의궤에서는 이문(移文)에 돈을 진찬소로 보내

라는 내용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재용(財用)에 전체 사업에 쓰인 돈

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잔액 내역을 기록해 놓았다. 이전의 의궤에서

는 일부 자재를 구매하면서 그 가격을 기록한 내용은 있었지만 본 의

궤처럼 화폐에 대한 기록이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

들을 동원하거나 자재들을 진배(進排)하는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

는다.

또한, 악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진찬소와 장악원으로 임무

를 양분하여 ‘본소신비’와 ‘악원조비’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았다. 본소

신비에서는 각 물품별로 참여한 장인과 쓰인 자재들을 자세하게 기록

한 반면, 악기 제작과 수리를 위임한 ‘악원조비’에서는 내역이 소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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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부악기의 제작을 장악원에서 직접 한 것인지 외부에 의뢰한 것인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장악원에서 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며, 외부에 의뢰하였다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사부악기의 현 만큼은 장악원에서 백사(白絲)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궤 내에서 조현장(造絃匠) 등의 내역이 전혀 등장

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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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기 구매 및 도급(都給) 시기

연구대상의 문헌 중 이 시기에 속하는 것은 헌종무신진찬의궤
(1848),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의 2종이다. 위 의궤들을 시대순으

로 나열하고 각 의궤별로 ‘제작 및 수리한 악기의 목록’, ‘동원된 장

인들의 명단’, ‘악기에 쓰인 도구와 자재 목록’을 살펴보겠다.

가.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의 악기구매와 제작 및 수리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는 앞의 순조기축진찬의궤와 같이 진찬을 

기록한 의궤이다.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도 화폐와 관련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 진찬을 위해 쓴 비용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에서는 이전 의궤인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와 마찬가지로 행사에 쓰인 전체 금액을 재용(財用)420)에 수록

해 놓았다.

420)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246~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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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금액

수입

총위영(總衛營)에서 25,686냥 9전 7푼 25,686냥 9전 7푼

총위영에서 노탄(爐炭) 73섬 7말 5되의 값 36냥 7

전 5푼
36냥 7전 5푼

호조에서 쌀 100섬의 값 400냥 400냥

병조에서 1,500냥 1,500냥

이래전(移來錢) 수입 총계 27,623냥 7전 2푼

지출

본소 악기풍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것 4,465냥 8전 3푼

정재여령 복색(呈才女伶服色) 값 1,053냥 7전 6푼

각색 꽃[各色花子] 값 1,032냥 2전 8푼

내숙설소(內熟設所) 각종 비용과 숙수(熟手)의 식비 

및 모군(募軍)의 품삯[雇價]
17,282냥 4전 9푼

내입진찬도병(內入進饌圖屛) 및 당상과 낭청 이하의 

계병(稧屛) 값
1,807냥

원역(員役)의 삭료(朔料), 삭포(朔布), 장료(匠料) 값 1,689냥 6전 2푼

각방의 등유(燈油) 값 17냥 7전 4푼

노탄(爐炭) 73섬 7말 5되 36냥 7전 5푼

지출 총계 27,385냥 4전 7푼

잔액

쓰고 남은 돈 164냥 2전 5푼

남은 쌀 18섬 7말 5되의 값 74냥 74냥

이송(移送)함.                          잔액 총계 238냥 2전 5푼

<표 90> 헌종무신진찬의궤 ‘재용(財用)’의 수입과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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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0>의 재용(財用) 내역을 보면 이전의 의궤인 순조기축

진찬의궤에서는 이래전(移來錢) 19,372냥 중 호조가 9,320냥을 그

리고 내숙설소에서 8,352냥을 담당하였는데, 헌종진무신진찬의궤에

서는 이래전 27,623냥 7전 2푼 중 총위영(總衛營)에서 부담한 금액

이 25,686냥 9전 7푼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진찬 행사를 진행하는 진찬소를 총위영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 기록된 지출금액의 총액은 18,733냥 9전 6

푼인데 비해서 본 의궤에서는 27,385냥 4전 7푼이 기록되어 있어 약 

1.5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시대의 물가

를 고려해야 하는데, 순조기축진찬의궤 재용에서 쌀 130섬의 값이 

520냥으로 쌀 1섬의 값은 4냥이다. 본 의궤의 재용에서 쌀 100섬의 

값이 400냥으로 쌀 1섬의 값은 순조대와 같은 4냥으로 두 시대의 물

가는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작 또는 수리한 악기

이 의궤 권3의 악기풍물(附정재의물)에서는 연향에 쓰이는 각 악기

들 중 새로 만들거나 보수한 내역이 본소신비급수보(本所新備及修

補)421)에 기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내하(內下)422)한 것을 보수한 내

역도 기록되어 있다.

421)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82~222쪽.

422) 내하(內下)는 임금이 신하에게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의궤에서는 임금

이 내어준 것인지, 상급관청에서 내어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당금(唐琴)의 경우 진찬소에서 

새로 마련하거나 수리[本所新備及修補]한 내역에 없다. 따라서 내하한 악기들은 진찬소가 담당

한 것이 아닌 추가로 진찬소에 주어진 악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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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품목

본소에서 새로 

마련한 것과 

보수한 것

[本所新備及修補]

몽금척족자 1건, 하황은족자 1건, 금척 1부, 포구문 1좌, 선

도반 1좌, 지당판 1좌, 보상반 1좌, 채선 1좌, 무고 1좌, 향

발 4쌍, 아박 1쌍, 향령 60개, 가인전목단, 교방고 2좌, 장고 

2좌, 갈고 1좌, 방향 2좌, 가(笳) 1개, 현금 2좌, 가야금 2좌, 

아쟁 2좌, 비파 2좌, 양금 1좌, 생황 1좌, 현악상탁 6좌, 아

쟁상탁 2좌, 악기를 담는 중모판 3닢, 인인장 2자루, 정절 8

자루, 황개 1부, 홍개 2부, 흑개 2부, 미선 2자루, 작선 2자

루, 용선 2자루, 봉선 2자루, 죽간자 2자루, 박 2부, 의장기 

10좌, 휘 1건, 조촉 1건, 춘앵전차비의 복식 1건, 검기무차비

의 복식 4건, 가인전목단차비의 한삼 8건, 향령무차비의 한

삼 6건, 처용무차비의 복식 5건, 선유락집사차비 복식 2건, 

동기 복식 2건, 전악 복식 4건, 대오전악 복식 2건, 권착전악 

복식 2건, 전상공인 복식 50건, 헌가악공 복식 40건, 각양 

물건을 담는 나무바구니 4좌, 준화 1쌍.

내하(內下)한 것 

보수

순색(純色)423) 방향 1좌 보수,

현금 1좌, 가야금 1좌, 당금 1좌, 비파 2좌 보수.

<표 91> 헌종무신진찬의궤 제작 및 수리한 악기 등

위의 목록을 보면 새로 제작한 물품들에는 연주용 악기와 정재의물 

그리고 복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전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진찬소와 장악원이 악기 및 의물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한 반면 본 의

423) 순색(純色)은 흰색, 검은색, 회색 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을 의미한다. 연주용 악기에 색

을 뜻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특이하다. 방향에 순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또 다른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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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에서는 모든 품목을 진찬소에서 담당하여 제작하고 수리하였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요 악기라고 볼 수 있는 현금, 가야

금, 아쟁, 비파, 양금, 생황 등의 악기를 구매한 내역이 있다. 이와 관

련한 것은 자재 관련 내역을 살펴볼 때 확인하도록 하겠다.

(3) 악기 제작 및 수리에 참여한 장인

헌종무신진찬의궤 권1 사목(事目)의 진찬사목(進饌事目)에는 “각

색공장(各色工匠)은 여러 상사(上司)와 각 아문(衙門)의 소속을 따지

지 않고 바로 데려다가 사역한다.”424)고 기록해 놓았다. 이는 순조

기축진찬의궤의 진찬사목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의궤의 실제 내

용들을 살펴보고 악기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데 장인들의 참여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대부분의 연주 악기의 제작과 수리를 장

악원에 위임하였기에 참여한 장인들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으

나, 본 의궤에서는 진찬소에서 직접 담당했으므로 악기와 관련하여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헌종무신진찬의궤 ‘본소신비급수보’425)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한 

장인의 종류와 인원수 그리고 장인공전(匠人工錢)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복식을 제외하고, 새로 제작한 품목별 참여한 장인들의 

종류와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424) “各色工匠勿論諸上司各衙門所屬直爲捉來使役爲白齊.”,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首·권1(민속원, 2007), 208~209쪽.

425) 악기풍물(附정재의물) 중 ‘본소신비급수보’에 기록된 각 물품별로 필요한 자재와 실제 들어

간 자재 그리고 장인공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인공전은 각 장인별로 인원수와 일한 날짜 그

리고 일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8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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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참여한 장인들과 인원수
총 비용

(장인공전포함)

몽금척족자 1부

병풍장 1인, 부금장 2인, 다회장 2인, 칠장 

1인, 두석장 1인
53냥 2전 2푼하황은족자 1부

금척 1부

포구문 1좌

화원 3인, 칠장 2인, 두석장 2인, 부금장 2

인, 조각장 1인, 박배장 1인, 다회장 2인, 

바느질공

154냥 8전 5푼

선도반 1좌

화원 2인, 대은장 2인, 소은장 2인, 소로장 

2인, 두석장 2인, 칠장 2인, 부금장 2인, 

조역 2인, 바느질공

32냥 7전 7푼

지당판 1좌

화원 2인, 조각장 3인, 마조장 2인, 다회장 

2인, 칠장 2인, 두석장 2인, 소목장 3인, 

병풍장 2인, 조역 2인, 바느질공

108냥 2전 8푼

보상반 1좌

화원 2인, 다회장 1인, 칠장 2인, 마조장 1

인, 조역 1인,

바느질공

19냥 3전

채선 1좌

화원 3인, 소목장 2인, 두석장 2인, 마조장 

1인, 인석장(茵席匠)426) 1인, 칠장 1인, 부

금장 2인, 다회장 2인, 조역 3인, 바느질공

158냥 5전 1푼

무고 1좌

화원(畫員) 2인, 통장(桶匠) 2인, 피장 2인, 

소목장 2인, 박배장(朴排匠) 1인, 당피장 1

인, 조역 3인, 바느질공

52냥 5전 5푼

향발 4쌍 두석장 1인, 다회장 2인 27냥 3전 2푼

아박 1쌍 다회장 2인, 도자장 1인 7냥 5전 7푼

향령 60개 다회장 2인, 바느질공 13냥 3전 6푼

가인전목단 화원 1인, 소목장 3인, 조각장 1인, 칠장 2인 37냥 9전 3푼

<표 92> 헌종무신진찬의궤 악기별 장인과 장료 (1/3)

426) 인석(茵席)은 왕골로 만든 돗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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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참여한 장인들과 인원수
총 비용

(장인공전포함)

교방고 2좌

화원 2인, 통장 2인, 소목장 2인, 조

각장 2인, 가죽장 2인, 당피장 1인, 

박배장 2인, 조역 3인, 바느질공

76냥 5전 4푼

장고 2좌 마조장 3인, 다회장 2인, 바느질공 69냥 1전 9푼

갈고 1좌 다회장 2인, 바느질공 26냥 2전 9푼

방향 2좌

화원 3인, 다회장 2인, 조각장 2인, 

마조장 2인, 칠장 1인, 두석장 2인, 

소목장 2인, 풍물장 1인, 조역 1인, 

바느질공

84냥 4전 1푼

가(笳) 1개 (장인 기록 없음)

현금
2좌

무용(貿用)427)
조현장(造絃匠) 3인, 바느질공 96냥 2전 8푼

가야금 2좌 무용 조현장 3인, 바느질공 86냥 9전 6푼

아쟁

1좌 무용
소목장 2인, 조각장 2인, 조현장 3인, 

바느질공
71냥 2전 9푼

1좌

신조(新造)428)

비파 2좌 무용 조현장 1인, 다회장 3인, 바느질공 38냥 5전

양금 1좌 무용 바느질공 18냥 4전 4푼

생황 1좌 무용 바느질공 6냥 2전 6푼

현악상탁 6좌
소목장3인, 칠장 2인, 조역 1인 20냥 7전 1푼

아쟁상탁 2좌

악기 담는

중모판
3닢 소목장 1인, 칠장 1인 2냥 9전 2푼

<표 93> 헌종무신진찬의궤 악기별 장인과 장료 (2/3)

427) 무용(貿用)은 물건을 사서 쓴다는 뜻이다. 무역(貿易)은 오늘날 국가간 상품을 사고 파는 것

을 의미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구매의 의미로 쓰였다. 구매한 악기는 현금 2좌, 가야금 2좌, 아

쟁 1좌, 비파 2좌, 양금 1좌, 생황 1좌이다. 아쟁 1좌는 제작하였다. 양금과 생황을 제외하면 

모든 사부(絲部)악기들은 구매한 내역이 있다.

428) 신조(新造)는 새로 만든다는 뜻으로, 무용(貿用)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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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참여한 장인들과 인원수
총 비용

(장인공전포함)

인인장 2자루 화원 1인, 칠장 1인, 두석장 1인, 바느질공 3냥 5푼

정절 8자루 부금장 2인, 칠장 2인, 조역 3인, 바느질공 279냥 4푼

황개 1부

다회장 2인, 주렴장 2인, 칠장 2인, 두석장 

2인, 조각장 1인, 마조장 1인, 바느질공
193냥 3전2푼홍개 2부

흑개 2부

미선 2자루 화원 2인, 두석장 2인, 칠장 1인, 병풍장 

1인, 부금장 2인, 바느질공
28냥 4전7푼

작선 2자루

용선 2자루
두석장 2인, 칠장 1인, 바느질공 6냥 1전5푼

봉선 2자루

죽간자 2자루

마조장 2인, 두석장 1인, 칠장 2인, 주렴장 

2인, 부금장 2인, 다회장 2인, 조역 1인, 

바느질공

65냥 7전6푼

박 2부
소목장 2인, 두석장 1인, 다회장 2인, 바느

질공
19냥 9푼

의장기 10좌 소목장 3인, 칠장 2인 34냥 4전

휘 1건
화원 3인, 두석장 2인, 칠장 1인, 조각장 

2인, 소목장 2인, 다회장 2인, 바느질공
79냥 5전2푼

조촉 1건
화원 2인, 두석장 2인, 칠장 2인, 조각장 

2인, 소목장 2인, 다회장 1인, 바느질공
59냥 9전7푼

준화 1쌍
화원 2인, 소목장 4인, 조각장 2인, 칠장 

2인
58냥 5푼

내하(內下)한

악기 보수
참여한 장인들과 인원수

총 비용
(장인공전포함)

순색 방향 1좌 조각장 2인, 풍물장 1인, 바느질공 24냥 5전5푼

현금 1좌

조현장 3인, 소목장 1인, 바느질공 51냥 1전3푼
가야금 1좌

당금(唐琴) 1좌

비파 2좌

<표 94> 헌종무신진찬의궤 악기별 장인과 장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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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1>, <표 92>, <표 93>의 목록은 복식을 제외하고 정리

한 내역이기 때문에 장인공전을 포함한 총 비용의 합계는 생략하였

다. 위의 목록을 보면 매우 많은 수의 장인들이 악기 및 의물의 제작

과 수리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각 물품들 중 일부는 전에 진배(進排)한 것을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새로 제작한 것도 있으며, 일부 부속만 다시 제작한 것도 있다. 

따라서 각 품목별 참여한 장인의 종류와 수는 제작에 참여한 전체 인

원일 수도 있고, 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일부 수리에만 참여한 

인원일 수도 있다. 때문에 각각의 물품별로 참여한 장인들의 종류나 

숫자는 실제 작업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양금(洋琴)은 악기를 구매하였는데 바느질공이 참여한 이유

는 정목(正木)429)을 이용해 악기 싸개[裹]를 제작하였기 때문이며, 

생황(笙簧)도 마찬가지로 구매하였는데 바느질공이 참여한 이유는 남

화주(藍禾紬)430)와 황화주(黃禾紬)를 이용해 악기집[匣]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느질공의 경우 여러 다른 물품들에도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느질공전(工錢)만 기록되어 

있다.

무고(舞鼓)431)의 경우 북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무고 1좌와 부속들

을 새로 제작하였다. 이 무고의 제작과 관련한 기록은 본소신비급수

보(本所新備及修補) 중 무고일좌소입(舞鼓一座所入)432)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소략해서 장인 공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29) 정목(正木)은 품질이 매우 좋은 무명을 의미한다.

430) 화주(禾紬)는 품질이 좋은 깁(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을 의미한다.

431)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대부분의 연주 악기들을 장악원에 위임하여 제작하였기에, 악기

제작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며 장인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악기 중 유일하게 무고

(舞鼓)만이 진찬소에서 담당하였기에, 헌종무신진찬의궤와 장인관련 정보를 직접 비교 가능

하였다.

432)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110~114쪽.



- 254 -

○ 무고 1좌에 쓰일 것 :

   북통감 송판 3닢(쐐기 감으로 미후목 6조), 북면 가죽 감 소가죽 2장(통 밖

을 감싸는 것으로 생배 12자 휴지 1근, 그림 그리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당주홍·삼록·하엽·진분 각 2냥, ...(중략)... 청화먹·참먹 각 1정, 아교 4냥, 

명유 5홉), 납염광두정 150개... (생략)

○ 각색 장인에게 소용된 것 :

    탄 1섬, 소목 50개, 중죽 3개, 교말 5되, 화필 3통, 가마니 10닢

○ 실제로 들어간 것 : 송판 3닢 값 3냥(매 닢 1냥)... (생략)

○ 장인공전 :

    화원(畫員) 2인이 각 1일간 매일 식비 3전 6푼, 총 7전 2푼.

    통장(桶匠) 2인이 각 2일간 매일 식비 3전 6푼, 총 1냥 4전 4푼.

    피장(皮匠) 2인의 각 2일간 매일 식비 3전 6푼, 총 1냥 4전 4푼.

    소목장(小木匠) 2인의 각 3일간 매일 식비 3전 6푼, 총 2냥 1전 6푼.

    박배장(朴排匠) 1인의 1일간 식비 3전 6푼.

    당피장(唐皮匠) 1인의 2일간 매일 식비 3전 6푼, 총 7전 2푼.

    조역(助役) 3인의 각 1일간 매인 식비 3전 6푼, 총 1냥 8푼.

    바느질 공전 4전.

○ 이상의 가격은 52냥 5전 5푼.

<표 95> 헌종무신진찬의궤 무고 제작 재료와 비용

위의 <표 95>의 무고 제작 내용에서는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을 찾

아볼 수 있다. 순조기축진찬의궤 이후로 위와 같이 물품별로 장인

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악기별로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원래 소속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또한 
순조기축진찬의궤와 동일하다. 위의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의 원래 

소속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순조대와 같이 굳이 소속관청을 기록

하지 않아도 되었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각 장인들을 동원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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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보인다.

또한,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장인의 장료(匠料)를 1일당 비용으

로 쌀[料米]과 베[料布]로 지급하고 그 비용을 기록해 놓았다. 당시

의 의궤에서 장료(匠料)로 지급할 쌀에 대한 비용은 호조로부터, 베에 

대한 비용은 병조로부터 진찬소로 수송하라는 기록을 이문(移文)에서 

다수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의궤에서는 장인의 공전(工錢)을 1일

당 식비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바느질을 제외한 거의 모

든 장인의 1일당 식비는 3전 6푼으로 동일하다.433)

순조기축진찬의궤의 무고 1좌 제작 내용에서는 화원 2인, 통장 4

인, 박배장 2인이 제작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본 의궤에서는 화원 2

인, 통장 2인, 피장 2인, 소목장 2인, 박배장 1인, 당피장 1인, 조역 

3인과 바느질공까지 더 많은 종류의 장인들과 더 많은 인원의 장인들

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무고를 만드는데에도 더욱 다양한 

장색(匠色)의 장인들과 더 많은 수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작업과 담당 

분야가 더욱 세분화 된 것을 보여준다.

무고를 제작하는데 순조기축진찬의궤에 기록된 장료(匠料)의 합

은 2냥 2전 9푼이고, 자재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62냥 3전이었다. 

그런데 본 의궤에서는 공전(工錢)의 합이 8냥 3전 2푼으로 이전보다 

3.6배 정도 많이 지출하였고, 자재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52냥 5전 

5푼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9냥 7전 5푼이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전(工錢)만을 본다면 본 의궤에서는 더 많은 수의 장인이 참

여하였고 일당도 비싸졌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매우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주용 악기 중 현금 2좌, 가야금 2좌, 아쟁 2좌 중 1좌, 비

433)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거의 대부분 장인들의 일당은 쌀 3되와 무명 1자 1치 6푼으로 

금액으로는 약 1전 4푼 정도이다. 쌀의 가격은 순조대와 헌종대가 같았으나 장료는 헌종대가 

약 2.5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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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2좌, 양금 1좌, 생황 1좌 등은 구매해서 썼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

한 장인들의 수가 많지는 않다. 그런데 사부악기의 경우 악기를 구매

했을지라도 조현장(造絃匠)이 참여하여 진찬소에서 악기의 현(絃)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4) 구매한 악기와 새로 제작한 악기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에서 악기의 제작과 수리에 쓰인 자재들

은 이전의 의궤인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와 마찬가지로 거의 구매

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의궤들처럼 각 관청에서 진찬소로 자

재들을 수송하거나 진배(進排)한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주 

일부의 자재들만 각 관청에서 공급한 내역이 나오는데, 본 의궤에서 

정목(正木), 생포(生布), 탄(炭), 소목(燒木), 가시목(加時木) 등의 자재

들은 총위영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썼다. 총위영에서 가져다 쓴 것들에

는 가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자재들은 가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매해서 쓴 것으로 보인다.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제작 내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악기를 

무용(貿用)434)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연주용 악기 중 현금 2좌, 가

야금 2좌, 아쟁 2좌 중 1좌, 비파 2좌, 양금 1좌, 생황 1좌 등을 구

매하였다. 특히 아쟁의 경우 1좌는 구매하고 1좌는 제작하였기 때문

에 구매한 아쟁과 제작한 아쟁 각각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

다. 양금과 생황도 구매하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사부악기들의 구매 

및 제작 내역을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소신비수보’ 내용 중 

사부악기의 구매 및 제작과 관련한 내역435)은 다음과 같다.

434) 무용(貿用)은 물건을 사서 쓴 것을 의미한다.

435)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135~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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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자재 내역과 가격 참여장인

현금 2좌

(모두 구매)

현금 2좌의 값 55냥 (1좌는 25냥, 1좌는 30냥)

현감 당백사 6냥 값 5냥 4전, 해사공전(解絲工錢) 1냥 2전

부들[後乼]감 아청융사 1근 5냥 값 18냥 9전

사두색사(蛇頭色絲)와 공전(工錢) 4냥

안족(鴈足) 영자(纓子)감 초록진사 2돈 값 1전 8푼

갑의(匣衣)감 초록·남색 서양무명 각 8자 값 7냥 2전

귀얄(歸也) 1개 값 3전

줄을 삶을 때 쓴 땔감[熟絃時柴木] 값 6푼

활석(滑石) 2조각 값 2전

조현장

3일간 3인,

바느질공

가야금 2좌

(모두 구매)

가야금 2좌의 값 44냥 (매 좌 22냥)

현감 당백사 6냥 값 5냥 4전, 해사공전 1냥 2전

부들감 아청융사 1근 5냥 값 80냥 9전

사두색실 및 공전 값 4냥

안족영자감 초록진사 4돈 값 3전 6푼

좌단(坐緞)감 홍·남·황·백운문단(雲紋緞) 각 2조각 값 2냥

갑의감 보라·남색 서양무명 각 8자 값 7냥 2전

줄을 삶을 때 쓴 땔감 값 6푼

조현장

3일간 3인,

바느질공

아쟁 2좌

(1좌 구매, 

1좌 제작)

구매한 아쟁 1좌의 값 12냥

오동판(梧桐板) 1닢 값 9냥

복판(腹板)감 율목 1개 값 2냥

초엽(蕉葉), 2좌의 안족 12개 감 배나무[梨木] 1조 값 5전

용구(龍口), 현침(絃枕)감 산유자목 2조각 값 1냥 5전

어교(魚膠) 5냥 값 3전 5푼

현감 당백사(唐百絲) 6냥 값 5냥 4전, 해사공전 1냥 2전

부들감 아청융사 1근 6냥 값 19냥 8전

사두색사 및 공전 값 4냥

영자감 초록진사 2돈 값 1전 8푼

갑의감 남색 서양무명 16자 값 7냥 2전

탄(炭) 1섬 총위영(總衛營) 것을 가져다 씀

소목장

5일간 2인,

조각장

1일간 2인,

조현장

3일간 3인,

바느질공

비파 2좌

(모두 구매)

비파 2좌의 값 23냥 (1좌는 13냥, 1좌는 10냥)

현감 당백사 2냥 값 1냥 8전, 해사공전 4전

담대(擔帶)감 홍융사(紅絨絲) 3냥 값 3냥 9전

삭(槊)감 면사(綿絲) 3냥 값 3전

금종이[紙金] 4장 값 2전

아래에 두를 자주녹피 2조각 값 7전

갑의감 보라·남색 서양무명 각 6자 값 5냥 4전

조현장

2일간 1인,

다회장

1일간 3인,

바느질공

<표 96> 헌종무신진찬의궤 사부악기 구매와 제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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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 이전의 의궤들과 가장 다른 점은 위와 같

이 악기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쟁 1좌를 제

외한 사부악기는 모두 구매해 사용했다. 필요한 악기를 이전처럼 직

접 만들거나 장악원에 위임해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구매한 것인데 

아마도 악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공장(私工匠)436)이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경제가 발달하는 당시의 시대적 변화

가 악기를 제작하는 것에까지 미친 결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사부악기들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썼음에도 

악기의 현(絃)만큼은 실을 구매하여 진찬소에서 직접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조현장(造絃匠)들은 진찬소에서 구매한 당백사(唐百絲)437)를 

해사(解絲)438)한 후 줄을 꼬아 악기의 현을 제작하였다. 현금과 가야

금 실입내역을 보면 줄을 삶을 때 쓸 땔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현 제작방법도 현을 꼬아낸 후 수증기로 쪄 내는 현재의 현 

제작 방식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금과 가야금 그리고 아쟁 부들도 진찬소에서 아청융사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였고, 부들과 현을 연결하는 사두(蛇頭)도 초록

진사를 직접 구매하여 제작하였다. 또 악기의 케이스인 갑의(匣衣)는 

진찬소에서 초록색과 남색의 서양무명을 구매하여 바느질공이 제작하

였을 것이다. 

악기의 현, 부들, 사두, 메는 끈, 갑의를 진찬소에서 직접 제작하였

436) 경국대전(1471)에서는 중앙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을 경공장(京工匠), 지방관청에 소속된 장

인들을 외공장(外工匠)으로 기록해 놓았다. 공예계의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에 사공장(私工匠)이 

발전하면서 경공장을 대체하였다고 한다.

437) 당백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명주실을 뜻하는 것 같다.

438) 해사는 실을 푼다는 뜻이다. 현재 악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해사의 뜻은 구매한 명주생사를 

풀어낼 때 쓰는 말이다. 명주생사를 구매하면 타래로 둥글게 감겨있는데 이를 긴 한 가닥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의궤에서의 해사는 현재의 작업을 뜻할 수도 있지

만, 명주실로 제품화되기 이전의 과정을 뜻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에는 명주실 생산자가 하는 

작업인데, 누에고치에 돌돌 감겨있는 실의 한 쪽 끝을 잡아 실을 풀어내어 한 가닥의 실로 만

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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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면 외부에서 판매하는 사부악기들은 현이 얹어있지 않고 

악기의 몸통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완제품을 구매한 후 

현을 포함한 여러 부속들을 왕실에서 쓰기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제작

하였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본 의궤에서 구매한 사부악기는 궁중 

연회에 바로 쓰이지는 않고 궁중에서 손을 본 후 쓰였다는 것이다.

아쟁의 경우, 아쟁 2좌 중 1좌는 구매하였고, 1좌는 진찬소에서 제

작하였다. 아쟁을 1부만 외부에서 구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도 악기를 판매하는 사공장이 가지고 있는 아쟁의 재고가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보통 현금이나 가야금과 비파는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

에서도 널리 쓰이는 악기이지만 아쟁의 경우 민간에서 덜 쓰이는 악

기이기 때문에 판매처의 재고가 부족했을 것이다. 기한에 맞추기 위

해 판매처에서 1좌를 구매하고 동시에 진찬소에서 1좌를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아쟁은 구매하는 비용과 제작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진찬소에서 직접 제작하여 아쟁 2좌에 공히 쓰이는 현, 부들, 사두, 

영자, 갑의, 안족감을 제외하고 아쟁 1좌의 악기통 제작에만 쓰인 오

동판, 율목, 산유자목, 어교의 값을 더한 자재 값은 12냥 8전 5푼이

다. 또한 아쟁 2좌의 부속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조현장과 바느질공을 

제외하고 아쟁 1좌의 악기통 제작에 참여한 소목장과 조각장의 공전

은 4냥 3전 2푼이다. 따라서 아쟁 1좌의 몸통을 제작하는데는 자재

값과 공전을 더하면 17냥 1전 7푼이다. 구매한 아쟁의 값이 12냥인 

것과 비교하면, 아쟁을 직접 제작하는 비용은 외부에서 구매하는 비

용에 비해 약 40%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사공장에게 

악기를 구매하는 것이 직접 재료값과 장인공전을 들여 제작하는 것보

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미루어 보면 사부악기의 부들 및 

현 등도 진찬소에서 직접 만들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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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쟁을 제작하는데 소목장과 조각장이 참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전의 의궤들에서는 장인들의 명단이 별도의 목록으로 기록

되어 있었기에 각 악기별로 어떤 종류의 장인들이 참여했는지는 자재 

등을 참고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었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

서는 악기별로 참여한 장인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무고(舞鼓)를 제

외한 기타 악기는 장악원에 위임하여 준비하였기에 제작에 참여한 장

인들을 알 수 없었다.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이르러 각 악기별로 제

작에 참여한 장인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부악기에서는 아

쟁의 제작에 소목장과 조각장 그리고 조현장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풍물장439)을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알

고 있는데, 아쟁을 제작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440)

439) 풍물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풍물을 만드는 공인으로, ‘한국고전용어사전’에서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으로 설명되어있다. ‘한겨레음악대사전’에서는 풍물장이란 악기를 만들던 장인의 총

칭으로 경국대전에 따르면 상의원에 8명, 장악원에 4명 총 12명의 풍물장이 궁중에서 악기

를 만들었다고 설명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풍물장이란 조선시대에 악기를 만들던 장인이라고 알

려져 있으며 오늘날의 악기장(樂器匠)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440) 앞에서 살펴본 모든 의궤에서 풍물장이 악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는 ‘본소신비급수보’에서 방향 2좌를 기존의 것을 보

수하여 쓴 기록에 화원, 다회장, 조각장, 마조장, 칠장, 두석장, 소목장 등 여러 종류의 장인들

과 함께 풍물장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하한 방향 1좌를 수리한 기록에서

도 조각장과 함께 풍물장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건이 연구대상의 의궤 중 가

장 구체적으로 풍물장이 참여한 수리내역이다. 그러나 이 내역에서도 풍물장이 과연 어떤 역할

을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풍물장이 방향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감독 역할로 수

리를 지휘한 것인지, 음정의 미세한 튜닝을 담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사직악기조성청의궤(1803)는 편경과 편종을 제작한 기록인데 ‘풍물’ 또는 ‘풍

물장’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에서는 ‘별공작등

록’의 후록 중에 풍물장이 쓸 연장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별공작이 풍물장이 쓸 연장

으로 궤자(樻子) 1부, 대인도(大引刀) 2개, 웅미리(雄尾里) 1개, 창포줄(菖蒲乼) 1개, 도자(刀子) 

1개, 등상(登床) 1부, 양판(涼板) 1부, 모탕(毛湯)을 기록해 놓았다. 즉 풍물장은 인두, 송곳, 

줄, 칼 등을 직접 사용하는 장인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풍물장은 직접 악기를 제작하지는 않

지만, 악기와 관련하여 연장들을 직접 쓰면서 악기를 수리하거나 미세한 튜닝이나 조정을 하는 

장인으로 보인다. 아무리 숙련된 소목장이나 목수라도 현금 괘의 굴곡이나 각도 등을 섬세하게 

조절하거나 악기의 잡음이나 울림을 잡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풍물장이 하였

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니면 연장을 다루 공인들 중 악기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거나 음률에 

능통한 선임 장인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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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경우 2좌의 악기를 구매하였는데, 이 둘의 가격이 각각 25

냥과 30냥으로 다르다. 품질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판

매하는 악기들이 가격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금

의 경우 2좌 가격은 각각 22냥으로 동일하고 현금에 비해 약간 저렴

한 수준이다. 비파는 가격이 각각 13냥과 10냥인데 현금의 가격보다 

절반 또는 1/3수준이다. 그리고 권수(首)의 도식에 나온 그림을 보면 

이 비파는 4현의 목이 꺾인 당비파로 보인다. 아쟁은 구매한 1좌의 

가격이 12냥으로 비파의 가격과 비슷하다,

한편, 아쟁을 제작할 때 등감의 오동판과 복판의 율목은 아마도 크

기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오동목의 가격은 9냥이고 율목의 가격은 2

냥으로, 같은 크기의 오동목은 율목보다 4.5배나 비싸다. 따라서 통 

오동나무를 파서 만드는 가야금의 경우 아쟁보다 더 두꺼운 오동목을 

사용하기에 가야금의 가격이 아쟁 가격에 거의 2배가 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의 경우 아쟁과 마찬가지로 오동목과 율목을 

쓴다.

악기명 현금 가야금 아쟁

길이 5자 1푼 5자 5푼 5자 2치 2푼

너비 5치 9푼 1자 7치 8푼

<표 97> 악학궤범의 현금, 가야금, 아쟁의 크기

위의 악학궤범에서 각 악기의 크기를 보면 아쟁이 현금보다 크기

가 크다. 비록 악학궤범이 본 의궤보다 약 350년 이전의 기록이지

만 악기의 크기와 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본 의궤

에서도 현금이 아쟁보다 크기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같은 

목재를 쓰면서 크기가 작은 현금의 가격이 아쟁의 2배 이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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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모(玳瑁)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대모는 바다거북의 껍질

로 악기에서는 현금과 향비파에만 재료로서 쓰인다. 또한 경모궁악

기조성청의궤(1777)에서는 현금과 향비파의 재료로 당대모(唐玳瑁)

가 기록되어 있고,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에서는 현금, 당비파, 향

비파의 재료로 상대모(常玳瑁)가 기록되어 있다. 본래 대모는 당비파

에는 쓰이지 않는 재료인데 여기에 쓰인 것은 기능적인 이유가 아닌 

장식적인 이유로 쓰인 것 같다. 이 순조대 의궤의 기록은 본 의궤보

다 불과 19년 앞선 기록이기에 이 의궤에서도 현금에 대모가 쓰였음

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모의 유무가 현금과 아쟁의 가격 차

이의 이유일 것이다. 단 당비파의 경우 원래 제도에 맞게 대모가 쓰

이지 않기에 판매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헌종무신진찬의궤 악기도 중 일부



- 263 -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의 악기제작관련 기록들은 불과 19년 전

의 기록인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와 비교하여 매우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악기를 제작한 기록을 비롯한 의궤의 전체적인 편찬 체제

는 이전의 의궤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순조 때는 사부악기를 제작

하는 것을 장악원에 위임하였는데, 헌종 때는 외부에서 구매하여 쓴 

것이 다르다. 사부악기를 제외한 다른 악기 및 의물들은 진찬소에서 

장인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순조 때와 헌종 때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는 특히 사부악기

인 현금, 가야금, 아쟁, 비파 그리고 추가로 양금과 생황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진찬연에 사용하였다. 이것이 이전의 의궤들과 가장 큰 차

이점이다. 아쟁의 경우 1좌는 진찬소에서 다른 악기와 마찬가지로 장

인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고, 1좌는 외부에서 구매하였다. 그런데 진

찬소에서 제작한 비용과 외부에서 구매한 비용을 비교해 보면, 외부

에서 악기를 구매한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악기를 외부에서 구매해

서 쓴 것은 특히 사부악기에서 두드러지는 점이다. 그런데 섬유 자재

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사부악기의 부속인 악기 현, 사두를 포함한 부

들, 메는 끈, 안족 술, 갑의 등은 조현장과 바느질공이 참여하여 여전

히 진찬소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제작관련 기록들은 상업경제의 

발달과 외부의 사공장(私工匠)이 점차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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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의 악기제작과 수리의 도급(都給)

고종정해진찬의궤는 앞의 순조기축진찬의궤, 헌종무신진찬의

궤와 같이 진찬을 기록한 의궤이다.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도 화폐

와 관련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 진찬을 위해 쓴 비용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 행사에 쓰인 전체비용은 재용(財用)441)에 

수록되어 있다.

441)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75~679쪽; 高宗丁亥進饌儀軌(규
장각 소장본, 奎14405-v4), 009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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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금액

수입

내하(內下)한 것 271,825냥 271,825냥

친군영(親軍營)에서 59,668냥 7전 8푼 59,668냥 7전 8푼

호조(戶曹)에서 쌀(米) 100섬(돈으로 환산하면 400냥) 400냥

병조(兵曹)에서 무명(木) 5동(돈으로 환산하면 500냥) 500냥

평안감영(平安監營)에서 3,000냥 3,000냥

평안병영(平安兵營)에서 2,000냥 2,000냥

안무영(按撫營)에서 3,000냥 3,000냥

이래전(移來錢) 수입 총계 340,393냥 7전 8푼

지출

호조에 보낸 것 18,000냥

주원(廚院)442)에 보낸 것 4,764냥 8전 5푼

내별고(內別庫)에 보낸 것 2,000냥

정재여령 복색(呈才女伶服色) 값 3,097냥 6전

각색 꽃[各色花子] 값 12,144냥 2전 5푼

내숙설소(內熟設所) 각종 비용과 숙수(熟手)의 식비 및 모

군(募軍)의 품삯[雇價]
272,710냥 2전 9푼

정일(正日) 이습(肄習) 때 공령(工伶)의 식비 13,731냥 1전 4푼

원역(員役)의 삭료(朔料), 삭포(朔布), 장료(匠料) 값 3,404냥 5푼

외도(外都)의 여령(女伶)과 동기(童妓)와 재인(才人)의 거

주비와 식비, 그리고 되돌려 보낼 때의 말을 빌린 값
6,699냥

각방의 섶(柴)과 기름(油) 및 탄(炭)의 값 2,842냥 6전

지출 총계 339,393냥 7전 8푼

잔액 남은 돈은 의궤청(儀軌聽)으로 이송(移送)함.  잔액 총계 1,000냥

<표 98> 고종정해진찬의궤 ‘재용(財用)’의 수입과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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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8>의 재용(財用) 내역을 보면 이전의 의궤인 헌종무신

진찬의궤(1848)에서는 총 지출금액이 27,385냥 4전 7푼인데 비해서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에서는 339,393냥 7전 8푼으로 무려 12배

가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내역 중 

호조에서 쌀 100섬 값으로 400냥을 수송한 것을 보면 쌀 1섬의 값

은 4냥으로 순조기축진찬의궤(1829) 이래 쌀값의 변화는 없었다. 

한편, 고종정해진찬의궤 권2 품목(稟目)에 쌀 1섬이 20냥443)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본 

의궤에서 지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2) 제작 또는 수리한 악기

고종정해진찬의궤 권3의 악기풍물(附정재의물) 중 ‘본소신비수보

(本所新備修補)’444)에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한 악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442) 주원(廚院)은 조선시대 사옹원(司饔院)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사옹원은 임금에게 올리는 음

식 등 대궐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443)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290쪽.

444)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31~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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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문 1좌, 선도반 1좌, 지당판 1좌, 보상반 1좌, 채선(彩船) 1좌, 무고 1

좌, 교방고 2좌, 응고 1좌, 삭고 1좌, 아박 2쌍, 향발 4쌍, 향령 6쌍, 방향 2

좌, 청·황학 1쌍, 현금 2좌, 가야금 2좌, 아쟁 2좌, 비파 2좌, 양금 1좌, 건

고 1좌, 장고 2좌, 종가자 2좌, 경가자 2좌, 방대 2좌, 축 1좌, 어 1좌, 인인

장 2자루, 정절 8자루, 황개 1부, 홍개 2부, 흑개 2부, 미선 2자루, 작선 2

자루, 용선 2자루, 봉선 2자루, 의장기 10좌, 조촉 1건, 가인전목단차비의 

한삼 8건, 선유락집사차비 복식 2건, 동기 복식 2건, 무고차비 복식 4건, 검

기무차비의 복식 4건, 향령무차비의 한삼 6건, 연화대무동기 복식 2건, 첨수

무차비 첨수 4쌍, 전악 복식 6건, 전상공인 복식 50건, 헌가악공 복식 40건, 

준화 1쌍

<표 99> 고종정해진찬의궤 제작 및 수리 악기 등

위의 <표 99>은 순조기축진찬의궤와 비교하면 일부 품목들이 약

간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후에 살펴 볼 세부 내용

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는 각 품목별 참

여한 장인들의 명단이 없고, 도급(都給)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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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기 제작과 수리를 도급한 내역

고종정해진찬의궤 권1 사목(事目)의 진찬사목(進饌事目)에는 “각

색공장(各色工匠)은 여러 상사(上司)와 각 아문(衙門)의 소속을 따지

지 않고 바로 데려다가 사역한다.”고 기록445)해 놓았다. 이는 헌종

무신진찬의궤의 진찬사목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본 의궤에서는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다.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는 악기와 의물 그리고 복색을 수리하거나 

제작하는 데 도급(都給)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포구문 1좌를 수리

할 때는 전에 진배(進排)한 것을 잉용(仍用)446)하되, 새로 그림을 그

리는 것과 관련한 물력(物力)과 공전(工錢)은 도급(都給)하여 도급전

(都給錢) 50냥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포구문의 부속인 삼지화(三枝花) 

30송이의 값은 15냥, 갑의(匣衣) 1건의 청무명[靑木] 60척의 값은 

30냥으로, 도급전을 포한한 전체 비용은 95냥이었다.

본소신비수보(本所新備修補)447)에 수록된 일부 악기 및 의물들의 

제작 및 수리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5) “各色工匠勿論諸上司各衙門所屬直爲捉來使役爲白齊.”,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

궤(보고사, 2008), 258~259쪽.

446) 잉용(仍用)은 전에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을 말한다.

447)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31~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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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작업 내역 등
총 비용

(도급전포함)

포구문 1좌

전배잉용(前排仍用).

기화(起畫)448)의 물력과 공전을 도급(都給)함.

삼지화와 청무명(靑木)을 구매함.

95냥

선도반 1좌
전배잉용 및 금은박(金銀箔)과 기화의 물력과 장료

(匠料)는 도급함.
52냥

지당판 1좌
전배를 고쳐서 사용함.

수리와 기화의 물력과 장료는 도급함.
486냥 4전

보상반 1좌
전배잉용 및 기화의 물력과 장료는 도급함.

오색영자와 삼지화는 구매[貿用]함.
40냥

채선 1좌
제작을 도급함.

침공전(針工錢) 2냥.
409냥 6전

무고 1좌,

교방고 2좌,

응고 1좌,

삭고 1좌

전배잉용 및 기화를 도급함.

채 제작을 도급힘.
110냥

아박 2쌍
전배잉용 및 유소제작감 오색진사를 구매함.

다회장의 공전 4냥.
40냥

향발 4쌍
전배잉용 및 유소제작감 오색진사를 구매함.

다회장의 공전 8냥.
80냥

향령 6쌍
전배잉용 및 유소제작감 오색진사를 구매함.

다회장의 공전 16냥.
160냥

방향 2좌

전배잉용 및 기화를 도급함,

유소를 제작을 도급함.

진홍사와 홍황무명을 구매함.

170냥

청학과 

황학 1쌍
제작을 도급함. 200냥

<표 100> 고종정해진찬의궤 악기관련 도급내역 (1/2)

448) 기화(起畫)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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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작업 내역 등
총 비용

(도급전포함)

현금 2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갑의감 초록서양무명은 구매함.
52냥 5전

가야금 2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갑의감 초록서양무명은 구매함.
52냥 5전

아쟁 2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갑의감 초록서양무명은 구매함.
75냥

비파 2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갑의감 초록서양무명은 구매함.
30냥

양금 1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갑의감 초록서양무명은 구매함.
13냥

건고 1좌

전배잉용 및 기화를 도급함.

유소제작을 도급함.

홍록방주를 구매함.

152냥 7전5푼

장고 2좌
수리보수는 도급함.

홍황무명은 구매함.
70냥

종가자 2좌
전배잉용 및 기화는 도급함.

유소제작은 도급함.
115냥

경가자 2좌
전배잉용 및 기화는 도급함.

유소제작은 도급함.
90냥

방대 2좌,

축 1좌,

어 1좌

전배잉용 및 기화는 도급함. 37냥

인인장 2자루 제작을 도급함. 15냥

정절 8자루
전배잉용 및 공릉(貢綾)을 구매함.

침공(針工) 참여.
264냥

황개 1부,

홍개 2부,

흑개 2부

전배잉용 및 홍·아청운문단과 금박을 구매함.

침공과 부금장(付金匠)의 식비 45냥.

유소는 도급함.

909냥

미선 2자루,

작선 2자루
전배잉용 및 기화와 개칠(改漆)은 도급함. 80냥

용선 2자루,

봉선 2자루

전배잉용 및 기화는 도급함.

홍공단은 구매함.
310냥

의장기 10좌 전배잉용 및 개칠은 도급함. 15냥

조촉 1건 전배잉용

<표 101> 고종정해진찬의궤 악기관련 도급내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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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00>와 <표 101>는 본소신비수보(本所新備修補)에서 복

식을 제외한 일부 물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의 물품 중 새로 

제작한 것은 채선(彩船), 청학과 황학, 인인장(引人仗)이다. 이들의 제

작은 모두 도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전에 진

배한 것을 그대로 쓰되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였다.

도급(都給)이라는 것은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

이다.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나 작업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비

용을 지급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의궤들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재를 구매한 후 진찬소에서 장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본 의궤에서는 진찬소에서 제작하거나 수

리하는 일부 물품만 자재를 구매하고 장인들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작업은 도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목록 중 작업에 

참여한 장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나 도급을 맡아 작업을 

한 주체가 타 관청인지 외부의 사공장(私工匠)이 운영하는 업체인지

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의궤인 순조기축진찬의궤의 악원조비(樂院措備)에서는 장

악원에 악기의 제작 및 수리를 위임한 내역이 있다. 이렇게 진찬소가 

아닌 장악원 등 타 관청에 작업을 위임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을 도급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도급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악원조비 내역에서는 참여한 장인에 대

한 기록은 없으나 제작 및 수리에 쓰인 자재들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

았다. 그런데 고종정해진찬의궤의 도급관련 기록은 자재와 장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도급가격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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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장악원 등 타 관청이 아닌 외부의 사공장(私工匠) 또는 

업체에 작업을 맡긴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의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상전(賞典)｣449)

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 그 중 악기와 관련된 시상내역인 

‘악기풍물감조시’ 시상내역에서 장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조기

축진찬의궤의 ‘풍물감조후(風物監造後)’450),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악기풍물감조시(樂器風物監造時)’451), 고종정해진찬의궤의 ‘악기풍

물감조시(樂器風物監造時)’452) 시상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49)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57~674쪽.

450) 송방송·조경아·송상혁·이재옥 옮김,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3·부편(민속원, 2007), 

118~119쪽.

451) 김종수 역,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권3(민속원, 2007), 232~233쪽.

452)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61쪽, 6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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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명 시상일시 장색 이름 인원수

순조기축진찬의궤 풍물감조후

풍물장 주경원 등 2명

목수 김순돌 등 2명

매듭장 정관택 등 2명

조각장 신창득 등 2명

합립장 김현숙 등 2명

다회장 이춘업 1명

목혜장 최성창 1명

대장(帶匠) 김경춘 1명

소목장 나창손 1명

두석장 이춘득 1명

부금장 홍득이 1명

헌종무신진찬의궤 악기풍물

감조시

화원 조평영 1명

소목장 박관철 등 4명

야장 김상원 등 2명

두석장 이현석 등 3명

조각장 김석창 등 2명

마조장 김대길 등 2명

방외(方外) 화원 김기엽 1명

다회장 민호문 등 2명

부금장 김현규 1명

칠장 김인복 등 2명

소로장 이신영 1명

마광장(磨光匠)453) 최창흥 1명

피장(皮匠) 정문신 1명

은장(銀匠) 안재수 1명

도자장 박춘 1명

사모장(紗帽匠)454) 김종원 1명

각대장 이세형 1명

목화장 최영신 1명

장고장 최경철 1명

풍물장 주후득 등 2명

주렴장 차경운 1명

줄장 김재길 1명

고종정해진찬의궤 악기풍물

감조시

소목장 박춘근 1명

두석장 이치수 1명

부금장 이지용 1명

다회장 최한춘 1명

마조장 김경석 1명

화장(花匠) 최경천 1명

<표 102> 진찬의궤 3종의 악기풍물감조 시상내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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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찬연을 준비할 때에는 찬품(饌品)455), 기용(器用)456), 수리(修

理)457), 악기풍물(樂器風物)458) 등의 작업에 여러 장인들이 참여하였

다. ‘진찬시’ 시상내역 등에는 더욱 많은 장인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악기와 관련한 장인들에 한정하여 살펴보기위해 시상내역을 악기풍물

감조관련한 시상내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459)

<표 102>의 시상내역 중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시상내역에 가장 

많은 분야의 장인들과 가장 많은 인원의 장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헌종대의 악기제작 및 수리의 업무가 순조대의 것과 비교하여 

더욱 작업이 세분화되고 협업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순조

기축진찬의궤에서는 대부분의 악기를 친찬소가 아닌 장악원이 담당

하였기에 악기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이 진찬관련 시상에서 제외된 것

으로 보인다.460)

그런데 고종정해진찬의궤의 악기풍물감조시 시상내역은 앞의 두 

의궤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인원만이 수상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물론 상을 받은 인원이 적은 것이 곧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의 수

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의궤에서는 악기의 

제작 및 수리에 참여한 장인들에 관한 정보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악기관련 물품의 제작 및 수리를 도급하였기 때문에, 동원

453) 마광장(磨光匠)은 옥이나 돌 따위를 갈아서 윤을 내는 장인이다.

454) 사모장(紗帽匠)은 사모를 만드는 장인이다. 사모는 문무관이 평상복에 착용하던 모자인데 현

재는 전통혼례 때 신랑이 쓰는 것이다.

455) 의궤에서 찬품(饌品)은 연향에 쓰이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 내역을 말한다.

456) 의궤에서 기용(器用)은 각종 상(床) 등의 가구, 그릇 등의 식기를 준비한 내역을 말한다. 

457) 의궤에서 수리(修理)는 온돌과 대청마루 그리고 임시숙설소(熟設所) 건설 등 시설을 준비한 

내역을 말한다.

458) 의궤에서 악기풍물(樂器風物) 악기와 의물 등을 준비한 내역을 말한다.

459) 진찬시 시상내역의 장인 중에는 악기를 제작하고 수리한 장인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장인들이 상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시상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실제 장인 규모와는 차이

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고종정해진찬의궤에서는 순조기축진찬의궤와 헌종무신진찬의궤
와는 달리 악기별로 참여한 장인 명단이 없기 때문에 시상내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60) 실제로 악원조비(樂院措備)의 각 악기 제작 기록에 장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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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인들의 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의궤에서는 조

현장(造絃匠)과 풍물장(風物匠)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전의 헌종무신진찬의궤(1848) 때에는 대부분의 사부악기들을 

외부에서 구매하였음에도 악기의 현 만큼은 진찬소에서 백사(白絲)를 

구매하고 조현장(造絃匠)이 참여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고종정해진찬

의궤(1887) ‘본소신비수보’에서는 조현장은 등장하지 않는데, 사부악

기 수리 및 보수에 대한 도급내역은 다음과 같다.461)

품목 수량 작업방식 수리 및 보수 내역

현금 2좌
수리 및 보수

도급(都給)

수리보수의 도급전은 40냥(매 좌에 20냥),

갑의 2건 값 초록서양무명 8척의 값은 12냥5전,

이상 절전(折錢)462)은 52냥 5전.

가야금 2좌
수리 및 보수

도급

수리보수의 도급전은 40냥(매 좌에 20냥),

갑의 2건 값 초록서양무명 8척의 값은 12냥5전,

이상 절전(折錢)은 52냥 5전.

아쟁 2좌
수리 및 보수

도급

수리보수의 도급전은 60냥(매 좌에 30냥),

갑의 2건 값 초록서양무명 9척6촌의 값은 15냥,

이상 절전(折錢)은 75냥.

비파 2좌
수리 및 보수

도급

수리보수의 도급전은 20냥(매 좌에 10냥),

갑의 2건 값 초록서양무명 6척4촌의 값은 10냥,

이상 절전(折錢)은 30냥.

<표 103> 고종정해진찬의궤 사부악기 수보 도급내역

461) 안남순 역주, 국역 고종정해진찬의궤(보고사, 2008), 638~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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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부악기 수리에 관한 내역은 이전 의궤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보가 거의 없다. 갑의(匣衣) 감을 제외하면 위의 악기를 수리하는데 

쓰인 자재들과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

전의 의궤인 헌종무신진찬의궤의 사부악기들은 비록 외부에서 구매

했음에도 악기의 현 만큼은 진찬소에서 조현장이 직접 제작해서 썼

다. 그러나 본 의궤에서는 이와 관련한 것도 모두 도급하여 쓴 것이

다.

<그림 52> 고종정해진찬의궤 악기도 중 일부

462) 절전(折錢)은 물품을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일을 뜻한다. 여기서는 그저 지불한 비용으로 보

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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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의 악기제작관련 기록들이 이전 의궤들과 

가장 다른 점은 도급(都給)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전 의궤들

에서는 장인들과 자재들을 직접 동원하여 직접 악기를 제작하거나 수

리하였다.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에 이르러 사부악기 및 일부 악

기들을 외부의 사공장에게 구매한 내역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부악기

의 현 만큼은 진찬소에서 직접 자재와 장인들을 동원하여 제작하였

다. 마침내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에 이르러 악기의 제작 뿐만 아

니라 사부악기들의 현(絃)까지 전부 도급으로 수급하였고, 수리 또한 

외부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악기의 현(絃)과 관련하

여 백사(白絲)나 조현장(造絃匠) 같은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외부의 사공장(私工匠)에서 악기의 현을 포함한 사부악기의 모든 

수리는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찬소에 동원된 장인

들의 규모도 매우 작아졌는데, 이는 외부의 사공장들의 역할이 많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전문적으로 악기를 제

작하거나 수리하는 사공장들이 등장하였고, 궁중에서 쓰이는 악기도 

이러한 외부의 사공장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하거나 수리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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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본 장에서는 17세기 제기악기도감의궤(1624)부터 19세기 후반 
고종정해진찬의궤(1887)까지의 악기제작과 수리 관련한 문헌들을 시

대순으로 살펴보고 궁중에서의 악기 수급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악기 수급방식은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제 1기는 ‘직접 제작 및 재료 진배(進排) 시기’이다. 진배란 필요한 

자재들을 각 담당관청으로부터 진상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의궤는 제기악기도감의궤(1624), 숙종기해진연의궤
(1719),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이

다.

이 시기에는 악기를 제작하거나 보수할 때 작업에 참여할 장인들을 

타 관청으로부터 동원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직접 채취하거나 관련 

관청에서 가져와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급방식은 조선시대 궁

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제 2기는 ‘직접 제작 및 일부 재료 구매 시기’이며, 이 시기에 해당

하는 의궤는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 사직악기조성청의궤
(1804),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이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악기 수급 방식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데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의 ‘무역질(貿易秩)’에 일부 악기의 주요 

재료를 구매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화폐가 제한적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화폐와 관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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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볼 수 있으나 자재를 구매한 내용은 없다, 이는 당시 제작한 

악기가 특수한 악기인 종과 경이기 때문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서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대부

분의 자재들을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였고, ‘재용(財用)’에는 총 사업비

용을 정산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이 의궤에서는 이전의 의궤들과 

마찬가지로 장인들을 동원하여 악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였다. 다만 

동원된 장인들의 원 소속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 3기는 ‘악기 구매 및 도급(都給)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의궤는 헌종무신진찬의궤(1848), ｢고종정해진찬의궤(1887)이다.

헌종무신진찬의궤는 악기구매 시기이다. 이 의궤에서는 대부분의 

악기는 순조기축진찬의궤의 제작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악기

들을 구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사부악기들은 모두 구

매하였는데, 아쟁의 경우 1부는 구매하고 1부는 직접 제작하였다. 아

쟁의 기록을 보면 아쟁을 구매하는 비용과 직접 제작하는 비용을 비

교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부악기들을 구매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현(絃) 만큼은 조

현장(造絃匠)이 백사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고종정해진찬의궤는 도급(都給)시기이다. 이 의궤에서는 대부분의 

악기제작 및 수리를 도급(都給)이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채선(彩船)

과 같은 아주 일부 물품들만 장인들이 참여하여 제작 및 수리 하였

고, 대부분의 물품들과 악기의 현(絃)까지도 모두 도급으로 외부의 사

공장(私工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해결하였다. 따라서 이 의궤에서는 

참여한 장인들의 수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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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조선시대 악기의 개념변화와 악기 수급 방식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의 악기(樂器) 개념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제 1기는 악학궤범(1493)으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

기(樂器)란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器]를 뜻한다. 이 시기의 악기

(樂器)에는 연주 관련한 것과 무용 관련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악기(樂器)의 개념은 예기(禮記) ‘악기(樂記)’가 쓰인 고

대(古代) 시대 이래로 계속 이어져온 개념이다. 이 시기에는 휘(麾), 

조촉(照燭)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연주신호용 의물과 적(翟)․약
(籥), 간(干)․척(戚), 둑[纛], 정(旌)과 같이 일무(佾舞)에 쓰이는 무구

(舞具)가 모두 악기(樂器)에 포함되었다.

제 2기는 사직서의궤(1783)와 경모궁의궤(1784)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악기(樂器)와 무기(舞器)가 분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휘(麾)와 조촉(照燭)과 같은 연주신호용 의물은 악기도설

(樂器圖說)에,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牘)과 같은 일무신호용 악기는 무기도설(舞器圖說)에 수록되었다.

제 3기는 증보문헌비고(1908)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악기(樂器)는 

음악(音樂)을 연주하는 도구[器]를 뜻하며 오늘날의 악기(樂器) 개념

과 같아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무기도설(舞器圖說)에 수록되

었던 일무신호용 악기인 순(錞), 탁(鐲), 요(鐃), 탁(鐸), 응(應), 아

(雅), 상(相), 독(牘)이 악기(樂器)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수록되었던 연주신호용 의물인 휘(麾)와 조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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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燭)은 악기(樂器)에서 제외 되었다.

조선 시대 악기(樂器)의 개념은 시대가 흐르면서 위와 같이 점차적

으로 변화하여 오늘날 사전적인 악기(樂器)의 개념 또는 학문적인 악

기(樂器)의 개념과 같아지게 되었다.

한편, 조선 시대의 궁중에서의 악기 수급방식은 세 단계로 변화되

었다.

제 1기는 ‘직접 제작 및 재료 진배(進排) 시기’이며, 궁중에서 필요

한 악기를 제작하고 수리하기 위해 장인들을 동원하고 자재들을 진배

(進排)받아 직접 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악기 수급방식은 이전 시대

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일반적인 궁중의 물품수급방식이다. 연구대상의 

의궤 중 18세기 중반인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1744)까지의 시기이

다.

제 2기는 ‘직접 제작 및 재료 구매 시기’이며, 18세기 후반인 경

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이후의 시기이다. 궁중에서의 악기수급 방

식은 이전의 의궤들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일부 재료들을 구매하여 

쓴 시기이다. 이 의궤에서는 연구대상의 의궤 중 화폐가 처음으로 기

록되어 화폐·상업경제가 발전하는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제 3기는 ‘악기 구매 및 도급(都給)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화폐사

용을 대대적으로 하던 시기이다. 19세기 중반의 기록인 헌종무신진

찬의궤(1848)에서는 궁중에서 필요한 일부의 악기를 구매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악기의 현(絃) 만큼은 궁중에서 조현장(造絃匠)이 재료

인 백사(白絲)를 가지고 직접 제작하고 있었다. 고종정해진찬의궤
(1887)에서는 처음으로 도급(都給)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궁중에

서 필요한 악기의 제작과 수리를 외부의 업체에 맡기고 비용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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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조현장(造絃匠)도 기록에서 사라지

게 된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의 악기 수급방식은 화폐·상업경제가 발달하는 

시대적 모습과 함께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오늘날과 같이 외부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시에 민간에서는 악기의 제작과 판매, 그리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공장(私工匠)들이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악기(樂器)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

았고, 제작의 측면에서 악기(樂器) 수급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주의 관점에서 악기(樂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

구성과들과 더불어 악기(樂器)라는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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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conceptual change in 

musical instrument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rough literature reviews of Royal Protocols 

Uigwe(儀軌) and Treatises on Music Akseo(樂書) of th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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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y, while examining the change in the procurement method 

of musical instruments from a manufacturing perspective.

This analysis found that the conceptual changes in musical 

instruments Akgi(樂器)  during th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initial period, represented by 

Akhak gwebeom(樂學軌範, Canon of Music, 1943), musical 

instruments refer to tools for Angmu(樂舞, music and dance 

performance). In the Akhak gwebeom, its 6th volume Abu ak ki 

doseol(雅部樂器圖說) introduces those instruments which do not 

make a sound, for example, Hui(麾), Jochok(照燭), Jeok(翟), 

Yak(籥), Gan(干), Cheok(戚), Duk(纛) and Jeong(旌). Such a 

concept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Joseon dynasty is 

different from  the one today that sees musical instruments as 

tools for playing a piece of music.

The second period, represented by Sajikseo uigwe(社稷署儀軌, 

1783) and Gyeongmogung uigwe(景慕宮儀軌, 1784), is when the 

instruments for music performance Akgi(樂器) and the instruments 

for dance performance Mugi(舞器) are separated. Akgi refers to 

the musical instruments used for music performance. Although 

Hui(麾), and Jochok(照燭), used for announcing the start and 

end of music performance, do not make a sound, they are 

musical instruments Akgi. Meantime, Mugi refers to the 

instruments used for dance performance. Those instruments 

which are used in Ilmu(佾舞 , dance performance accompanied 

by music) are Mugi such as Jeok(翟), Yak(籥), Gan(干),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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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k(戚). Yet, the concept of musical instruments in this 

period is still different from the one today. Hui(麾) and Jochok

(照燭) are still part of Akgi,  while instruments used in Ilmu 

are part of Mugi such as Sun(錞), Tak(鐲), Yo(鐃), Tak(鐸), 

Eung(應), Ah(雅), Sang(相), and Dok(牘).

The third period, represented by Jeungbomunheonbigo(增補文

獻備考, The Augmented Reference Compilation of Documents, 

1908), considers musical instruments as tools for playing a 

music that is the same as today. In this period, tools used in 

Ilmu for signaling become part of Akgi such as Sun(錞), Tak

(鐲), Yo(鐃), Tak(鐸), Eung(應), Ah(雅), Sang(相), and Dok(牘) 

which used to be recorded in Mugidoseol(舞器圖說, an 

illustrated book showing instruments for dance performance). In 

addition, Hui and Jochok, used to be recorded in Akgidoseol(樂

器圖說, an illustrated book showing instruments for music 

performance), are no longer part of musical instruments.

As such,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oncept of musical 

instruments has been gradually changed into the same lexical 

or academic ideas as today.

Meanwhile, through literature reviews of Royal Protocols 

Uigwe(儀軌)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and repairing of 9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 in the procurement method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royal court.

This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hange in the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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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initial period, 

represented by Jegiakgidogam uiwe(祭器樂器都監儀軌, 1624), 

Sukjong gihaesjinyeon uigwe(肅宗己亥進宴儀軌, 1719), Yongjo 

gabjajinyeon uigwe(英祖甲子進宴儀軌, 1744), Injeongjeon akgi 

joseongcheong uigwe(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1744), sees the 

royal cour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manufacturing of 

musical instruments,  while materials for the manufacturing are 

presented to the King. In this period, artisans are mobilized for 

the manufacturing and repairing of the musical instruments so 

as to meet the royal court’s need.

The second period, represented by Gyeongmogung akgi 

joseongcheong uigwe(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1777), Sajik akgi 

joseongcheong uigwe(社稷樂器造成廳儀軌, 1803), Sunjo gichukjinchan 

uigwe(純祖己丑進饌儀軌, 1829), sees the royal cour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manufacturing of musical instruments and 

purchasing of materials as needed. The fact that the royal 

court takes a direct part in the manufacturing is the same as 

in the initial period. Yet, the fact that parts of materials are 

purchased by the royal court is different from the procurement 

method for materials in the initial period.

The third period, represented by, Hunjong musinjinchan uigwe 

(憲宗戊申進饌儀軌, 1848) and Gojong junghaejinchan uigwe(高宗

丁亥進饌儀軌, 1887), sees the royal court ‘purchasing and 

contracting out’ the manufacturing of musical instruments. It is 

the same period when currency is widely used. The records in 

Hunjong musinjinchan uigwe show the purchasing of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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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instruments as needed. However, the strings of musical 

instruments are exclusively made by artisans with expertise in 

making strings with white thread within the royal court. In 

Gojong junghaejinchan uigwe, the concept of contracting i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is shows the change that the 

royal court pays the cost and puts out the manufacturing and 

repairing of musical instruments to contract. Accordingly, any 

written records about string artisans are no longer found since 

then.

With such research, this thesis could identify the fact that 

the procurement method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royal 

court of the Joseon dynasty gets changed gradually as the 

currency and commercial economy of the era develops, leading 

to allowing outside contracts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like today.

                                                               

Keywords : the concept of musical instruments, procurement 

method of musical instruments, manufacturing musical 

instruments, the Joseon dynasty, Uigwe, arti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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