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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라말 

송지 원 * 

『東國文敵備考』는 우리나라의 典章， 禮樂， 文物， 制度 전반을 정려한 것으로 영 

조의 명을 받아 1770년(영조 46), 9개월이리는 단기간에 편찬이 이루어진 닫I除의 

典籍이다. 象繹考 5권， 與地考 17권， 禮考 16권， 樂考 13권， 兵考 4권， 퓨.IJ考 7권， 

田眼考 4권， 戶디考 1권， 財用考 4권， 市羅考 2, 選瓚考 9권， 學校考 8권， 職官考

10권의 13考 분야에 총 100권의 구성으로 되어 었다 1) 이는 영조가 국가적인 규모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r동국문헌비고』의 초기적 연구로 학위논문얀 金尙烈， 1983 í東國文願備考의 서지적 연구'J，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광수， 1984 ír增訂文廠備考』의 藝文考 隔究J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후 
박인호， 1995 r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똥이 이루어졌다‘ 경제학 분 
야의 논문으로 김종혁， 2001 í f東國文敵備考』 에 나타난 漢江流域의 場市網과 交通*~ r경제사학~ 30 이 
보인다. 이후 지난 2007년 진단학회에서 제35회 한국고전 심포지움의 연구주제로서 『동국문헌비고』를 
다루었는데j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옥영정， 2007 ír동국문헌비고』에 대한 서 
지적 고찰"j r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 김문식 ， 2007 ír東國文敵備考J r禮考」의 자료적 특정J r진단학 
보~ 104 ; 박광용， 2007 ír東國文願備考』 편찬의 역샤적 배경J r진단학보J 104 ; 정숭묘， 2007 ír東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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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 집성을 생각하고 제도와 문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를 염두에 둔 결과 

물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고자 할 「樂考」는 『동국문헌비고』 전체 100권 

가운데 13권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지고」 와 「예고」 

에 이어 세 번째로 권수가 많다. 이는 『동국문헌비고』 가운데 「악고」가 「예고」와 

함께 쌍을 이루논 것으로 그 중요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영조 대에 처음 이루어진 『동국문헌비고』는 100권 40책의 규모로 편찬되었다가 

이후 정조 대， 순조 대， 고종 대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1908년(융희 2)에 250권 

50책 분량에 달하눈 『增補文敵備考』의 간행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잉 이처럼 『동 
국문헌비고』는 18세기 이후 주요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수정， 증보가 이루어졌고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참고하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책으로서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 3) 

『통국문헌비고』는 그 내용이 학문 전반에 걸쳐 있고 조선시대는 물론 그 이전 

시기로 소급하여 우리나라의 전장， 예악， 문물， 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적이며 

조선후기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각 분야에서 그에 대 

하여 고르고 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지난 2007년에 震樓學會에서 

기획하여 종합적 조명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진단학회에서 

이루어진 연구 또한 『동국문헌비고』 전체가 아닌 일부 분야만을 다루어 더 넓은 

흐딴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언식하고 그간 학계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동국문헌비 

고，j) r악고」 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국문헌비고J r악고」 

는 18세기 조선 사회， 즉 흐띨 전반에 걸쳐 가장 합리적인 지식 집성의 방식에 관 

한 고민이 심도 있게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국7까 주도하는 음악지식 集成이 어 

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전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동국문헌비고，.D r악고」의 편찰 의미와 내용， 편찬 방 

歡備考』 민속자료의 특정J ~진단학보.J 104 ; 김종수， 2008 í~東國文敵備考~ í兵考」 분석J ~진단학보』 
106 ; 문중양， 2008 í ~東國 · 增訂 · 增補文敵備考~ í象繹考」의 편찬과 영정조대의 한국 천문학j ~진단학 
보J 106 ; 정구복， 2008 í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J ~진단학회~ 106 흥의 논문이 그 
러한 결과이다. 영조대에 편찬된 『동국문현비고』의 번역은 없으나 이후 융회 2년(1908) 에 나온 『增補文敵
備考』의 경우 1979년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완역이 되었으며 신석호의 해제가 였다， 이 가운데 「樂
考」의 해제는 1988년 국립국악원에서 간행한 『韓國音樂資料輩書~ 27권에 수록된 張師動의 것이 았으며j 
역주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것 이후 1994년에 국립국악원에서 다시 역주한 것이 남아 있다‘ 

2) ~.동국문현비고』부터 『중보문헌비고』에 이르는 편찬과정에 관한 내용은 신석호(1979) ， 옥영정(2007) ， 김 
문식(2007) ， 정구웰2008) 등의 해제와 논문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더 01상의 언급은 
생략한다 

3) ~國朝寶鍵』 권67， í英r며J 11 영조 46년(경안， 177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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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를 다시 음악학 영역에서 분류해 본다면 음악이론， 음악사， 악기학， 오케스 

트레이션， 노랫말， 춤과 복식， 음악언， 재래악과 외래악， 말과 음악 등으로 나뀐다. 

이러한 분야는 현대 한국 음악학의 연구영역으로 모두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18 

세기에 음악학의 주요 분。F가 모두 제기되어 있어 한국음악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조대의 『동국문헌비고 . .lI r악고j는 이후 『증정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로 진 

행되면서 각 시기별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 삼자의 문헌 가운데 각 시기별로 「악 

고J 에 추가된 내용과 그 의미 분석은 조선후기에서 20세기 전반 음악 지식의 확장 

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18세기 조선음악， 『동국문헌비고..JJ r악고J ， r예고J ， 영조， 한국음 

악학 

접수일(2012， 2, 13), 심사시작일(2012， 2, 28), 게재확정일(2012， 3, 12) 



(Abstract) 

A Compilation Method for Knowledge about 18th Century 

Joseon Music 

Song, Ji-won * 

As a book composed of a series of books that was compiled within a short 

period of nine months, ( (Dongguk Munheon Bigo JK~)(J11(1ii!J~)) is a book that 

provides an overall summary of rules, decorum and music, and cultural systems of 

Korea in 1770 (46th year of King Yeongjo) upon the order of King Yeongjo. 

This is a product focusing on the restructuring of systems and culture at the 

national level in consideration of a compilation of nationwide knowledge by King 

Yeongjo. Concerning rAkgo ~~J to be reviewed by this paper, it involves 13 

volumes, which is not a small portion among the total of 100 volumes of the 

( (Dongguk Munheon Bigo)), and it is the third largest in number of volumes 

following rYeojigoJ and rYego m.l~J. This is represented both by rAkgoJ and r 

YegoJ out of the( (Dongguk Munheon Bigo)), which implies that it is very 

important. 

( (Dongguk Munheon Bigo)) , which was first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Yeongjo,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throughout later periods of King 

Jeongjo, King Sunjo, and King Gojong. Thus, it was ultimately completed by the 

publishing of the ( (Jeungbo Munheon Bigo Jj:fflj)(J11(1ii!J~)), which is nearly 

equivalent to 50 books of 250 volumes, in 1908 (Yungheui 2). As such, there was 

consistent modification and addition and complementation during every important 

period from the 18th century, and it is meaningful as a book that is poised in a 

crucial position that has been referred to whenever there was any national issue. 

r AkgoJ in the ( (Dongguk Munheon Bigo)) is meaningful as a previous case 

books that reveals the compilation method of knowledge about music, which was 

led by the government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most reasonable compil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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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keeping knowledge was being seriously considered throughout studies in 

18th century ]oseon society. Accordingl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compilation 

and compil따ion method of r와영OJ in the ((Dongguk Munheon Bigo)) are a very 

impoπant guide in terms of academic history, and it is meaningful as a book that 

disc10ses the compilation method of knowledge.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r와영OJ ， it compiled comprehensively knowledge 

about 18th century ]oseon music by intensively col1ecting the most key discussions 

in the fie1d of music during the times up to the period of King Yeongjo. Also, it 
shows the depth of thinking about the c1assification method for reasonable 

compilation. In addition, in recognition of the nature of the book, it was organized 

in a different way from that of existing music books. In c1assifying the fields 

inc1uded by r따영OJ ， again in the area of music studies, they may be c1assified into 

music theory, music history, musical instrument studies , orchestration, musical words , 

dance and costumes , musicians , traditional music and foreign music , and words and 

music. All of these fields have led to the research area of contemporary Korean 

musicology, which informs that research into Korean music studies has been 

continuous because all of the major fields of music studies were proposed already 

in the 18th century. 

Key Words 18th Century ]oseon Music, Dongguk Munheon Bigo 東國文敵備考，

따(g。 樂考， Yego 禮考， King Yeongjo, Korean mus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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