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離朝 構빼L에 나타난 훌禮樂의 變‘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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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결 론 

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燒軟로는 「嘉禮都藍構햄Lj. r國幕都構뼈Lj. r大射禮構軟J.

「寶印優뼈Lj. r瓚願塊戰都藍構軟j. r社樓뽑構뼈Lj. r實錄廳、蘇執j. r樂器造成廳嚴휩Lj. 

「營建都藍優軟j. r圍幸ζ J]p整理燒軟j. r位版造成都藍構軟j. r察器都藍樓뼈Lj. r整理월훌 

軟j. r諸王冊封樓뼈Lj. r尊뿔者rs藍↑義軟j. r宗願都藍構軟j. r親#構뼈Lj. r親훌훌構뼈Lj ， r豊

壞품立陣石優執j ， r華城城投燒軟」 둥이 1) 있으나， 이 가운데 進훌構뼈L 5종， 進體構휩L 

8종， 進廳{義휩L 3종을 제 외 하고는 물才나 훌禮樂이 연 행 된 기 록이 거 의 보이 지 않는 

다. 懷執는 국가의 큰 행사가 있었을 때 후세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願末， 嚴式

1) r 한국도서해제 J (서울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맑究所)， 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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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字， 準備物目， 音樂， 로才， 嚴節， 參與諸 g!， 所要經費 동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책 

으로까 의식절차와 음악은 대체로 비슷하다. 宮中音樂이란 그 用例에 따라 察禮樂，

會禮樂， 훌禮樂， 行樂， 軍禮樂 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연례악은 주로 「進훌j ， 

「進購 j ， r進廳」燒뼈L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훌禮는 宮中의 會禮， 朝寶， 議政府훌， 六

費훌， 中宮훌， 東宮훌， 宗親훌， 使民훌， 觀射훌 둥 그 종류가 다양하며 宮中音樂의 

곡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종조로부터 고종말기에 이르기까 

지 훌享에 널리 사용된 훌禮樂의 구성과 특정， 나아가 훌禮에 편성된 악기의 종류 

및 樂員 수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조선조 宮中音樂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進훌j ， r進體j ， r進團」의 {義註에 나타난 훌禮樂 곡목들 

을 年代別로 분류 記述하고， 搬豊亨之曲， 飛龍引 동과 같이 增補文歡備考나 각종 고 

악보에서 전혀 볼 수 없는 雅名을 차용한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곡들의 實

名을 여러 문헌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밝혀내고 또한 각 構휩L에 기록된 樂戀을 통 

하여 훌禮樂의 演奏 規模 및 樂員의 增減狀況을 堂上樂과 堂下樂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構軟를 통한 훌禮의 형태 및 양상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朝願朝 宮中音樂變遭史

의 통시적 고찰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1I. 본 론 

1. 의궤에 나타난 악식 및 옵악 

朝購朝 應、政을 분담 집행하는 기관인 六費 가운데 禮費의 산하 독립기관인 掌樂

院에서는 藝樂， 察享， 훌會， 朝會， 進厭 둥과 같은 宮中構式 中 音樂과 관련된 활동 

이 행해졌다. 국가적인 규모로 올리는 宗願， 園묘， 社樓， 先農， 先훌훌， 文宣王願， 風，쫓 

雷雨， 雪께e ， 城皇察 둥의 察享에서 察禮樂을 연주하며， 임금이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朝會하는 構式인 朝懷 및 朝參 때에도， 宮中의 잔치인 훌享에도 掌樂院의 樂生， 樂

I 연주가 반드시 포함되었다. 宮中잔치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進훌， 進體， 進짧으 

2) 張師動 r國樂大事典J (서 울 : 世光音樂出版社， 1984) , p.584. 

3) 이하 橫執는 생략하고 rJ로 그 뜻을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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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리워졌으며， 기근이나 가풍 동 국가의 폐해 또는 國喪중일 때에는 연기되거나 

잠시 폐지되었다. 이러한 朝蘇朝 훌享의 {義節을 기록한 構휩L를 모아 정밀히 調흉하 

여 훌禮樂의 樣相 및 變化를 살펴보겠다 4) 

(1) 세종， 성종조 : 조선전기 

世宗朝에는 시대에 따른 음악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世宗 13년 第 4 廳 進

食의 悔瑞之樂， 第 6 짧 倚皇恩之佳， 第 7 爾 빼짧樂之f支가 각각 r14년」 受明之樂， 夢

金R之佳， 五후仙之佳로 바뀌 었고 r樂學휩L節所傳」은 r13년」에 비 하여 第 3 題 文明

之曲， 第 4 뽑 猜皇恩之樂， 그리고 進食에 受明命으로 바뀌었으나 r14년」과는 同

하며 r13년 j. r14년」과 다르게 第 5 簡이 武烈之曲으로 第 6.7 뽑은 r14년」과 같이 

쫓金R之佳를 r13년」과 달리 第 8 짧에 動動之f支로 바뀌 었다. 

i!t宗 14년 3월 ζ표의 기록처럼 5) 會禮樂章이 재정되었다 r樂學뼈L範所載」 會禮훌 

懷에는 특히 第 5 짧이하 瑞f.ff.鳥古鳥之樂， 水龍n今之樂， 黃河淸之樂， 萬年歡地樂， 太lJ5-

年之樂에 뽑-樂으로 명기되어 있고 「高麗史樂誌」의 宋 詞樂 曲名과 동일하므로 椰康

交奏로 기록된 罷훌曲인 靖東方之曲을 제외하면 모두 詞樂， 즉 E톨樂으로 演奏한다. 

「樂學휩L範」 卷2 世宗朝율禮훌構의 기 록은 다음과 같다 6) 

“第五屬以上奏雅雙 其以下奏f삼樂” 

이와 같이 世宗r13년 j. r14년 j r樂學뼈L範」 所載의 기록은 한결같이 第五짧까지 

雅樂을， 第5屬 進食이하는 宋 詞樂인 庸樂을 연주하고 進9廳이 블나면 君몸이하 모 

두 山海珍味와 風樂으로 즐기고 성수만세를 부르며 이어 朝購創業의 공펙을 청송하 

4) 다만 歲節에 기록된 音樂은 樂諸가 없기 때문에 曲텀名을 文훌kj(料에 근거하여 분류 

시킨다. 

5) 世宗 14년 3월 ζ표(r세종실록」 卷55 : 23b-24a) 임금이 경연에 나가 參贊官 權효孫 

과 13년 가을에 정 한 會禮樂章에 대하여 다시 論議하다.1. 受寶錄 2. 觀天置. 3. 뼈 

皇恩 4. 聖澤 5. 빼짧樂 6. 牙拍 7. 舞鼓 慶金R 受明命은 樂府에 넣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빼種樂은 雜技로 會禮樂으로는 적합치 못하므로 詳定所와 論議하라하고， 夢

金R은 太祖의 功德을， 受明命은 太宗의 功德을 노래한 것이니 마땅히 거행하라 하 

고， 聖澤은 ‘海瑞之曲’라고 고쳤다 하나 議論할 것없이 廢止하라 하다. 

6) r樂學휩L範」 卷2 : 22b-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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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으로 파연된다. 

「世宗實錄」 卷 32의 기 록은 다음과 같다 7) 

“{월 읍禮홈今後훌享훌륭훌曲用靖東方天흉曲盛總歌꺼用應天曲華山別曲盛健歌以上領美祖宗功 

總應天曲以下歌永主上之傳”

이 시기에 행해진 世宗 15년 養老훌 樓節도 進흩훌훌t가 5옆으로 축소되었올 뿔 의 

식음악으로 雅樂과 倚樂이 대부분 사용됨은 슐禮훌 農註와 홉사하다 8) 

태종 9년 4월 기록에 의하면 훌享樂에 雅樂 및 廣樂을 개정하여 쓰도록 논의되었 

으며 9) 세종 14년에 다시 논의되고 창제되어 슐禮훌에 雅樂이 사용된다 10) 그러나 

이렇게 새로 제정된 會禮 雅樂曲들은 世宗朝에만 사용될 뿐 以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11) 

성종조에는 임금이 백관을 인솔하여 正朝， 쏟至 기타 경사일에 三大紀顆에 올리 

던 禮훌 및 공신진연， 육조， 종친부， 충훈부， 충익부， 의빈부 동에서 왕에게 올리는 

禮훌둥이 매년 여러차례 거행되었던 바12) 훌禮樂이 종종 연주되었다고 보인다. 

7) r世宗를錄」 卷 32: 17a. 世宗 8年 5月 己家

8) 世宗 15年 J:lG子 養老훌 : 進卓-후f架 休安之業， 進食-受寶緣之樂， 第 1 없 登歌 文

明之曲 文武 進食-훌f歌 觀天底之樂， 第 2 簡 후f架 武烈之曲 進食-휩架 受明命之業，

第 3 없 五후仙之f支 進食-黃河淸之樂， 第 4 없 牙拍之f支 進食-萬年歡之樂， 第 5 훌훌 

舞鼓之f支 進大體 太平年之樂， 이어서 靖東方之曲이 연주된다. 

9) r太宗實錄」 卷17 : 22a, 太宗 9年 4 月 己띠 
“上謂左右日 禮樂重事也 홈東方尙備훌훌習宗願用雅樂朝會用典樂於웰享送奏獅康樂홈L雜 

無ìJ;;:뿔禮樂之謂乎 雅樂乃훔樂參動改lE用之宗願用之朝會蘇享可옷 

10) r世宗實錄」 卷 55 : 28ab. 同 14年 3月 T$: “細經鐘 검謂詳定所提調日 初作雅樂之

時子愁只設於朝優意味及於會禮

11) r世宗實錄」 春 63. 同 16年 3月 丁쩔 .. “敎듭今後뚫日除會禮" 16年 이후에는 樂工

과 舞童들의 강화에 힘썼고 宮中꿇日에 會禮훌을 設해오던 것을 폐지해 버렸다. 宋

芳松 r韓國音樂通史J (서울; 일조각， 1984) , p.270. “ ... 세종이 후에 회례의식이나 

조회의식에서 아악이 더 연주되지 않은 것은 아악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단순하여 

재미가 없었기 때문인 듯하고， 예로부터 쓰이던 당악과 향악이 다시 새로 사용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송혜진， “조선조 진풍정에 관한 연구 r국악원논문집 J (서울 : 국립국악원， 1990) 
제 2 집 : pp.91-92 각주 4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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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實錄」 卷 98의 13) 

“ .. 鍾石웰五홉·자律IIIJ是謂雅樂 保太平與~樂定大業則是謂fít樂昌孫티雅樂則R用於文薦社樓 

而B如宗薦文ag앓朝賣朝훌~1I1j皆用 fít樂固不可不分tf1. .. " 

기록을 보더라도 역시 세종조 會禮훌 第 4 賣까지 연주되었던 雅樂이 늦어도 성종 

조에는 廢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嚴下의 出宮音樂올 훌f架에서 연주함은 세종조와 

마찬가지이나， 雅樂으로 연주되었던 出宮樂이 與民樂으로 변화되었음올 알 수 있다. 

世宗末期의 기록올 보면 다음과 같다 14) 

“ .. 與民樂致和平짧豊亨等樂 於公私薰享 井許通用 朝參及拜表훌 日 出宮時則與民樂용 朝옳 日

꼈훌宮時及拜表쫓迎릅UiJ行路時則與民樂令皆用黃鐘宮繼照堂朝參 B 陸坐時與民樂윷還內時與Iξ 

樂令皆用M洗宮

세종말기나 늦어도 성종조부터는 願下의 出宮時에 與民樂용을， 還宮에는 與民樂

令이 연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조에 연주되었던 武烈之曲， 瑞關蟲， 水龍n今， 黃

河淸， 萬年歡之樂의 康樂과는 달리 步虛子， 洛陽春 및 水龍n今引殺， 寶훌峰引殺， 憶吹

輔引殺， 折花三臺 둥의 康樂曲이 i寅奏된다 15) 또한 體案， 酒器， 盤兒를 올리는 構式

이 첨가되는데 이때 進酒器에 定大業의 곡명으로 사용된 량宇가 연주됨이 특이하 

다. 水龍哈올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康樂曲이 사용되었으나 罷훌曲은 世宗朝와 동 

일하다. 中宗 5년 국왕이 베푼 훌使닮樂에도16) 역시 雅樂의 사용은 보이지 않고 寶

聖朝令， 金願樂調， 夏雲dI훌調， 水龍n今， 金蓋子， 憶吹輔， 洛陽春調 둥 使폼을 위한 훌享 

의 연주곡은 모두 庸樂 일변도이다. 

13) r成宗實錄」 卷 98: 5a. 同 9年 甲子

14) r 世宗實錄」 卷 116 : 22a. 세종 29년 6월 ζ표.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둥 악은 공 

사연향에 모두 통용된다. 조참과 표문과 전문을 배송하거나， 소칙을 맞으려 할 때는 

모두 황종궁 여민락영을 연주한다. 계소당에 조참하는 날 승화할 때는 여민락만， 환 

궁할 때는 여민락영으로 한다 

15) 曲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高麗史樂誌」 및 「樂學휩L範」에서 홈樂曲으로 분류시킨 

자료에 의거하였다. 

16) 威和鎭 r李朝樂制源流」 卷下， (서울 : 大建高等學校， ;f훌紀 4287) , p .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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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종， 영 조조 : 조선중기 17) 

조선 숙종조 이후에는 여러 構휩L 가운데 특히 宮中훌享을 기록한 「進훌J ， r進體 J ，

「進짧」 둥이 본격적으로 편찬된 時期이다. 특히 이 중에서 숙종조의 그것은 進훌優 

뼈L의 最古本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進훌」이 편찬된 ζX年은 임금의 寶없이 六句이 되는 해로서 

“今1k 聖上入홉老所之흩 훌是三 텀年後 初有之훌"18) 

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眼愚으로 보지못할 뿐만 아니라 농사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進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가을로 미룬다. 이같은 경위로 열린 進훌은 初度 9 

월 18일， 2度 同月 21 일， 3度 同月 24일의 세차례 習構를 거쳐 9월 28일 景賢堂에 

서 설행되었다. 

景賢堂 進훌禮는 이와같이 임금의 靜擔올 염려하여 薦宗 32年(1706年)의 例에 

따라 7짧으로 올린다고 하였으나 실제 「輔宗實錄」 卷 44 및 同卷 55에 기록된 構

節은 9짧으로 設行되 었고 構節에 사용된 곡목은 輔宗 40年(1 714年) 에 第2.7뽑의 

進場春에 曲이 연주되지 않은 접만 다를 뿐 兩者 모두 동일하다. 

輔宗 45년 「進훌」은 r30년 J ， r 40년 J 9월의 構式節ì*에 비 하여 간략한 7簡올 올리 

는 慶式으로 구성되지만 響훌에 사용되는 악곡은 洛陽春이 연주되지 않은 점을 제 

외하고 大同小異하다 19) 成宗朝와 마찬가지로 훌享에서 雅樂은 사용되지 않으며 康

樂 일변도의 奏樂에서 차츰 獅樂의 곡이 첨가되기 시작한다. 願下의 出宮 및 還宮

17) 輔宗， 英祖의 시기를 조선후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張師助 r國樂

史年表」의 분류법에 의거하여 태조부터 명종까지를 조선 전기， 선조에서 영조를 중 

기， 정조에서 고종광무를 조선 말기로 구분시켰다. 

18) 이홍직 r국어대사전 J ， p.238 홉老， 홉老所， 홈社， 홈所라고도 말한다. 정 2품 이상 벼 

슬을 한 사람중에서 70셰 이상이 되거나 임금이 연로하면 여기에 참여하였고 太祖，

輔宗， 英祖 둥이 여기에 둥록하였다. 

19) 輔宗45年에 행하여진 홈老諸ê:훌의 樂曲도 또한 홉사하다 r輔宗實錄」 췄63下 : 

28a-29a. 上出 細慶賢堂-鼓Pj( 與民樂， 進酒器， 鷹案， 藍水， /J、勝 樂作， p읍-維天之 

曲， 第 1 廳-千年萬歲， 舞童入作， 進體案-五雲開瑞朝， 第2廳-井몰慢機， 舞童牙拍，

進漫-淸平曲， 第 3 짧-步虛子令， 舞童캠F錄， 進漫-夏쫓峰， 第 4 簡-千年萬歲， 舞童

舞鼓， 進揚-洛陽春， 第 5 짧-與民樂， 舞童}훌抽， 進大體-太平年， 이어서 與民樂 處

容入作 上還宮工鼓f只樂作 鼓吹 與民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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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으로 與民樂慢파 與民樂令이 연주되고， “ .. 與民樂獅홈交奏作"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훌享에는 훔용훌藥， 庸Êã 중심으로 연주되는 당악계 與民樂과 擺홈홉藥， 大쏠 

중심의 향악계 與民樂이 함께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성종조에 연주되었던 還宮樂， 折花三臺， 金願樂， 憶吹聊引殺은 輔宗이후 훌享에 

연주되지 않고， 五쫓開瑞朝， 千年萬歲之曲， i홉平曲， 太2f5.年之樂이 새로운 庸樂曲으로 

그리고 桓桓曲， 井둠慢機， 維皇曲의 椰樂이 또한 첨가된다 21) 건국의 공덕올 칭송한 

곡으로 특별히 罷훌올 장식해 왔던 前代와는 달리 신라 이래 전통을 지닌 오락적인 

後度 處容舞로 罷훌함이 22) 특징적이다. 또한 이 시기 이후 훌禮樂의 願下 入出宮時

에도 통상 사용되는 與民樂이 본격적으로 奏樂된다. 여러 차례 嚴式이 행하여진 기 

록이 남아있으나 이 시기 「進훌」 기록은 숙종조나 이후 왕조의 그것에 비하여 소략 

하다. 

「英祖.錄j ， 卷 60; 20b • 21b. 同 20年 10月 f한ßi;年 •• 上受進훌手뽕政짧 

卷107 : 28a-30a. 同 42年 8月 甲子年 .. 中宮앓 進홉廣 

卷112; l1b. 同 45年 2月 J:lG寅年 .. 鄭政밟受훌 

卷120: 12b-13a. 同 49年 3月 康甲年

英祖 20年 「進훌」은 9廳올 올리는 嚴式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숙종 45년의 賽

享보다 오히려 숙종 32년의 懷式과 더욱 홈사하다. 

휘톨宗朝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훌享올 위하여 與를 타고 出動할 때나 罷훌후 없!l:Jl줄 

20) 여타 이전 시대의 與民樂慢은 훌f架에서 연주되며 그 악기편성을 보면 대개 당피려， 

당적 동 당악기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 純祖 초기까지는 雅名이 쓰이지 않으며 成宗朝 훌享에 주로 연주되었던 庸樂曲이 

갑자기 숙종조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며 「世宗實錄」 卷47. “이조 세종 

에 이르려 소위 훔樂이란 것의 수가 감소하여 당시 실제 연주된 곡은 30여콕 뿐이 

었다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30여 곡이 갑자기 2곡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논리적 

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康樂曲名은 雅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조선말기에는 더욱 쓰임이 없기 때문에 椰樂曲名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純宗朝 연주된 五좋開瑞朝의 「英祖寶錄」 卷69: 9b. “王世子受朝參時 鼓吹童減 出宮

時容훔樂五雲開瑞朝의 기 록을 보아도 그러 하다. 

22) 張師助 r增補韓國音樂史 j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6) , p .459, “ .. 前度處容舞와 後

度 處容舞 가운데서 오락적인 後度 處容舞로 파연을 장식하는 

、‘ / 0 



을 나가 還宮할 때에23) 

“ .. 上之出入與많下拜禮 皆用與民樂 黃鐘宮

의 기록처럼 與民樂와 與民樂令을 각각 奏한다. 優式중 첫번째 小購이 올려질 때 千

年萬歲曲이 與民樂令으로， 第 3 廳 進楊의 淸2fi曲이 同-曲으로 보이는 淸樂曲으로 

바뀐 점 및 構式절차 중 厭짧하기 前에 唱樂章이 이 시기 이후 새롭게 첨가된다. 

(3) 순조， 헌종， 고종조 : 조선 말기 

@ 순조， 헌종조 

순조조 편찬된 構휩L는 1827年 丁~ r進廳J ， 1828年 IX子 「進뽑 J ， 1829年 ζX 

「進훌훌」 퉁 3種이 전 하는데 이 가운데 2種의 「進뽑」은 3뽑을， 1種의 「進體」은 明政

願과 慧慶願에서 각각 9없 . 7題을 홉f짧하는 構式으로 거행된다. 

純祖 27年에 淵德顯德景仁純禮願下와 明敬王~ 兩願의 千千萬壽를 위하여 올린 

이 進훌훌續는 T~ 7月 25 B 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 

“禮뽕뼈j書鐘永 티 進윷興 i훌훌훌皆有빼f歸禮 今짧샘훌節何而월之好 .. 

令 日 不必以進훌i훌훌훌훌용名 정§設小뽑以짧識慶而 內申進隱優節$홉近省約今짧용n從f률윈톨$훌以進 

樓註以進뽑優짧之可也 

이와같이 3짧을 올리는 간소한 構式으로 거행된 이 훌構는 丁갖年 9月初 10 日

慧慶願에서 設行되는데， 이에 앞서 3度 習憐 및 3度 內習優를 거친다. 

조선전기， 중기에 設行된 禮훌의 악곡과 양상이 달라지는 순조조 餘他 構휩L와는 

달리 27年 「進짧」은 비교적 영조조 음악을 그대로 계승함과 동시에 每曲에 登歌，

輯架의 구분을 확실시하였다. 

숙종조 이래로 연주되었던 五훌開瑞朝， 千年萬歲之曲， 淸平之樂， 步虛子令， 洛陽春

둥 훔樂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이 시기 構뼈L 이후 步虛子令， 洛陽春，

五쫓開瑞朝를 제외한 康樂曲이 훌享에서 연주되어진 예는 찾올 수 없다. 先代 여러 

23) r英祖實錄」 卷116 : 22b. 同 47年 4月 ζ표 

24) r丁갖進짧優軟」 卷1. 丁종 7月 25 B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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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왕조 훌禮의 願下 出宮 및 遺宮時 연주되었던 與民樂과 五좋開瑞朝 역시 계속 사용 

되는데 특히 이 시기 이후로는 연주에 앞서 鼓吹를 먼저 올린 후 奏樂한다. 第 1 厭

廳前 연주되는 和明之曲， 覆熙之樂. }順安之樂을 훌禮曲名으로 처음 사용하는데 이 

곡에 관한 기타 實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居樂인지 혹은 鄭樂인지 알 수는 없 

다. 그리고 이 純祖 27年 「進뽑」에는 廠簡慶式에 소략하게 淸平之曲과 千年萬歲之

曲의 2曲만이 계속 交奏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동일한 3屬으로 올려지는 28年 「進뽑」은 의식의 주체자인 願下와 

王如께 각각 헌수하는 점에서는 27年 「進뽑」과 동일하지만 優式에 사용된 악곡은 

현저히 다르다. 

숙종조 이후 하나의 훌禮樓式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지속적으로 연주되었던 廣樂

曲들이 순조 29年 「進體」에서 五좋開瑞朝의 연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훌禮에 步

虛子廣， 洛陽春 이외의 康樂曲 사용이 없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이 

와는 달리 鋼樂曲의 雅名으로 보이는 다수의 曲에 부기된 鄭康交奏의 명칭이 두드 

러지게 증가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椰康交奏로 명명된 이러한 曲들이 椰樂과 康樂

의 交奏이건 혹은 물才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되는 삼현육각편성의 곡이건 간에 이것 

은 獅樂器 康樂器의 구분이 불분명해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獅樂曲임을 의미하는 것 

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이외의 곡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종조 연 

례에 與民樂慢， 與民樂令 그리고 與民樂鄭康交奏의 기록으로 미루어， 적어도 이 시 

기 이후 당악계 與民樂과 향악계 與民樂으로 나누어 연주되었고， 이 시기에도 與民

樂慢， 與民樂令， 與民樂鄭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숙종부터 적어도 순조까지는 椰

樂， 庸樂으로 나누어 연주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 29年 願下둥극 30年 경 축으로 올려 진 進體禮는 28年「進顧」과 마찬가지 로 

급속한 居樂의 감소와 급증한 鄭樂의 연주를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廢式 절차의 짧과 滾을 올릴 때 음악 2曲， 물才 1번씩 공연되던 조선 전기， 

중기 와는 달리 순조 28年 「進廳」과 29年 「進體」 이 후의 많의 훌禮에 서 는 屬과 港

을 올리고 계속해서 味數， 別行果， 花盤， 茶， 體頭를 올리는 歲式이 첨가되는 동시에 

이 때마다 매 차례 독이 연주된다. 각 簡마다 오랜 전통의 무고， 아박， 향발무의 공 

연 뿐만 아니라 새로 창작된 쫓金R. 長生寶훌， 厭仙挑， 빼찮樂， 홉훌延長， 빠皇恩.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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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臺， 創器像， 船遊樂， 五후仙， 寶相舞， 佳A햄뺑판 동 10여 종 이상의 물才가 공연 

된다. 또한 嚴式의 주체자인 嚴下 혹은 王뾰만이 嚴式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默

醫한 王世子， 王世子續， 宗親， 君Ii! 둥 다수 참가하는 훌歲로 構式절차가 대단히 화 

려해지고 복잡해져감을 알 수 있다. 

순조 29年 「進鷹」 웰훌式과 홉사한 憲宗 14年(1848年)JX:辛 「進體」은 大王大뾰의 

六쉽] 및 王大姐의 望五를 송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훌歲로써 內進鷹 6度의 쩔嚴를 

거쳐 3월 17일 째時 通明願에서 大王大姐願 進鷹이， 3월 19일 J]P 時 同願에서 大願

슐劃이 각각 設行된다. 

이 훌歲는 여타 進廳禮처럼 3뽑을 올리는 小簡훌樓임에도 불구하고 各짧에 다양 

한 構式이 삽입되고 순조 말기 증가되었던 로才에 또 다시 響짧舞， 關東舞가 공연 

되며， 이전 왕조 훌禮優節중 漫을 올릴 때에는 공연하지 않았던 물才가 추어지고 

또한 숙종조 이래로 불리웠던 先唱樂章에 이어서 새롭게 後唱樂章올 이 시기에 삽 

입시키는 둥 점차적으로 慶式의 단순함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훌禮에 사 

용된 곡들로는 순조 말기와 비슷하게 康樂으로 步虛子令이 연주되고 급증한 椰康交

奏， 致和平 그리고 壽齊天이 물才件奏曲으로， 현재 훌齊天의 雅꺼으로 불리는 井둠 

과 萬波停息之曲 둥이 쓰이는 鄭樂曲 일변도인 훌禮樂이 꾸며진다. 

@고종조 

이 사기에 편찬된 f훌휩L는 전체 「進훌J ， r進짧J ， r進體」의 반수 이상을 차지할 만 

큼 많다. 構註에 기록된 構式節$도 조선전기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까 

다로와지며 훌燒時 연주되는 樂曲과 물才의 數 역시 전기에 비하여 쩔 수 없올 정 

도로 증가된다. 

高宗 5年 「進體J (l 868年) 歲式은 大王大姐默 內훌으로 內進훌훌 習歲를 단지 한차 

례만 한 후 12월初 6 日 未時 康寧願에서 설행된다. 大王大姐， 嚴下， 王힘， 大院君，

君橋A 둥이 참석하여 올린 이 훌歲는 조선조 여타 훌享 가운데 가장 짧은 2뽑올 

올리는 樓式으로 거행되었으며， 특히 물才의 기록이 없는 점이 이례적이다. 그러나 

훌享의 특성상 물才가 없을 수 없으므로 의궤에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진다. 

14年 「進體J (l877年) 嚴式 역시 大如嚴 內進훌훌歲로써 5度의 習構를 거쳐 12月初 6 

日 辰時 通明願에서 설행된다. 5題을 大姐께 헌수한 후 순조 말기의 훌享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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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f짧한 직계왕족 즉， 願下， 王姐， 王世子의 食 및 體을 올리는 樓式이 첨가되고 禮

에 따른 음악 및 물才가 연행되는 동 화려한 훌享이 이어진다. 24年 「進鷹J (1887

年)僅式은 

“ .. 慧聖톨tf;將八句實我家빼有之大흩tf! .. 

의 기록처럼 大王大뼈의 八句을 경축하기 위하여 거행된 훌享으로서 5度의 習歲를 

거쳐 大王大힘 內進鷹올 iE月 27 日 辰時 萬慶嚴에서， 大嚴會햄을 28 日 同時 同嚴에 

서 設行， 그리고 王世子會힘이 298 同時 同願에서 거행된다. 홈宗 29年 「進廣」

(1892年) 歲式은 9月 24 日 때時에 3度 習歲를 거 친 動政願 外進體올 열고， 폼 日 辰

時 6度의 習歲를 거친 康寧願 內進體을， 그리고 王世子會配이 이틀 후 康寧願에서 

설행된다. 

甲午更張이 일어난 1894年 이후 조선왕조는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大

韓帝國을 선포하며 年號를 光武로 바꾸는 둥 일련의 정치적 문화적 개혁을 단행하 

게 된다. 1897年 비로소 宮戀之옮IJ 를 정 한 후25) 원구， 종묘에는 八f캄舞를， 中祝에는 

六껴舞를 각각 쓰기로 한다. 1902年 광무 5年에는 「進體」과 「進훌」이 편찬되었는데 

辛표年 「進體」의 기록을 보면 優禮가 5簡으로 明憲太탐宮(孝定王E의 “寶홈望八검] 

之慶年’'(71 歲) )을 맞이하여 5度의 習優를 거쳐 陰歷 5월 14일 異時에 열고? 大嚴會

剛은 同月 16일에 皇太子會햄이 18일 각각 慶運堂에서 설행되며 폼 R 會配， 再혐日 

슐홈낀 優節은 丁흥年 즉， 高宗 24年 「進體」의 例에 따르기로 한다. 辛표의 「進훌」은 

7윌 26일 高宗皇帝의 滿五句之慶年의 꿇辰을 領祝하기 위 한 훌燒로 9뽑의 外進훌 

이 3度의 習嚴를 거치고， 7짧의 內進훌이 6度의 習構를 거쳐 7월 26일 째時 成寧願

에서， 皇太子會配이 同月 29 日 辰時 同願에서 거행된다. 

光武 6年 4月 설행된 「進훌」은 임금이 홉社에 들어간 뒤에 동궁이 상소하여 경사 

를 베풀기를 청하여 거행된 것으로 光武 5年의 「進훌」과 마찬가지로 9짧의 外進훌 

및 內進훌이 4월 23일 째時와 뀔日 辰時에， 그리고 皇太子會햄은 25일 同時에 成寧

願에서 설행된다. 고종 광무 6年 11월 「進훌」은 聖壽가 望六(51세)이고 登極한 지 

25) r增補文厭備考」 卷97 ， 樂考8 : 17a. “光武元年始定宮縣、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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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年의 기 념 으로 거 행 된 훌優로 外훌 3度， 內훌 6度의 習歲를 거 쳐 大嚴外進훌 11 

月初 4 日 뿔時에 內進훌은 初八日 뿔時， 皇太子會勳 初九日 뿔時에 中和嚴 및 觀明

嚴에서 각각 9홈과 7짧으로 설행된다. 

순조 초기의 훌享 가운데 每없 2-3회 정도씩 거행되었던， 음악을 수반한 여러 

음식올 올리는 厭鷹憐式이 순조 말기 이후 차츰 증가되어 고종 말기에는 1없에 8-

9차례로 그 의식절차가 증가한다. 또한 각 爾에 1번씩 추어지던 물才도 2번 이상 

추어지는 퉁 급기야 願下의 칭호가 皇帝로 바뀌는 20세기초의 훌륭I에서는 1폼에 

10차례 이상으로 厭鷹歲式이 확대되며 皇才 역시 4차례 연속적으로 공연이 되는 

퉁 宮中훌禮嚴式의 화려함이 극도에 달한다. 

제한된 연주곡목으로 순조 29年 이후 엄청나게 늘어난 호화로운 궁중잔치의 절차 

에 매차례 연주하기 위해서는 樂生， 樂工 둥 樂員들이 결국 없存樂曲名 대신에 물 

才이름이나 적당한 庸樂曲名 혹은 어디에선가 빌어서 사용한 倚名 즉， 雅名올 사용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훌享에 사용된 음악은 이미 椰樂化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康樂曲의 2曲

(步虛子， 洛陽春)과， 獅廣交奏로 표시된 수십여개의 곡 그리고 증가한 물才반주를 

위한 새이름 곡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雅名은 宋 詞樂名， 康樂물才名 혹은 詩樂에 나온 곡명 

이나 樓式에 올리는 致詞 그리고 그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둥 적당히 그 의미가 

좋은 글을 벌어다 사용한 것들이다. 樓式에서 음악만 연주되는 곡에는 거의 ‘椰훔交 

奏’라고 병기되어 있는데， 曲名의 일부분만이 현재 사용되는 雅名 및 原名이고 대부 

분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雅名으로 그 시기마다 잠깐 새로 만들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의 추정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선말기의 음악관계 문헌에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당악곡 전래의 기록이 없고 이 

미 전래된 廣樂들도 鄭樂化되어가는 추세였으므로 ‘獅廣交奏’로 표시된 많은 곡들을 

모두 새로 유입된 庸樂曲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대부분의 로才 반주곡들은 

‘原舞曲’의 기록이 병기되어 있는데 이 곡들은 대개 19세기 후반의 기존곡에서 변주 

곡을 파생시키며 발전되어가는 음악인 步虛子， 짧九如之曲， 壽延長之曲 및 管樂器

中心의 악기 편성인 사관풍류로 총칭되는 水龍땀， 뚫陽春， 慶豊年 그리고 현재는 기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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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독주곡으로 연주되는 쫓天釋日之曲을 비롯하여 청성자진한잎， 界樂， 平調슐相， 

萬波{훔息之曲， 길염불 둥의 곡명에서 차용한 것임올 알 수 있다 26) 

이렇게 볼 때 고종조의 훌享에 사용된 음악은 소수의 鄭樂化된 廣樂曲과， 몇개의 

제한된 곡에 수 많은 雅名올 붙여 만든 곡을 사용한 즉， 椰樂曲 일변도로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會禮훌으로 총칭되던 조선조 초기 세종조 훌歲에 사용된 악곡은 당시 새 

로 제정된 雅樂과 宋 詞樂， 즉 康樂이 주류를 이루며 椰樂으로는 단지 罷훌曲인 靖

東方曲만이 연주된다. 그러나 성종조에 이르러 세종때 최소한 5屬까지는 연주되었 

던 雅樂은 폐용되고 대신 庸樂의 수가 크게 증가된다. 조선 초기 훌享의 웰훌節은 훌t 

團하는 흩훌數와는 관계없이 1뽑마다 1번씩의 樓 또는 食을 올리는 매우 간소한 構式

으로 행해진다. 조선 중기 이후 숙종 · 영조조에 이르면 훌禮樂은 廣樂과 2-3곡으 

로 증가된 椰樂曲으로 거행된다. 이 시기의 優節은 廳을 올리기에 앞서 女f令 2A이 

先P블樂章을 부르고 體案， 小體， 花， 藍水 둥 몇가지 禮를 올리는 점을 제외하면 조 

선 전기에 비하여 큰 차이점이나 변화없이 거행된다. 그러나 순조 · 헌종조에 이르 

면 지금까지 훌禮樂을 주도해 오던 庸樂曲이 급감하는 한편， 늘어난 構式절차와 증 

가추세에 있는 물才의 반주를 위한 음악으로 보이는 다수의 雅名이 생져난다. 雅名

은 물才반주곡에 사용된 것과 ‘鋼庸交奏’가 병기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곡들 

은 앞의 설명대로 거의 獅樂曲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훌禮는 더욱 복잡해져서， 항 

상 第 1 훌t簡에 앞서서 先P昌樂章올 부르고 마지막 醫올 올린 후에 後U昌樂章올 첨가 

시키며 각 짧마다 훌禮樂들을 수반한 여러 構式을 거행하게 된다. 조선 말기 고종 

조에 이르면 廣樂曲은 단지 步虛子， 洛陽春의 2곡만 남고 모두 雅名의 했$樂曲으로 

연주된다. 또한 嚴式에 先P읍樂章， 後P블樂章 이외 立P읍이 더 첨가되고 1짧에 10번 

이상의 構節에 수반되는 음악연주의 횟수도 늘어나며 每簡에 1번씩 공연되던 물才 

또한 3-4차례로 증가하는 둥， 조선 초기나 중기에 비하여 규모나 절차가 극히 호 

화로운 훌享으로 변모된다. 

26) 본 論文의 本論 제 2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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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궤에 나타난 아명과 실명 

훌享의 진행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개 願下가 與를 타고 훌享이 열리는 앓으 

로 나타나면 樂工이 일어나 鼓祝을 울리고 始樂을 알린다. 嚴下가 陸座할 때까지 

훌f架를 올리고 承듭가 入就位하고 사관 2인이 分諸하면 東西전하가 모두 冊代한 후 

훌享에 따라 進處과 進뽑을 번갈아가며 짜여진 술잔의 훌t갖에 맞춰 樂과 舞를 공연 

한다. 嚴式이 거의 끝나고 澈案하면 轉했四拜興2J5-身한 후 禮畢올 알리고 이어 전하 

는 降座하여 還宮한다. 그리고 입장한 순서대로 퇴장하면 훌享은 모두 끝난다. 이처 

럼 진행되는 優式節次에서 音樂과 물才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조선 전기와 중기의 

훌享에서 훌禮樂은 每짧에 1 번， 漫을 올릴 때 1 번， 물才에 1번씩 연주되는데 비하 

여 순조 말기 이후 훌享에서는 編과 뽑을 올릴 때 이외에 훌E葉， 훌훌案， 藍水， 小醫，

大薦， 題頭， 茶 둥을 올리는 의식 중 최소한 3-4가지의 절차가 더 포함되며 매 의 

식마다 음악이 연주된다. 또한 厭簡構式에 수반되는 물才 외에도 厭뽑歲式 전후에 

4-6차례씩 다양한 뭉才가 추어지며， 高宗 光武 6년에 이르면 조선 전기 연향에는 

每團에 1번씩만 추던 것을 무려 4번씩 공연하기도 한다. 물才에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만 하는 掌樂院의 악사들은 한정된 기존의 훌禮樂曲에 적절한 새로운 명칭올 

붙여 급중한 물才에 따른 다양한 반주곡을 사용함으로서 훌享을 더욱 화려하고 풍 

성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훌享에 연주되는 歲禮音樂은 용례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앓下나 大王大없 둥 훌歲의 주체자가 與를 타고 嚴慶에 陸座할 때와 農式

이 모두 진행되어 罷훌한 후 降座하여 陸興하고 거동하여 꼈톨宮할 때 연주되는， 즉 

의식의 주인공이 훌享이 거행되는 前後에 宮으로， 또는 宮에서 이동할 때에 연주되 

는 行步用音樂이며， 둘째로는 홉享이 벌어지는 동안에 體이나 食， 編이 올려지는 의 

식에 사용되는 순수하게 음악만 연주되는 行禮用音樂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을 

더욱 화려하고 흥겹게 꾸며주는 물才伴奏用音樂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7) 실제적으 

로 훌禮에 사용된 곡들은 行步用이거나 行禮用이거나 간에 상호 중복되어 사용되는 

데 특히 行步用音樂은 다른 두 종류의 음악과는 달리 雅名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27) 行禮用음악이라고 명명하면 優式을 행할 때의 음악 모두를 가리킬 수 있겠으나 본 

考에서는 의식 중 로才를 제외한 의식 절차의 반주음악만을 의미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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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특이하다. 

조선 전기 및 중기의 훌禮樂曲들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또한 그들 곡이 實名 즉 

原名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론의 필요성이 없지만 조선 말기의 훌禮樂曲들은 

거의 雅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實名올 알기 전에는 실제 어떠한 곡이 훌禮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들 雅名들 증 원명 추적이 가능한 곡들은 각종 

構뼈L에 기록된 原曲名， 國樂大事典 그리고 기타 여러 문헌올28) 근거로 하여 그 實

名올 밝히려고 한다. 

(1) 행보용 음악 

行步用으로 사용된 음악은 雅名의 기록이 없으며 거의 幹架에서 그 연주를 담당 

하고 다음 표와 같이 특정한 몇 곡이 지속적으로 연주된다. 

時 期 出 r옵~ 챙훌 r옵-

世宗 隆安之樂 隆安之樂

成宗 與民樂慢， 聖壽無§훌慢 與民樂令， 步虛子令， 還홉樂 

빼宗 鼓吹，與民樂慢 異民樂令

英祖 與民樂慢 與民樂令
」

純祖 27 年 鼓吹， 與民樂令 與民樂令，五쫓開瑞朝 

28年 五쫓開瑞朝庸 水龍P今

29年 鼓吹， 與民樂令， 井둠慢機 與民雙令， 步虛子令， 鼓吹

憲宗 14年 井몹慢機令，與民棄令 水龍n今

高宗 5年
--1----

井봅慢機令 水龍n今

14年 井물慢機令 水龍n今
1---- γ 

井용慢機令 水龍n今24年
」← ._---------

29年 鼓吹， 與民樂令， 步虛子令 與民樂令， 步虛子令， 鼓吹

yt武 5年進體 步虛子令， 與民樂令 椰康交奏

5年內進훌 鼓Pjc， 步虛子令 步虛子令，與民樂令，鼓吹

r-긍~1}.꿇좋一- ‘---------------‘ 
鼓吹， 洛陽春， 步虛子令 步虛子令，洛陽春

6年 4月進훌 鼓吹， 與民業令 步虛子令，與民樂令，鼓吹

6年 4月進훌 洛陽春，步虛子令 步虛子令， 洛陽春

6年10月 鼓吹， 步虛子令 與民樂令， 鼓吹

6年10月 洛陽春，步虛子令 步虛子令，洛陽春
~-

28) 각종 歲뼈L에 기록된 雅名 가운데에는 그 옥의 原、名이 기록된 독들이 있는데 그들 

을 모두 검토하여 공통된 독을 조사함. 張師動 r國樂大事典J， r增補文厭備考」 및 

기타 고악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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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 초기에는 「世宗實錄」의 기록과 같이 29) 出宮 및 還宮에 隆安之樂의 한 곡 

으로 통일시켜 사용한다. 그 후 세종 29년의 기록에는30) 與民樂慢파 與民樂令을 사 

용한다. 

“朝參及拜表훌 日 出宮時則與民樂慢 朝훌 8i톨宮時及拜表쫓 日迎助行路時則與民찢훌令皆用훌뚫宮” 

英祖 25년의 기록과31) 同 47년의 기록은혹) 다음과 같다. 

“出宮時用康樂五훌閒￡뿔朝及尾後웹….(中I홉) ••• 入宮時奏響陽春”

“上之出入與멀下拜짧 皆用典民業賣鐘宮

이와같이 임금의 행차에 연주되는 곡은 시대와 왕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으 

나 거의 동일한 몇 곡으로 계속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행례용 음악 

여기에 해당되는 음악들은 훌禮 嚴式節ìX중 鷹， 味數， 藍水， 陽， 大購， 小購 둥올 올 

릴 때와 연례 의식중 주체자가 受훌時 연주되는 물才의 반주음악 및 入出宮올 제외한 

諸音樂들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 후기 연례악에 사용되는 다수의 雅名들은 原名이 기 

록된 곡들과 ‘鄭康交奏’의 기록이 명기된 곡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樓뼈L에 

頂曲名이 기록된 것들은 그 이전부터 연주되어 온 곡들로서 與民樂令， 水龍U今， 洛陽春，

步虛子令 둥인데 이들 곡에 붙혀진 雅名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29) r世宗實錄」 卷15 : 2a. 同 13年 正月 辛未 “今正至受朝쩔出入之樂皆用隆安끼， 同卷

59 : 3ab. 同 15年 春 正月 辛西 “ .. 宗願及朝會樂嚴下團降出入隆安之樂뾰用八句黃 
鐘 .. 

30) 張師動 r韓國音樂史年表J (淸州 : 淸州大學校出版部， 1990) , p.131. r世宗實錄」권 

116 : 22a. 동 29년 6월 을축 “조참과 표문과 전문올 배송하는 날 출궁에 황종궁 

여민락만을， 조참하는날 환궁할 때와 전문을 배송하거나 소칙을 맞으려 행차할 때 

는 황종궁 여민락령을 연주한다 

31) Ibid, p.188. r英祖實錄」 권69: 9b. 동 25년 정월 병자 “출궁에 당악오운개서조와 미 

후사를 쓰고 .. 입궁에 낙양춘을 연주하고 

32) Ibid, p.191. r英祖를錄」 권116: 22b. 동 47년 4월 을축 “전하 출입과 신하배례에는 

여민락 황종궁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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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民樂令
玉爛春之曲，활i障之曲， 長生之曲， 拜慶成之曲， 華封=祝之曲，慶樂之曲，
吉피후之曲， 五쫓鳳來之曲， 萬훌훌永無@톨引之曲， ;J후좋之曲， 

水 龍 n今
萬흩훌長樂之曲， 問陸之曲， 萬歲長樂之曲， 주香鳳紹之曲， 五雲仙훌훌引子， 樂
千秋之曲， 樂萬歲之曲

彩雲罵樂之曲，熙安之曲，樂萬春之曲，찢聖朝，祝和之曲，樂萬年之曲，天 

洛 陽 春
錄永昌之曲，山河玉層長之曲，萬千春之曲，承華之曲， 日重輪之曲，쩔萬明 

之曲， 四方來寶之曲， 萬斯年之曲， 萬方寧之曲， j兄聖A之曲， 쫓홈高萬歲之 

曲，太平春之曲，天뼈海홍콩之曲，萬歲聲之曲，厭天훌之曲，祝有餘之曲 

慶錢無훌훌之曲， 乾淸坤寧之曲， 萬年春之曲， 箕훌五福之曲， 瑞日縣쫓之 
步虛子令 曲，天命維德之曲，萬盧太平之曲，天命維新之曲，萬年無짧之曲，찢훌泰훌훌 

固之曲，春台玉爛之曲，萬{意千春之曲，太平萬年之曲，慶太平之曲

井물慢機令 大明之曲，天保之曲

두번째로， 原曲名의 기록없이 }郞庸交奏만을 병기한 곡들인데， 앞에서 살펴본대로 

이들 雅名을 構뼈L에 기록된 原名이 있는 곡들과 현재 전해지는 雅名 그리고 張師助

著 r國樂大事典」 둥을 통하여 그 원명의 확인이 가능한 곡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步虛子令
八千짧春之曲，萬歲聲之曲，淸平樂之曲，吉j챔之曲，萬{훌千春之曲，祝天 

홈之曲，續玉핸훌훌之曲，八주篇春之曲 

步 虛 子 慶太平之曲，長春不老之曲，萬方寧之曲

洛 陽 春
祝華之曲，寶聖朝之曲，훌f天훌之曲，月重훌훌之曲，永南山之曲，j!l萬明之 

曲，箕壽永昌之曲，太平萬年之曲， I웹樂之曲 。 00 吸吸

與民樂慢 嚴前歡之曲，慶錄無꿇之曲，承華之曲，升平萬歲之曲 
「←)→)←

與民樂令 l앓神之曲，太平春之曲，感皇恩之曲，願蘇之曲， i詳雲之曲

사관풍류 昌運싱홉之曲， 顧隨春之曲

水 龍 n今 l웹陸之曲， 萬훌훌長樂之曲 

井물慢機 帝훌훌昌之曲 

別 曲 굶휠神之曲 

解 ~‘ 瑞日和之曲

청성자진한잎 훌天舞 B 之曲 

平調슐相 짧太平之曲 

萬波停息、之曲 훌훌H짧南極之曲， 南極훌훌H짧之曲 

길 염 불 日升月桓之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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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 樂 千寶九如之曲

=鉉還入 成寧之曲

聖A無憂之曲， 金嚴萬年歡， 厭千花， 홈外花之曲， 賣養좀之曲， 豊新年之

鄭훔交奏 
曲，如山之曲，坤寧之曲，慶훌훌樂之曲，天仙子之曲，慶萬年之曲，홉新春之 

曲，萬花新之曲，慶春jt之曲，훌階樂之曲，慶芳春之曲，續重潤之曲，豊慶 
之曲，壽千春之曲，泰寧之曲，華封=祝之曲，千香JII.짧之曲，文華之曲 

行禮用音樂으로 사용된 곡들은 步虛子令， 洛陽春， 與民樂↑흩， 與民樂令， 井둠慢機 

동 조선 전기 이래로 사용되어 왔던 훌禮樂들과 궁중에서 창작된 기록이 없는 새로 

운 사관풍류， 別曲， 解令， 청성자진한잎， 平調會相， 萬波停息之曲， 길염불， 三鉉還入，

界樂， 홈플延長之曲， 領九如之曲， 千年萬歲之曲， 慶豊年， 柳初新之曲， 表.lE萬方之曲엉) 

둥의 鉉樂， 管樂 중심의 곡들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정재반주용 음악 

조선 초기， 중기의 훌禮에 포함된 로才는 주로 燒式前에 l 번， 每厭廳構式 後에 l 

번씩 공연되었다. 每厭짧燒式에 1차례씩 공연되는 점에서는 고증말기까지 동일하지 

만， 순조 이후 점차 증가된 물才는 構式 前後에도 여러 차례 연행된다. 적어도 고종 

24년 훌享에서는 每廠홉풍時 1번씩 추어지던 물才가 고종 29년과 광무 5년부터 증가 

되어 광무 6년에는 한 없에 4-5차례씩 추어지고 뿐만 아니라 의식의 전후에도 그 

횟수가 3-4차례로 급증한다 34) 이 렇게 중가된 로才를 반주하는 음악은 물才와 동 

일한 곡명올 붙여 사용하거나， 전혀 새로운 雅名올 사용하는데 그들은 전항의 방법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33) 柳初新之曲이나 表正萬方之曲 동 현재 그 연주길이가 긴 대곡들이 모두 연주되었 

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이들 접속곡 가운데 몇 곡만을 연주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34) 高宗 29年 「進隱」 엽훌式前-3번， }뽑-}번， 2뽑-4번， 3簡-9뽑-각 1번씩， 優式後-3번씩， 

jt武 5年 「外進훌」 歲式前-3번， 1없-1 번， 2뽑 4 번， 3뽑-9뽑-각 1 번씩， 優式後-2번， 

t武 6年 4月 「外進훌」 廢式前-2번， 1願-1 번， 2짧-3번， 3簡-9廳-각 2번씩， 鷹式後-3

번 ， jt武 6年 4月 「內進훌」 嚴式前4번， 1簡-1 번， 2置-4번， 3廳-9없-각 3번씩， 歲式

後-4번， 光武 6年 10月 「進훌」 優式前-3번， 1簡-1 번， 2뽑-4번， 3簡-9짧-각 2번씩， 

優式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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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 虛 子 iιl 
長生寶훌之曲， 風쫓慶會之曲， 海玉愈훌훌之曲， 吉牌之曲， 祝聖人之曲，

八千짧春之曲，乾淸坤寧之曲，箕훌훌五福之曲，萬훌훌無끓之曲 

步 虛 子 長春不老之曲，慶太平之曲，萬方寧之曲

洛 陽 春 寶聖朝之曲，永南山之曲，箕훌훌永昌之曲，寶萬明之曲，樂萬年之曲 

훌新春之曲，慶春光之曲， 天仙子之曲，坤寧之曲， 짧太平之曲，祝有 

m 庸 交 奏 餘之曲， 읍運領之曲，千香鳳홉끔之曲，훌f天花之曲， 聖A無憂之曲， 金

嚴萬年歡之曲，華封三祝之曲，泰寧之曲

與 民 樂 慢 顆前歡之曲，景鍵無꿇之曲 

與 民 樂 令 ?앓i￥之曲 

---거 길 염 을 i룰j「 日升月桓之曲

萬 波 {훔 息 훌훌B훌南極之曲 

~흰 사성자진한잎 홍힐天釋日之曲 

관 풍 류 慶豊年之曲，萬홉長樂之曲 
'----→----→-→--→~←→- • -••• --••---•••-- • --•••••---••--••---••---••-•} 

즉， 물才의 반주곡은 步虛子令， 步虛子， 鄭康交奏， 洛陽春， 與民樂慢 둥과 길염불， 

萬波停息之曲， 청성자진한잎， 界樂， 사관풍류， 解令 둥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行禮用

音樂들과 상호 중복되며， 순수하게 연주위주의 곡이 아니라 뭄才 伴奏用이기 때문 

인지 曲數는 行禮用숍樂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原名을 알 수 있는 곡 이외 그 根源과 實名을 전혀 알 수 없는 雅名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훌훌寧之曲， 飛龍51 ， 乾淸之曲， 흩春和之曲， 長春寶훌之曲， 四仙曲， 天下太쭈之曲， 樂昇.zp.之曲， 應

天長之曲， f풋樂之曲， 如月↑관之曲， 舞天開雲之曲， 萬if: l훌春之曲， 應天開쫓之曲， 九五康훌之曲， 

瑞쫓H웰 H 之曲， 1，뚫天香之曲， 휴홉뿔輝之曲，)J\.生之曲， ILLI海春之曲， 輯熙純야뭉之曲， 휴홉無S훌之曲， 

維豊之曲， 山河玉압長之曲， 於萬斯年之曲， 聖壽無융톨之曲， 五康훌之曲， 祝I며之曲， 吉安之曲， 1，뚫 

和之曲， ít힘k春之曲， 據豊亨之曲， 熙安之曲， 鳳吹之曲， 프jR.九如之曲， 金盤玉錢之曲 퉁 

즉， 조선 말기 훌享에 사용된 주요 훌禮樂은 雅名없이 기록되거나， 原名 즉， 實名

이 병기된 雅名으로 그들은 與民樂慢， 與民樂令， 步虛子， 步虛子令， 水龍n今， 洛陽春，

井물慢機， 萬波停息、之曲과 ‘獅庸交奏’를 부기한 雅名의 곡들로 훌훌延長之曲， 짧九如之 

曲， 陣豊亨， 柳初新之曲， 表正萬方之曲， 萬年長歡之曲， 千年萬歲之曲， 歌樂， 顧陽春，

三鉉還入， 界樂， 길염불 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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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곡 중 대다수의 줄풍류 또는 셰악편성의 곡들은 조선 말기 실록의 기록에 

새로 창작된 훌禮樂 관계 기사가 없으며 「增補文厭備考」에도 조선 후기에 중국에서 

새로 유입된 음악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 兩班이나 中A階層이 향유 

했던 궁중 밖에서 만들어진 곡들로써， 궁중의 증가된 훌禮優式에 대웅하기 위하여 

절대량 부족했던 宮中 훌禮音樂으로 빌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35) 

3. 연례악 악현악 변천 

雅樂의 樂戀은 노래를 王로 하는 堂上樂과 體， 竹올 主로 하는 堂下樂으로 이루 

어지며， 堂上에는 옥경죄와 琴， 훌훌， 노래가 있을 뿔 행， 竹이 없고， 堂下에는 管， 鼓，

鼓， 쫓， 짧， 챔， 밟 동의 연주가 있을 뿐 琴， 쫓， 노래가 없는 것이 樂感의 원칙이라 

할 것이다 36) 文願察禮樂은 모두 雅樂器로 연주되지만， 훌禮樂에는 雅樂器， 廣樂짧， 

鄭樂器가 고루 쓰이며， 琴， 慧， ~員， 魔와 같은 雅樂器는 연례에 별로 쓰이지 않는다. 

본 章에서는 조선 전기 세종， 성종조의 훌禮樂의 악기 편성과 조선 중기 및 말기 

의 악기 편성을 열거하고 비교 고찰함으로써 위에서 제시된 古制 樂戀의 원칙에 부 

합되는지의 여부와 37) 朝蘇朝 훌禮樂에 사용되는 악기 편성 및 그 인원의 변화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선조 궁중 연례악 변천의 이해 및 현재 연주되 

는 편성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종， 성종조 : 조선전기 

세종조의 會禮樂感은 「世宗實錄」에 전하는 것과 「樂學뼈L範」에 전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악기 편성은 대동소이하다.왜) 

35) 그러나 이 분야의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 과제로 생 

각된다. 

36) 김종수， “조선 전기 아악악현에 대한 연구끼 「한국음악연구J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86) 제 15, 16호합병 호， p.2. 

37) 樂愁을 비교하려면 中國 歷代樂憲 및 古制樂感(김종수， Ibid, p. 2에서 “ .. 古制란 용 

어는 막연히 庸農三代의 제도를 추정한 것을 뜻하며 .. ")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 

지만 본 考에서는 朝蘇朝 훌禮樂의 樂感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김종수 견해의 古制

를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8) r世宗實錄」 卷132. 會禮樂戀 r樂學軟範」 卷2: 3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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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實錄」 卷26의 기 록은39) 다음과 같다. 

“빼뻗뽑 今新造 琴쫓大~3￥第쑥和等樂器 獨於朝會奏之 調 自 今 井於훌享合奏 

이와같이 實錄에서는 會禮훌에 琴， 慧， 隻， 후， 和 퉁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樂感圖에는 牙第과 大筆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會禮훌에 관해서는 張師創著 r世宗朝 音樂:jVf究」에 상세히 다루어져 있으 

므로 본 考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0) 

세종조 會禮는 훌享의 성격을 띤 것으로 陳陽의 「樂書」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隨 이래 中國 古代 밟IJ度를 참고하여 登歌에 행， 竹(管樂器)을 청가하고 확架에 琴，

慧， 歌를 두는 둥 古뽑IJ에 어긋남이 있다 (1) 

이렇게 조선 전기에 제정되고 몇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었던 會禮樂은 세종 16년 

이후부터 교지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2) 그 후 觸前 禮훌의 樂I 배열이 世宗 16년 

7월 完定， 剛新된다. 

觸前禮훌올 담당한 56명의 악원은 빼樂器는 동쪽에， 康樂器는 서쪽으로 각각 나 

뉘어 배치된다. 펀성된 악기는 햄琴 2， 庸寶똘 8， 椰똘똘 2 ， 玄琴 2 ， φn椰琴 2， 大혹 4， 

椰寶覆 1 ， 敎행鼓 1 ， 方쩔 2 ， 大第 2 ， 牙第 2 ， 庸생훌驚 6 ， 쪼 1 ， ￥01 ， 짧管 2 ， 居짧 4， 同蕭

2, :.ij:鼓 12 동 훌禮樂에 康樂器， 獅樂器， 雅樂器가 훌禮樂에 모두 사용됨을 알 수 있 

다 43) 세종조 16년에 취재된 궁중 훌享의 연주 임무를 지닌 典樂暑의 악공은 190여 

명 에 달하였고(4) 실제 樂戀;圖에 기록된 연주 인원은 슐禮의 登歌 62명， 薦架 139명 

이며， 이후 細前禮훌에 편성된 악공 인원은 56명이 담당되었음올 얄 수 있다. 

성종조 細前禮훌의 樂器 및 樂工A員은 大第 1， 牙寧 1 ， 方響 1 ， 庸똘똘 4， 짧尊 4， 玄

琴 2, 獅좋훌훌 2, 大鼓 1, fjJl)椰琴 2, 月 琴 2, 쫓琴 2, 洞備 2, :.ij:鼓 8, 大짝 6, 敎행鼓 1, 拍 1, 

39) r世宗實錄」 卷26: 28a 同 6年 12月 ζE 

40) 張師助 r世宗朝 音樂liff究j (서울 : 서울대회교출판부， 1982) , p. 241. 

41) 김종수， Ibid, p. 19. 
42) r世宗實錄」 卷63. 同 16年 3月 丁西條 “ .. 敎指 今後뚫日除슐禮 

43) 雅樂器 , 廣樂器， 獅樂器로의 구분은 「樂學뼈L範j ， r增補文厭備考j， r李王家樂器」에 

의하여 분류함. 

44) r世宗實錄」 卷64 : 13b. 同 夏4月 r.x:辰 “ .. 禮뽑량 曲樂뽑樂工獅康樂工一百九十名而 

週兒則只是織樂八훔樂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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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짧 2 동 총 41명으로 세종조의 예연보다 소규모로 편성되지만 악기 배열은 세종조 

와 마찬가지로 獅樂이 동쪽에 康樂이 서쪽에 배열된다. 이 i훌훌에서는 훔똘똘 4， 方훌 

1, 庸짧 2， 校鼓 4， 牙筆 1 ， 大第 1 이 각각 축소되고 똘， 輯管， 和가 폐용되는 반면 大짤 

2인이 증가하고 새로이 大鼓， 月琴이 첨가된다. 즉， 세종조 예연에서 廣樂器로 편성되 

었던45) 雅樂器인 筆， 龍管， 和가 쓰이지 않고 庸樂器와 樞樂器로만 연주된다. 

「樂學뼈L範」 卷2에 수록된 성종조 時用嚴@훌훌f架의 樂感은 앞에서 살펴본 禮훌의 樂

~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時用훌f架 樂戀은 隻의 사용이 없고 編鐘， 編뿔이 각각 

6개씩 감소되지만， ~쩔鼓， 建鼓， 應鼓， f兄， 敢 동 雅樂器가 편성되는 점에서는 세종조 

뼈前禮훌보다 會禮훌 후f架 樂~과 홉사하다. 그러나 庸꿇풀， 方훌， 廣옮， 大第， 牙筆，

洞蕭， ψ0椰琴， 椰좋효풀， 月琴， 大짝， 쫓琴 동의 椰樂器， 廣樂器를 편성한 점에서는 오히 

려 세종조 어전예연과 흡사함올 알 수 있다. 時用樂~은 執拍 1 ， 賣藥5， 大짤 6， 훌鐘， 

編훨 각 3, 쫓琴 2, 椰좋홉똘 2, 홈좋홉흩 6, 方훌 2, 庸富 4, ì個蕭 5, 校鼓 8, 建鼓， 應鼓， 湖

鼓， t兄， 散 각 1개씩 大第 1 ， 玄琴 2， 柳椰琴 1 ， 牙第 1 동 총 59명의 악공으로 구성되 

므로 世宗會禮훌 훌f架의 악공 139명 에 비 하면 상당히 축소된 규모이 다. 

즉， 세종， 성종조의 樂戀은 願上樂에 屬藥， 庸짧， 洞備 둥 管樂器를 편성하고， 願

下樂에 φn椰琴， 玄琴 동 鉉樂器를 사용함으로써 古옮!J 의 원칙과 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46) 

(2) 숙종， 영조조 : 조선중기 

조선 중기에는 宣祖 25年(1592년)에 발생한 王辰優홉L을 시작으로， 同 30年(1597

년)의 정유재 란 t:祖 4年(1626년)의 丁J]p胡흩L 同 14年(1636년)의 며子胡홉L 둥 계 

속되는 국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정상태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 

라서 당시 궁정음악을 담당했던 掌樂院 역시 樂生， 樂I， 樂器， 音樂에 이르기까지 

45) r世宗賣錄」 卷47 : 28ab. 세종악공취재에 雅樂器인 JII.鷹， 龍管， 筆， 후， 和， 琴， 慧이 

康樂器로 포함되어 있다. 

46) 朝蘇朝 훌禮樂愁이 雅樂器， 康樂器， 獅樂器를 혼용하여 편성 한다는 점 은 古힘j樂惠 

이 雅樂器만으로 편성됨과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흉禮樂뺑도 앓上樂과 麗下樂으 

로 구분되고， 願上樂은 뼈椰琴， 玄琴 등의 鉉樂器 중심으로， 짧下樂은 흉훨， 竹이 중심 

이 된다는 점에서 論意를 전개시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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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지가 어려웠던 점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實錄에 나타난 당시의 어려운 상황 

올 발혜하면 다음과 같다. 

효祖 35年47}

i톨홈량터 來初三 B 宗隔鏡풍時七께E及配享功ê:{立版 홉L後흉而未設 故不得井깨E 且樂器l홉짧 

之數今己造完 ff架登歌之樂則雖未得一依圖式之數 當l용없排設롯 無則非但工A之數 太半不

足 衣服及器具 勢未及辦備 不得用之훌톨홉未安 此意敢

효祖 39年‘’〉

a홈홈日 *퍼運常時 外훌則用男樂 內훌I\IJ用女樂管옳톱A亦與폼 故今홉 上홉훌題퍼之官 預

훌훌報훌훗 *뽀뼈」後男樂훌훌日租備 而女樂全훌훌若於훌享 時=fl홉用樂 則於 團家莫大之흩 非但大

小群情落莫 於많子享上之義 大有所훌훌然無以盡誠而致흩k 依前WlJ用樂何如 傳日 꺼훌훌行 

빼宗 45年‘9)

... 平時宗薦登짧三十六Aff架七十二A 而훌L後登많t減훌훌二十二A至今不得復훌 ... 

여러 차례 國難을 겪으면서 궁청은 파괴된 음악문화의 재건을 위하여 樂器造成廳을 

설립하고 樂學휩L範의 再刊 동 일련의 노력을 벌이지만 50) 조선 전기 세종조와 같이 

음악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인지 궁중음악의 부홍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폐지되지 않을 정도의 악원 및 음악의 유지만 할 뿐이었다. 

I혐宗朝 웹훌뼈L에 기록된51) 顆上의 악원은 세종조 禮훌iE願의 악원 56인보다 15명이 

감소한 31 인이고， 願應의 악원은 성종조 60인에서 32인이나 급격히 감소한 28인으 

로 편성되며， 숙종조 이후 연향의 登歌에서 거의 제외되지 않는 執拍樂師， 執拍典

47) 張師助 r國樂史年表J. p. 170. r宣祖實錄」 卷154 : 12a. 同 35年 9月 J:11:寅. “종묘 친 

제 때 철사 및 배향공신위판은 난 후 폐한 까닭으로 함께 제사할 수 없다. 악기 약 

설의 수는 조완하였으나， 헌가， 둥가의 악은 원래대로 어렵고 약식으로 배설하다. 

춤은 공인의 수뿐 아니라 태반 부족하고 의복과 기구도 갖출 수 없으니 쏠 수 없 

다 

48) Ibid, r宣祖實錄」 卷200 : 10b. 同 39年 6月 J:11:申 “ ... 임금의 수연을 당하여 외연의 

남악을 관습시키면 되지만， 내연의 여악과 관현맹인은 난 후에 혁파한 까닭으로 연 

향때 음악을 쓰기 어려운 형편을 예조께서 아뢰매 임금이 거행하지 말라 이르다 

49) Ibid, p. 182. r輔宗實錄」 卷64 : lOb-lla. 同 45年 8月 ζJ]p “ ... 평상시 종묘 퉁가 36 

인 헌가 72인이었는데 난 후에는 둥가 22인으로 감하고 복구되지 않다 

50) r빼宗實錄」 卷13 : 10b-11a. 同 8年 正月 困子 “ .. 設樂器造成뚫 

51) 輔宗， 英祖와 이후 여러 조선 후기에 면찬된 대부분의 嚴휩L에는 樂愚圖가 부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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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 權훌典樂과 歌 2A이 고종말기까지 지속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한다. 

숙종조 이후의 악기편성은 당시 慶뼈L에 樂~‘圖가 없어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 

나 屬藥과 흙똘가 鄭樂器와 康樂器로 구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 전기 鄭樂在

東， 廣樂在西의 원칙에 적어도 이 시기 이후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시기 훌f架에 사용된 악기들은 성종조 細願禮훌嚴展 및 時用훌f架에서 편성 

되었던 大壘， 牙第， 玄琴，ftJ[]椰琴 둥이 보이지 않으며 이 악기들은 이후 고종말기까 

지 더 이상 연례의 野架에서 그 사용이 없다. 여타 악기들은 성종조의 것들과 동일 

한데 다만 編鐘， 編훌훌 각 1틀씩 , 方響 1, 大옐 1, 康짧 3, 同蕭 4, 校鼓 6씩 감소되 며 

輯架에는 편성되지 않는 歌 2A이 편성된다. 

전란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던 악원의 수가 국정이 평안하여지고 樂器造成廳 풍의 

건립을 통한 음악문화를 재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차츰 증가되지만 여전히 악기 

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올 알 수 있다. 영조조의 악원수는 願上 38 

인， 願慶 41인으로 숙종조의 악원인원보다 증가되었지만 조선 전기의 악원에는 여 

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 시기 역시 輔宗朝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된 악기는 없고 願上의 용홉藥 2 ， 大짤， 

뚫풀， 庸置이 각 1개씩， 校鼓 2 ， 歌 2인이 각각 증가되었고 古制와는 달리 훌f架에 숙 

종조와 마찬가지로 노래가 3인이 첨가된다. 

이와같이 조선 중기 掌樂院의 활동은 국란으로 숙종조까지는 겨우 그 명맥만 어 

렵게 유지하였으며 영조조에 이르러 조금씩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두 왕조의 훌 

禮樂 樂戀은 흡사한데 編鐘， 編첼없이 노래와 鉉樂器가 편성된다는 점에서는 古뽑1) 

의 登歌와 부합되는 듯하나 康짧， 屬藥， 大짤 둥의 管樂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퍼 

하지 않다. 휩架에 노래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鉉樂器가 없고 編鐘， 編훨과 샘， 

폼k 둥 管樂器 중심의 樂應이라는 변에서 古制와 같으며， 登歌에서 庸樂器와 獅樂器

로만 편성되는 것과는 달리 뺨架는 大짝을 제외한 雅樂器와 廣樂器 위주의 편성으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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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조， 헌종， 고종조 : 조선말기 

Q) 순조， 헌종 

조선 말기 역시 국가에서 특별히 雅樂器나 康樂器， 鄭樂器의 제조를 정책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부분적으로 소실되거나 부족한 몇몇 악기만을 보수， 제 

작 또는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올 뿐이다 52) 

純祖 28년 「進옆」과 29년 「進體」은 그 훌享의 이륨은 다르지만 훌享에 펀성된 악 

기의 종류나 수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정) 두 樓뼈L에 기록된 登歌의 악원수는 각 

각 60인과 65인으로 큰 차이가 없다. 英祖朝에 사용되었던 홉藥， 校鼓， 大짤이 각각 

2, 2 , 1 인씩 감소되고 쫓琴， 뚫똘， 庸館이 각 2, 方響 3， 洞蕭 1 인씩 증가하는 점 이 

외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다만 순조 이전의 登歌 樂戀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隻， 洋

琴， 채가 순조 이후 19세기말까지 사용된다. 특히， 순조조 登歌 樂應에는 다른 왕조 

에서 볼 수 없었던 康琴 2 ， 浮羅 1 ， 쫓羅 2， 鐵館 2 ， 銀 1 ， 鏡 1 동의 새로운 악기가 첨 

가되는데 실제 이뜰 악기가 어떤 음악을 위해서 편성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 

나， 이 시기의 훌禮樂에 편성된 악기가 다른 왕조에 비하여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 

순조 27년 「進짧」과 29년 「進體」에 기록된 짧f架는 각각 54인과 43인의 악사들로 

구성되는데， 이 시기의 幹架에는 임금의 入出宮時 연주인 鼓吹를 담당했올 內吹樂

團이 17인 첨가되며 이는 고종말기까지 계속 포함된다 54) 또한 蘇架에 새롭게 연주 

되는 筆은 古制의 편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9년 「進簡」의 훌f架는 짧藥， 大쩔 

각 3, 쫓琴， 康짧 각 2씩 감소하며 方響1 ， 柱鼓 2인만이 증가되는 27년 「進廳」에 비 

52) r純祖實錄」 卷5: 39b. 同 3年 11 月 ζ未 “ .. 社樓樂器廳‘失火 ... " (中略) ... 令該흩jJ速改 

造鐘뿔設廳造成 ... 

Ibid, 卷14:6a. 同 11年 3 月 康成 “ ... 皇樓察享之一節一 텀 91J聖極盡誠敬m.舞雅樂器服

之不蘇者- 補造"

53) 순조조에 편찬된 f훌뼈L는 여러 種 있으나 그 시대별 구분이 확실히 되는 登歌에서 

28년「進簡」과 29년「進體」을， 빠架에서 27년「進뽑」과 29년「進體」을 선택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54) 內吹樂團은 물才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시에 훌禮의 入出宮時 鼓吹

가 연주되는 바 특히 이들 內吹가 연주를 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宋芳松 r韓國

훌樂通史J ， pp. 400-1. “ .. 행차 때 사용된 내취와 다른 내취가 궁정에서 활동했으니 
그것이 바로 선유락 정재의 반주를 맡았던 연주단이었다 .. (중략) .. 이의 편성이 오 

늘의 대취타와 너무니 흉사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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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체적 인원이 감소하였음올 알 수 있다. 영조조에 비하여 27년 「進없」은 賣藥

2, 大答 4， 쫓琴 2 ， 康짧 1 ， 쫓 2 ， 敎:!ð鼓 1인이 증가되고 方훌 1 ， 校鼓 2가 감소한다. 

이 시기 이후 登歌에 쫓이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康樂器와 椰樂器로서 玄

琴， φn椰琴， 屬藥， 大짝， 쫓琴， 洋琴， 좋훌훌， 庸館， 洞備， 節 그리고 노래로 구성되며， 

輯架는 대부분 雅樂器와 居樂器로서 쫓琴， 庸置， 洞備， 編鐘， 編뿔， 建鼓， 應鼓， 湖鼓

동 管樂器 중심의 편성이다. 

憲宗朝 通明짧 「進體」에 기록된 악원의 인원은 登歌 65인， 빡架 40인으로 순조조 

登歌에서 그 시대에만 편성된 뽑琴， 浮鍵， 훌훌훌， 鐵짧， 銀， 鏡의 사용을 포함한 악원 

이 65인임을 볼 때 前代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빠架에는 40인과 임 

금의 入出宮時 鼓吹 연주를 담당했을 內吹樂團이 7명 추가되어 47언이고 특히， 헌 

종조 이래로 훌構에 편성되는 인원은 거의 증감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훌禮 樂戀은 순조조 29년의 登歌에 비하여 屬覆 3， 大쪽 4 ， 쫓琴 2 ， 方

훌 1 ， 洞蕭 1인이 각각 증가하며 瓚鼓가 첨가되고 洋琴， 觸가 1인으로 감소된다. 노 

래가 主가되는 登歌에 先P흡樂章과 後n읍樂章이 2인씩 고정되며， 특히 홉f홉$월훌式前에 

女{令2A의 立唱者가 포함된다. 훌f架는 寶藥， 大짝， 方響， ft鼓가 각각 2인씩， 그리고 

쫓1인이 감소한다. 

순조조 이후 훌禮에 書記， 擔持， 像f五典樂， 權훌典樂 둥이 증가 되어 고종말기까 

지 변화없이 계속되고， 憲宗朝 훌禮樂의 악원편성 역시 이 시기 이후 큰 변동없이 

이어진다. 登歌의 樂환、은 前代와 마찬가지로 先唱， 後唱樂章 및 憲흩좋樓式前 짧祝노 

래를 담당하는 女↑令 2A이 포함된 노래 중심의 康樂器와 椰樂器 위주의 악단이지만 

管樂器가 포함된 점에서 볼 때 古制와 다르나， 합架는 대부분 雅樂器와 庸樂器로 

구성되며 管樂器， 編鐘， 編훨， 隻 둥이 편성되어 古制와 부합된다. 한편 韓日合햄 이 

후인 1920년대 李王職雅樂部에서 매달 발표회를 가진 프로그랩의 연주곡목과 편성 

법을 보면55) 이 시기의 훌禮樂으로 연주되었던 곡들 즉， 太平春之曲， 昇平萬歲之曲，

煩九如之曲， 解太平之曲， 箕훌훌永昌之曲， 武寧之曲， 萬波停息、之曲， 水龍R今 동도 다수 

포함하는데 그들의 악기편성법에 따른 용어가 대개 細樂， 吹樂， 管樂， 鉉樂， 管鉉鐘

55) 張師動 r韓國樂器大觀J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6) ,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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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合奏로 기록된다- 이 가운데 1924년 이후 吹樂의 용어는 管樂의 명청과 혼용하여 

사용되다가 管樂만 쓰이고， 1928년 이후 合奏에 사용되었던 合樂이라는 용어도 이 

후 차츰 고정됨을 알 수 있다. 특히， 合樂은 管鉉合奏에 編鐘， 編훨을 편성한 管鉉

鐘훌훌合奏로 불리우다가 차츰 변화된 용어인데， 이는 조선말기 編鐘， 編똘， 大쪽， 쫓 

琴， 居館， 牙寧 동의 편성인 훌f架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6)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종말기까지 登歌와 합架로 나뉘어 연주되던 궁중 연례악의 

편성이 그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친 후 登歌는 노래와 鉉樂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鉉樂편성으로， 管鉉合奏인 후f架는 管樂편성으로 변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高宗朝는 여타 왕조에 비하여 급증한 樓휩L 및 훌禮 

樓式節ìk의 복잡함에 따른 훌禮樂의 증가와 물才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고종조 

19세기말까지 편찬된 여러 構휩L에 기록된 악원 및 악기의 수는 뚜렷한 변화없이 현 

종조의 그것과 동일하다. 

고종 5년 「進體j ， 10년 「進짧j ， 14년 「進厭j ， 24년 「進體j. 29년 「進體」의 각 악훤인 

원은 헌종 14년 「進體」의 登歌 60인에 비하여 시대순으로 60인， 64인， 65 인， 66인이 

고， 幹架 47인에 비 하여 51 인. 53인， 54인， 53인， 52인으로 거 의 변화가 없으며， 이 

시기에 登歌와 훨f架에 순조조처럼 새롭게 첨가되거나 폐용된 악기는 많지 않다. 

고종말기 즉. 20세기에 거행된 훌禮의 의식절차에 있어서 光武 이후 매우 웅장하 

고 화려해짐과는 달리 악원의 인원은 登歌에만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光武 5년 「進體j. 同年 「進훌j. 光武 6年 4 月 「進훌」 同年 10月 「進

훌」 登歌의 인원은 각각 70인， 71 인， 64 인， 63인이고 幹架의 인원은 50인， 44 인， 44 

인， 43인이다. 登歌에는 19세기말까지 사용되었던 節의 사용이 없고， 登歌에서 그 

56) 朝縣朝 훌禮樂 登歌 악기편성 中 方훌， 홈짧， 洞蕭， 筆， 敎jjj鼓， 瓚鼓를 제외하며 현약 

연성과 동일한데， 敎채鼓， 鍵鼓는 물才伴奏에 사용되었던 악기로 본다면 그 편성이 거 

의 흡사하다고 하겠다…또한， 李惠求 博士， “현행 국악 관현악의 악기 편성 "(r예술원 

논문집」 제5집， pp. 124-128) “헌기의 악기편성에서 건고， 삭고， 응고는 화고로 대치되 
며 축， 어， 생 등의 아악기가 폐용되고 비파， 동소， 방향이 빠지고 합악의 형태로 변모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처럼 登歌가 椰樂器와 庸樂器의 편성으로 훌禮에서 연주하였 

던 음악을 무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合樂의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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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이 거의 없는 月琴과 大짧이 첨가되며 세종조 會禮훌처럽 歌者를 위한 악기로 

보이는 特鐘과 特활이 다시 사용된다. 輕架는 순조조 이래로 그 편성이 동일한데， 

다만 훌享時 임금 입출궁의 연주를 담당했올 內吹樂團이 銀， 羅， 號館， fr홉[우鷹， 鼓，

鋼角， 빼q八 둥 증가된 면성으로서 오늘날 대취타의 연주형태와 동일함올 보여준다. 

조선 말기 훌續樂의 登歌가 관악기를 포함하지만 현악기와 노래가 편성된 점으로 

볼 때 현재의 鉉樂 즉， 줄풍류나 실내악의 편성과 관련이 있올 것으로 보이며， 빠架 

는 소리가 큰 삼현육각에 編鐘， 編혈， 牙寧 둥이 포함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후 

合樂으로 변모되었다고 생각된다. 

ill.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조 「進훌J ， r進體 J ， r進짧」 構뼈L의 기록올 통하여 훌I훌樂 및 

훌禮에 편성된 樂뺑의 變選올 고찰하였고， 그로부터 다음의 몇가지 결론들올 도출 

하였다. 

첫째， 慶뼈L에 기록된 의식 절차로 보아 進簡훌은 3뽑 정도에서 그치는 가장 소규 

모로 진설되는 훌優이며， 進훌構와 進鷹훌은 각 의식절차의 賣數， 물才 혹은 演奏曲

텀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각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나 악 

원의 수도 의혜의 명칭과는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구성올 하고 있다. 

둘째， 世宗朝 초기 훌훔의 음악은 전체屬數의 절반 이상이 새로 제정한 아악으 

로 연주되며 나머지 의식악은 당악으로 연주된다. 향악은 罷훌曲에만 포함된다. 成

宗朝에는 훌禮樂에 아악의 사용이 없고 대부분 당악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훌훌훌樂 

의 양식은 輔宗， 英祖朝에도 1~2곡의 향악이 추가될 뿔 대체로 비슷하게 지속된다. 

이후 향악곡온 점차 증가하여 純祖， 憲宗朝에 이르면 지금까지 훌훌훌樂을 주도해 오 

던 당악위주의 경향이 급격히 향악위주의 훌禮樂으로 변화한다. 

셋째， 조선 후기에 편찬된 樓뼈L에 기록된 實名확인이 가능한 다수의 雅名올 차용 

한 곡들은 급증한 로才 및 樓節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훌禮樂에 새로운 곡명을 

붙여 만든 것과 궁중에서 창작되지 않은 궁중 밖의 현악이나 사관풍류 둥의 음악올 

훌禮樂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새 곡명을 붙여 만든 것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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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러한 훌禮樂 樣式의 현저한 변화와는 달리 훌륭웅에 쓰이는 樂戀은 악기 

및 악원의 소규모 증감이 있을 뿐 변화는 없다. 즉， 世宗朝 초기의 아악기로 편성된 

會禮훌은 곧 폐지되고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혼합 편성된 훌禮 樂愁이 재정비 

되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된다. 成宗朝의 樂，壓、 역시 世宗朝의 그것과 차이점은 없고 

규모면에서만 약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여러 차혜의 國홉L으로 재 

정적 폐혜를 받은 궁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안정되면서 점차 극복된다. 연례의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純祖朝에는 이전 혹은 이후 왕조에서 볼 수 없는 浮鍵， 쫓羅， 鐵

館 둥 여러 악기겨 훌禮에 편성되며 高宗朝 이후 훌禮擬式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지는데， 특히 高宗이 皇帝용n位式을 거행하고 國號가 大韓帝國으로 바뀐 후 設行되 

는 훌禮는 登歌에 쓰이지 않았던 特種， 特훨， 大筆， 鼓 둥이 편성되는 둥 樂~의 규 

모가 한충 확대된다. 

다섯째， 훌禮의 登歌 樂戀은 당악기와 향악기 위주로 편성되며 先唱， 後唱樂章의 

노래와 현악기， 관악기를 모두 사용한 점에서 樂感‘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이에 비 

하여 후f架는 屬藥， 大짝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악기와 당악기로 구성되고 編鐘， 編훌훌 

올 포함한 관악기 중심의 편성으로써 비교적 樂愁의 原則에 합치된다고 하겠다. 즉， 

훌禮樂의 登歌는 뼈n椰琴， 玄琴， 大琴， 洋琴 동의 편성으로써 물才 伴奏에 쓰였올 몇 

몇 악기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현악기 중심의 악기편성 또는 실내악편성과 비슷하 

며， 확架는 그 편성에 있어서 현행의 大吹打와 동일한 內吹樂團을 제외한다변 관악 

기 중심에 編鐘， 編훨이 포함된 구성으로써 현재 연주되는 合樂의 형태와 대체로 

홉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조 훌禮樂의 登歌， 훌f架 樂~‘은 조선 말 

기 이후 소규모의 변화를 거친 후 현행 연주되는 음악형태로 변모된 것으로 사료된 

다. 

여섯째， 堂上樂과 堂下樂으로 나누어 살펴본 조선조 연례악의 악기변화는 다음과 

같다. 登歌의 쫓琴， 方훌， 康館， 洞爾，f1;:鼓 牙筆， 敎:ljj鼓 玄-琴， 大첼， 빼n椰琴은 世宗

朝 이래 7t武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짧藥과 뚫똘는 椰樂器， 홈樂器의 구별없이 

숙종조부터 術洋琴， 拍은 순조조부터， 隻은 세종조에만 쓰이다가 순조조 이래로 계 

속 포함된다. 大壘은 순조 29년에만 보이다가 尤武 이후 月琴， 鼓， 特種， 特뿔과 함 

께 사용된다. 登歌에 비하여 휩架는 성종조에만 大第， 牙寧， 玄琴， fbIl 1耶琴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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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쫓이 순조 이후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세종조 이후 光武까지 쫓琴， 方響，

盧짧， 洞蕭， 柱鼓， 뚫똘， 鷹雙， 大쌓， 編鍾， 編활， 建鼓， 應鼓， 期鼓. *兄， 밟의 악기가 

큰 변화없이 편성된다. 

이상과 같이 進홈， 進體， 進짧構뼈L를 통하여 살펴본 훌禮樂은 일반적으로 그 양상 

이 조선 전기에 비하여 현격히 변모되었으나 훌禮에 편성된 樂感은 樂員 및 樂器의 

증감이 다소 있을 뿐 登歌와 횡f架 樂~에 구성되는 악기 종류는 거의 비슷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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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changing process of musicians and instruments from the King 

Sejong’s reign to the Kojong’s and the Court Music played especially for banquet, par

ties and royal parades were studied based on Jinyôn Ogue(進훌構뼈L; Book on the 

Royal Feast) , Jiπchan Ogue(進體構뼈L) ， and Jinjak Ogue(進뽑構뼈L) in which the whole 

program of the court ceremonies in the Chosõn dynasty was recorded. 

A t the beginning of the King Sejong’s reign, the main stream of the Yonryeak( 훌 

禮樂 the Royal Banquet Music) was Aak(雅樂 ceremonial music of chinese origin) 

and Tangak(康樂)， while Hyangak(椰樂) was only used for finale. 

During the Sõngjong’s reign {1 467 -1494) , the characteristics of Yonryeak(훌禮 

樂) was changed to the component of the Royal Banquet Music being Tangak(뽑樂曲) 

pieces, while the purpose of Hyangak(椰樂曲) pieces was smiliar to that of the early 

Chosõn dynasty. But the use of Hyangak(鄭樂曲) pieces was slightly increased during 

the Sukjong and Y oungjo’s reign. 

Reaching at the Sunjo and Hõnjong’s reign, the Tangak(廣樂曲) pieces were re

duced to 2-3 pieces, and the main group of the Royal Banquet Music was replaced 

with Hyangak(椰樂曲) pieces. These phenomena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perfor-

mances held at the court parties, which was of essential consequence because the 

course of the Yõ nrye 훌禮 (Court Banquet; 훌享) had become complicated and varied. 

At the end of the Chosõn dynasty , the music title of yõπryeak(훌禮樂) had three 

kinds ; first, the traditional name from the early Chosõn dynasty ; second, the m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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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d name from traditional music name ; third , the name of the music played at the 

outside of the court. 

1n contrast to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Yõnryeak(훌禮樂)， the change of in

struments and musicians was not as severe aIthough the number of musicians and the 

species of instruments did change slightly. 

During the Chosõn dynasty, Yõnryeak(훌禮樂) consisted of the Dü. ngga( 登歌) , 

and the Hõnga( 휩架). The Dü. ngga(登歌) was perfomed with Aakgi(雅樂器 aak-in

struments) and Tangakgi(曺樂器 Tangak-instruments) throughout the Chosõn peri

od. 1n the early Chosõn dynasty, the organization of instruments didn’t agree with the 

Koje(古制) rule. The D디 π:gga(登歌) was organized with wind-instruments and the Hõ 

nga( 幹架) was organized with strings. After the mid-Chosõn dynasty, the Hõ nga 

which was mainly organized with the winds did agree with Koje( 古制 ) rule. 

After Sukjong’s reign, the court musicians which had been reduced during the na

tional crisis, were normaliz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yaηgakgi( 鄭樂器) and 

Taπgakgi( 居樂器) began to vanish. At the mid-Chosõn dynasty, the Hõnga agreed 

well with Koje rule because it was organized with Pyðjoηg( 編鐘)， Pyðnk.뼈ng(編활) as 

well as the winds. A fter Sunjo ’s reign, the Hõnga( 幹架) was organized with the 

Naech’swi( 內吹 percussionists ， wind players) and this was similar to the present 

Taech’swita( 大吹打).

It is considered that, in the later-Chosõn dynasty , the organization of Hõnga(幹

架 ) which contained Joπg， Kyong( 鐘， 활 ) as well as the wind players were changed 

(developed) into Hapak(合樂 orchestration) and that of the Dìi πgga(登歌) which 

contained the string players changed into Hyðnak(鉉樂， 줄風流 the string ensemb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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