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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 가전례(國家典禮)란 왕실(혹은 황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규모로 시행 

되는 각종 전례를 말한다. 고구려시대에 국가규모로 시행된 전례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0월의 제천의례인 동맹제(東盟察)를 비롯하여 종묘제 

(宗!햄察) . 사직제(社樓察)와 같은 것이 있었다. 

고구려시대에는 이러한 제례(찢禮) 이외에도 성격과 기능을 각각 달리하는 여 

러 형태의 국가전례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날짜에， 다른 형태로 치러졌다. 

그러나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는 오례(五禮)체계로 기록되는 고려시대 이후의 전 

례처럼 1 일정한 전례서(典禮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전례의 전체적 

인 틀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기록 또한 영성해서 그에 대해 세밀한 연구를 개 

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고구려 국가전례에 대한 연구는 지엽적 

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게다가 기록 내용도 우리의 문헌보다는 중국 측 문헌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기록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설이다. 또 

1 mll뽕란 吉禮 .~禮 • 軍禮 · 實禮 · 嘉禮의 다섯 가지 전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高麗史』
의 「禮쇼、」에서 五~ì뽕체계로 국가전례가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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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례와 관련된 기록이 간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례의 전체 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그 전례가 시행될 때 수반되 

는 총체적 의미의 악(樂)에 관한 세부내용 또한 찾기 어렵다. 간혹 소략하게 기록 

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 또한 큰 맥락 없이 부분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거나， 그 

림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고구려시대에 행해진 국가전례와 음악에 대한 연구 

는 그 접근부터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고구려에 시행된 각종 국가전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고구려시대에 국가적인 규모로 행해진 각종 국가전례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그 성격은 어떠했으며， 규모나 시행 내용 등에 대한 전반 

적인 양상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러한 국가전례에 수반되었 

던 각종 음악 연행의 실상에 대해서도 자료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파악해 보고， 

또 이미 잘 알려진 벽화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음악 연행의 장면이 특정 국가전례 

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포착해 보기 위한 것이다. 

고구려시대부터 행해지던 각종 국가전례 가운데는 그 맥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까지，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시대에 

만 연행되고 그친 의례도 있다. 이처럼 지속성， 혹은 한시성을 가진 국가전례들 

가운데 그 유산이 고구려 이후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고구려시대에 행해졌던 여 

러 국가전례가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전례의 양상을 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한 점은 추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고 

구려시대의 국가전례에 춧점을 맞추어 논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는 문제제기로서 그치고자 한다. 다만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가 ‘국가전례의 형 

성기’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불만한 충분한 가치가 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전례 

의 설상을 정리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고구려시대 국가전례의 실상에 대해 그 편린이나마 알 수 있는 1차 자료는 『삼 

국사기(三國史記)~ . J삼국사절요(二國史節要)，1] .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과 

같은 제한된 우리의 문헌과 r이십오사(二十五史)~ 가운데 『후한서(後漢書)oij • r삼 

국지(三國志)~ . ~진서(팝書)~ . r송서(末書)~ . ~남제서(南齊書)~ . f양서(梁書)~ . 

『진서(陳뿜)~ . J위서(짧書)~ . !f북제서(北齊書)~ . ~주서(周書)~ . !f남사(南史)JJ • 

r북사(北史)~ . ~수서 (1휩혈)~ . ~구당서(舊범書)~ . ~당서(범書)~ 등의 「동이전(東 

헛傳) . 고구려(高句麗)J조예악지(，fi뿔양志)J 등의 중국 측 기콕에서 간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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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고구려 관련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는 기본 

적으로 그 수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관련 기록을 종합해야 비로소 실상이 파 

악되는 부분적 내용이고， 그 정보는 지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제한을 인정하고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 

되 각종 관련 문헌자료를 총 동원하고， 이와 함께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음악관 

련 도상 가운데 국가전례의 일환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찾아 분 

석하여 그것이 고구려 국가전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추정한 후 그 음악 내용 

에 대해 관련성을 밝혀 보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로 이어지는 각종 국가전례， 즉 오례(五禮)2가 고구려 

시대에 연행된 국가전례와 어떻게 맥이 닿아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추후 

논의가 더 확장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 연행의 실상에 춧점을 맞추되 그 특성에 따라 국가제례(國家察禮) , 수 

렵의례(符繼懷피뽕)와 연례(夏禮)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국가제례(國家察禮) 

고구려시대에 연행된 국가전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이다. 매해 10월에 일정하게 국중대회(國中大會)로 치러진 동맹제(東盟졌)를 

비롯 수신제(隊神察) , 시조묘(始미맴n를 포함한 종묘제(宗!햄察) , 사직제(社樓察) , 

영성제(靈星察) , 교제(겠찢)와 산천제( ilJ 川쌓) , 신묘(神剛)제사 등이 고구려시대 

에 연행된 국가제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은 하늘[天l과 시조(始祖)를 비롯한 조상， 사직， 수신， 별， 

산천 등 다양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에 길례(吉禮)의 체제에 펀제되어 있는 제례의 

대상 가운데 많은 것이 이미 고구려시대부터 제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3 

2 오례(五禮)의 원형은 『주례(周禮)~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사에서는 한대(漢代)를 거쳐 
진(쯤)에 이르러 그 기틀이 마련되고 당(庸)의 『개원례(開元禮)01 에서 오례의 틀이 확립된 것으 
로보고 있다 

3 그러나 특정 저1사가 고려나 조선까지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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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특히 제천의례(察天f義禮)의 시행은 고구려와 같은 고대국가에서 천 

신(天神)을 숭배하는 전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같은 고대국 

가 가운데 신라의 경우 “천자는 천지(天地)와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지내고， 제 

후는 사직(社樓)과 그의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4는 예를 따라 제천의 

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5 고구려 제천의례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후한서 (後漢書)ol6와 『삼국지(三國志)ol7이 다. 

귀신 · 사직 · 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東盟’이라 한다. … 그들의 공공 모임에는 모두 비단 

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 한다. 大加와 主博는 모두 1댐을 쓰는데 

冠뼈과 같기는 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s 

10윌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 이릅한다.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9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10월의 제전의례인 동맹(東盟)이다. 

여기서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귀족의 복식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그것이 공 

적인 회합，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제사임을 알려준다. 대가(大 

加)는 왕족이고 주부(主灣) 또한 주요 벼슬 가운데 하나이 므로10 동맹제(東盟察) 

채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4 r三國史記』 권 32 r雜志 · 察祝」 “天子察天地 · 天下名山大川， 諸f봇察社f찢@ 名山大川之在其
地者， 是故， 不敢越禮而行之者願

5 고구려의 天 숭배는 후에 고구려의 시조신이 혈연적으로 ￡에 직접 연관된다는 天孫族
관념으로 나아가 당시 신라와 백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6 ~後漢書」는 後漢 14世 25-219년의 195년간의 正史를 i￥i朝 짧IJ宋의 111:8華이 지은 것이다-
7 ~三國志』는 삼국시대 220-265의 66년간의 正史를 폼의 陳줍(232-297)가 私操한 것이다. 

R W後漢뽑東헛것IJ{專 • 高句麗」 “Hi퍼鬼1뼈 · 社樓 · 零철， 以 十n영天大會， 名티東盟 其
i뺑衣服皆鎬爛iíii. 金銀以自節. 大加 · 主짧皆著j펴， 如冠뼈而無後， 좋아、加著折風， 形如fr.”

9 ~三國志 · 鍵뽑東헛傳 · 高句麗」 ‘’以十月察天， 댐中大會 名티東盟. 其公會， 衣服皆鎬
補， 金銀以自節

10 f三國志 · 觀판‘東헛傳 · 高句麗」 “其官有相加 · 對盧 · 채者 · 古離加 · 士짧 · 優台챈 · 使
者 · 우衣先A. 尊1$.各有等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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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인불의 면변에서도 그것이 국가적인 규모의 제사임이 확인된다. 그 

러나 이러한 제천(察天)행사에서 연행된 음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다만 제천의례를 행하기 위해 궁을 나와 행렬하는 거가출 

궁(車罵出宮)의례시 왕의 의장과 그 의장에 수반되는 악대의 모습은 몇몇 벽화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왕의 의장 혹은 귀족의 의장으로 추 

정되는 행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 하나의 제천의례로 교외(겠外)에서 거행하는 교제(잣際)가 있다. 고구려시대 

에 교제가 거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異論)이 

교차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r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J 가운데 교제를 거행 

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유리명왕 19년(서기전 1) 가을 8윌에 교제(했찢)에 쓸 돼지가 달아나서， 왕은 

탁리(託利)와 사비(斯뽑)를 시켜 쫓게 하였다. 장옥택(長屋澤) 가운데에 이르러 

발견하여 칼로 돼지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왕은 이것을 듣고 노하여 “하늘에 제 

사지낼 희생을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마침내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죽였다.9월에 왕은 병에 걸렸다. 무당이 말하기를 “탁리와 사비 

가 빌미가 된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사과하니 곧 병이 나았 

다.11 

산상왕 12년(208) 겨울 11월에 교제(셨察)에 쓸 돼지가 달아나 담당자가 쫓아 

가서 주통촌(酒補村)에 이 르렀으나 머뭇거 리다가 잡지 못하였는데 20세 쯤 되 

는 아름답고 요염한 한 여자가 웃으면서 앞으로 가서 잡으니 그 후에야 쫓아가 

던 사람이 잡을 수 있었다 12 

위의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가을 8월과 11월에 교제(셨察)를 거행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二十五史』 가운데에는 고구려의 교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 

11 T 느國史름GJ 권 13 r高句麗本紀J 1 始祖 짧f웹明王 19년， 十九年 秋A月 , 셨쭈進 王使託
利 · 斯명-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뼈]節 王閒之뾰日 ‘察天之性 릎可傷也’· 途投二Á~교中殺 

之 九月 王돗病 "ß日 “託利 · 斯뽑薦” 王使謝之 ~p愈.

12 U三國史記」 권 16 r高句麗本紀J 4 山上王 12년， 十二年 양十)月 섯5家速 掌者追之 至酒
뼈村 不能提 有→女子 年二 { 하 色美而觀 笑而前執之 然後追者-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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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중국에서 교제는 천자만이 거행할 수 있는 제례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지 

(양至)에는 남쪽의 교외(겠外)에서 하늘에 제사했고， 하지(夏至)에는 북쪽의 교외 

에 나아가 땅에 제사하였다 13 따라서 『이십오사』의 기록에서 고구려의 교제시행 

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인 듯하다. 

고구려시대에 행해진 교제가 남교와 북교에서 각각 행해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이 ‘동지에는 남쪽의 교외에서 ‘하지에는 북쪽의 교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한 것과는 달라 고구려는 8월과 11월에 각각 교제를 거행하였다. 이로 보아 

교제를 치르는 시기와 그 의미가 중국과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구려의 

교제(했찢)는 확설히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제에 사용한 음악관련 내용 

또한 다른 국가제례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알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동맹제와 같은 무렵인 10월에 지내는 또 다른 제사로서 국동대혈(國東大六) , 

즉 나라 동쪽의 큰 굴에서 선을 맞이하여 제사지내는 수신제(極神쩔)147} 있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15 그것을 수산(健神)이라 부르며， 역시 10 

월에 그 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산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위[國東上l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선좌(神座)에 모신다 16 

동굴에서 지내는 제사의 전통은 고구려 이후 어느 시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독 

특한 전통이다. 수신제를 지낸 동굴로 추정되는 통천굴(通天짧)이 실제 묘사된 

모습을 보면， 굴 입구의 넓은 부분이 300여 평방미터에 달하여 거대한 규모의 제 

13 중국에서 이러한 전통은 前漢 후기에 확립되었다. 南체와 北체의 제사방식은 전한 말에 
￡흉에 의해 체계화된 이후 왕조에서 계속되었다. 

14 ‘佛神’은 『三國志』 이후에는 ‘隨神’이라 기록하고 있다. 
15 이 國東大슷은 1983년 집안 문화유물보편조사대가 발견했는데， 上解放村의 공동 지구에 

서 발견한 通天짧로 알려져 있다. 용암동굴이고 굴의 깊이는 16m , 너비는 20m 높이는 6m 
정도 되고 꿀 입구의 넓은 부분은 3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굴의 주변은 여러 산들로 에워 

싸여 있고 아늑한 골짜기 에 기 이 한 봉우리들이 있는 형세이다(吉林省文物志編委會集安縣 

文物ιE、~ 52 , 1984). 고구려의 수신제는 바로 이 넓은 부분에서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後漢뿔~東헛장1]傳 · 高句麗」 “其國東有大六， 號1짧神， 亦以 l 月핀而察之三國志 · 鍵書』

「東헛傳 · 高句麗」 “其國東有大六， 名隨치， -[.다 國 tt'大會， "댄隊神還二f國東上썽서y 置木隊手l뼈 

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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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이러한 넓은 공간에서 의례를 행한 후에는 

나무로 형상화 한 수신(1援神)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 수상(水上)에서 제사하는데， 

‘수상’이란 강변17을 말하는 것으로 곧 압록강변이다. 

여기서 ‘수신(隊神)’의 존재가 궁금해지는데，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수혈 

속의 수신이 유폐상태의 유화(柳花)이고， 동굴은 여성과 통하므로 주몽의 어머니 

인 유화일 가능성이 있으며， 수신제에서 수선을 압록강변으로 모시고 나오는 것 

이 유화의 일광에 의한 감응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8 본고가 수신의 

성격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논의에 그치 

기로 한다. 다만 수선제도 왕이 친히 지내는 제사인 친제(親察)에 해당하므로 왕 

이 동맹에 참여할 때 수행하는 의장대가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직제(社樓察)와 종묘제(宗南쩔)도 이미 고구려에 시행되었다. 사직은 동천왕 

21년(247)에 평양성에 종묘와 함께 옮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 고국양왕 

8년(391)에 사직을 다시 세우고 종묘는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천왕 21년(247) 봄 2월에 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平壞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그곳으로l 옮겼 

다 19 

8년(391) 봄에 사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實 

뿐)을 인질로 보내였다.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담 

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 I國社l을 세우고 종묘(宗朝)를 수리하게 하였다.20 

위의 두 인용문은 고구려에 사직과 종묘의 존재가 확실히 있었고 적어도 동천왕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세워져 이후 옮겨지거나 수리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 

17 강경구， “隊神考" w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숭배J. 학연문화사 2001 ， 223쪽. 

18 徐永大， “高句麗의 國家察피E 東盟을 중심으로 .. w韓國史쩌究~ 120 한국사연구회 , 
2003 , 8쪽 그밖에 수신을 통굴을 수호하는 선， 혹은 산신(山神)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19 W두國史記』 권 17 r高句麗本紀J 5 東川王 21년. “春二月 , 王以뼈~城經亂， 不可復都， 종용 

'fJ:훨城， 移民及|웹社，+壞者本úu人 H혔之毛也， 或j긍士之都王l했 ” 

20 ~三國史記』 권 18 r高句麗本紀J 6 故國壞王 8년. “春， 遺使新羅修好， 新羅王遺#꿀實聖쩌 
質， 三月， 下敎， 뿔信佛法求福， 命有司， 立國社， 1ft宗願 고국양왕 8년 기사는 廣開土大王陸

細에 의거한다면 고국양왕 9년의 기사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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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21 

이하 종묘와 사직의 존립 여부를 알려주는 기록틀은 '01 십오사』 가운데도 여 

러 곳에 보이지만 그 내용은 『삼국사기』 이상의 정보를 주지 못한다. 다만 “귀신， 

사직， 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한다(~後漢書dJ)거나 “종묘를 세우고 영성 • 사직 

에 제사한다(~三國志.J]. 立宗}햄， 패靈星 · 社樓) . “왕실 왼편에 큰 집을 지어 귀신 

에게 제사지내고， 또한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지낸다.’22는 방식으로 제사의 시행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Ù~삼국지』의 내용에서는 종묘와 영성 23 사직제의 시행을 

알 수 있게 하지만 ‘종묘’에 관한 한 『삼국지』 이외의 자료에서는 모두 ‘종묘’에 

제사하는 것을 ‘찢鬼神’이라 표현했다. 따라서 『삼국지』는 『이십오사』의 기록 가 

운데 고구려의 ‘종묘’라는 명칭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자료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고구려에 종묘와 사직， 그리고 영성제를 시행했다는 사 

실이 확인되는데， 종묘， 사직 영성제는 그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존속되는 제사라 

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시행 내용이 고구려의 것 그대로가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다는 방식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제례와 마찬가지로 종묘와 사작， 영성제에서 연행된 음악의 내용 또한 상세 

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도 고구려에서 치라진 국가제례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어머니이자 

하백(河伯)의 딸인 유화부인을 모신 선묘(神朝) . 태양신인 일선( 日神) . 월신(月神) 

등을 섬기는 국가전례가 거행되었음이 확인된다. 

3. 수렵(함繼)의례와 연례(홍禮) 

조선시대에는 왕의 공식적인 수럽의례가 오례(五禮) 중의 하나인 군례(軍禮)에 

21 신라는 제37대 선덕왕(632-646) 때 사직단을 세워서 그 건립시기가 고구려보다 훨씬 늦 

었음이 확인왼다삼국사기』 권 32 r雄「ι · 쩔페J. 

22 ~南史東헛 · 高句麗」 “Pf1lç宮室. 於所居之左大屋， 찢鬼神， 又폐’츄’星 · 社樓

23 조선 성종대의 오례서인 『國朝1i셰뿜子例」에 영성제의 시일은 입추 후의 진일로 규정되어 
았다國朝五비뽕序B'IJ~ 핀 1 吉11뽑」 ‘時日’， “ i秋後辰日， 祝靈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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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강무의(講武橫)’로 규정되어 있었다. 강무의의 의주(懷註)는 각종 오례서 

에 그 시행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수렵과 

비교해 보기 위해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한다. 

왕이 강무에 임하기 7일 전부터 병조(兵暫)가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게 될 

들판에 일정한 표식을 하고 왕이 사냥할 부근 근교에 기(雄)를 세우는 일부터 의 

식이 시작된다. 사냥하는 당일에 왕이 타고 있는 어가(倒罵)가 나와 북을 울리며 

사냥터로 들어가변 왕이 어가에서 내려 다시 말을 타고 사냥터로 나아간다. 이 

때 짐승을 몰기 위한 기병(騎兵)， 유사(有司) 등이 정해 놓은 횟수에 따라 짐승몰 

이를 하면 왕이 이어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의례를 진행시켰다. 왕이 화살을 쏟 

후에는 곧이어 여러 군(君)이 쏘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사냥할 수 있도록 허락했 

다. 또 짐승을 쏘았을 때 화살이 맞은 방향에 따라 그 고기를 종묘(宗댐)에 올리 

거나 빈객(實客)을 대접하거나 혹은 포주(J힘많)에 충당하거나 했다. 또 활 쏘는 

법에도 예가 있어서 이미 화살에 맞은 짐승은 쏘지 않았고， 짐승의 얼굴은 쏘지 

않았으며， 일정 표식 밖으로 나간 짐승은 쫓지 않았다 24 

조선시대의 군례 가운데 하나로서 행해졌던 ‘강무의’에서는 이처럼 정형화된 

일정 틀을 가지고 수렵의례가 행해졌고， 이때에는 반드시 ‘북’이 동원되어 의례의 

시작과 중간 진행과 행위의 멈춤과 개시를 알라는 악기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강무의’의 경우 특정한 시행 시기가 오례서(五禮書)에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시대에 왕이 직접 참여하여 행하는 수렵의례의 시행 양상 

을 보면 오히려 조선시대의 것보다 체계적이고 비중 또한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고구려에서 행해진 수렵의례로서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해 3월 3일 

에 낙랑지구(樂浪之묘)에서 거행한 수렵의례이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 3윌 3일에 낙랑(樂浪)의 언닥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날이 되 

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 갔는데， 그 달라는 품이 언제나 앞에 서고 포획하 

는 짐승도 많아서 , 다른 사람은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25 

24 이하 내용은 성종대에 편찬한 五禮書인 『國朝五비뿜義』에 있는 것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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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온달전에 3월 3일 낙랑의 언덕에서 사냥하는 의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내용을 보면 고구려에서 행해진 수렵의례가 주요한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 

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매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은 봄 3월 3일에 왕이 친히 행하는 수렵의 

례를 묘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의례는 가을에도 행해졌고， 왕이 친히 참석했으 

며26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서는 큰 규모의 의례에 속했음 

이 확인되어 고구려의 수럽의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로 행해졌 

고， 그 상징적 의미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 사회에서 수럽의례가 매해 왕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서는 중요한 국가전례로 치러졌다면 현전하는 수많은 고 

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적어도 몇 기 정도에서는 그 관련 그림이 남아 있을 법하 

다. 따라서 여러 고분벽화 가운데 고구려 국가전례와 관련한 행렬도로 추정되는 

것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성대한 규모의 행렬도가 기록된 것으로는 

‘안악 3호분’과 ‘녁흥려고분’ ‘약수라고분’ 등이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의하면 이 

틀 고분의 주인공이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장壽) .27 유주자사 진과 같은 일정 선 

분 이상의 귀족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고분 가운데 ‘안악 3호분’의 벽화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당한 분량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음악사학의 분야에서는 이혜구， 변미혜 등의 학자에 의해 

그 내용이 진척되었다. 특히 이혜구의 연구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이 ‘동수’라는 연 

구성과를 받아들여 전설(前室)의 벽화는 전정(願底)에서의 의례악(懷禮樂)을 그런 

것으로 한대(漢代)의 황문고취(黃門鼓吹)에 해당하는 악대라 하였고， 회랑(回郵) 

의 행펠도는 답고(擔鼓)와 담종(擔鐘)이 포함된 전부고취(前部鼓吹) . 이중고(二重 

25 ~二 I폐셋記』 권 45 r씨傳J 5 ‘溫많’ “高句麗常以春三月三L1. 會繼樂浪之Ií-. 以所獲獨應，
컸天及山川神， 즉5其日， 王出敏.~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JíJf養之馬隨行， 其騙關常在前，

所獲亦多 .ftß無若者

26 ~p롭書J의 기록에도 왕이 친림했다는 내용이 있다隔펌J 권 81 r高麗f헝」 “섭春秋슷Ií狼 
f親빠之” 

27 양픔놓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안악 3호분이 미전왕릉 

혹은 고국원왕의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어 현재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나름의 논려로 수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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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와 소(蕭) . 각(角). 탁형타악기(釋形打樂뚫)가 포함된 후부고취(後部鼓吹)라 하 

였다. 또 후실동벽(後室東뿔)의 무용도(舞뼈圖)는 의장(f:義供)을 갖추지 않았으므 

로 예연(禮夏)이 아닌 곡연(曲흉; 私夏)이라 진단하면서 , 서기 357년에 大角 · 立

鼓 · 蕭 · 網鼓 · 金표 · 짧 · 統 · 燒 · 玄琴 . I兄成 · 長蕭 등의 악기가 존재했음을 밝 

혀28 안악 3호분 벽화에서 보이는 음악관련 장변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한 논문으 

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혜구의 논문에서는 벽화에서 보이는 각종 악기와 악대에 대해 상세 

한 설명과 논증을 하였지만 이러한 악기 혹은 악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원되 

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악대인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여 후학에 

게 넘겨 놓았기 때문에 안악 3호분의 벽화에 그려진 음악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엇갈라고 있는 

형편이지만 안악 3호분에 그려진 음악연행 내용과 몇몇 단서틀은 그 주인공이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실이 여러 장면 보인다. 특히 회랑(回郵)에 그려진 

대규모 행렬도의 의장， 행렬에서 부월(쭈鎬)을 갖춘 의장， 갑주(甲뽑)를 갖춘 보 

병의 존재는 그 주인공이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의장대와 악대 외에 기존 연구 성과에서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고구려의 왕 

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로는 북한학자 주영헌의 연구가 있다，29 주영헌은 무덤의 

주인공이 쓴 관(冠)이 왕의 복식에 해당하는 백라관(白羅冠)이라는 점과 무덤의 

주인공이 타고 있는 수레 앞의 깃발에 “성 상번(聖上|播) 이 라는 붉은 글씨가 쓰였 

다는 점에서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은 왕이라고 하였다.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왕이라면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구려왕의 의장(構俠)제도의 실상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안악 3호 

분의 의장， 그 중에서도 회랑(回빼)의 행렬도에 보이는 전부고취와 후부고취 등 

은 왕의 거가(車뿔)가 출궁(出宮)할 때 갖추는 의장이 되고 기타 벽화의 내용은 

28 이혜구安놈 第二號t용 堅畵의 奏樂圖 .. ~韓國흡網字說~ .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29 주영현， ’‘주요 고구려 벽화무텀의 주인공에 관하여 .. ~高句麗古慣빨畵~ . 日本 朝蘇畵報

社. 1985. 주영헌은 이 논문에서 안악 3호분 행렬의 규모도 추정했는데， 그림에 보이는 행 
렬， 즉 행렬의 절반만을 그런 인원이 250여 명이므로 전체 행렬도를 감안하면 행렬에 동원된 

인원이 500여 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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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전례에서 연행되는 음악의 모습이 됨으로서 지금까지 실제 내용에 대 

해 구체적인 언급이 불가능했던 각종 국가전례의 음악 연행 내용에 대해 보다 진 

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잠시 『국조오례서례』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거가출궁의례는 길례(吉禮)의 대사 

(大피~)와 중사(中패리에 수반되는 거가출궁의례를 설명하고 상세한 노부(펴灣) 내 

용에 대해서는 가례(嘉禮)의 ‘노부’ 항목에서 각각의 해당하는 의장을 자세히 기 

록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놓았다. 안악 3호분의 의장내용 가운데 각종 의장기수와 

부윌수(쯤짧手) 등의 모습은 조선시대 왕의 의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안악 3호분에 보이는 고구려의 의장과 조선시대 왕의 의장을 연속성이라는 관 

점에서 파악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진전되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그 이 

상의 세멸한 논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안악 3호분에 보이는 행렬도 

가 종묘제나 사직제 혹은 교제， 산천제 등을 거행하기 위해 출궁(出宮)하는 모습 

일 수도 있고 본 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렵의례， 혹은 수렵의례 후의 산천의례 

행렬에 수반된 의장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 고찰한 수렵의례와 

안악 3호분의 행렬도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은 고구려사회에서 수럽의례의 중요 

도 때문이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안악 3호분의 행렬도가 고구려시대에 대규모로 행해진 국 

가전례 가운데 특정 의례에 수반되는 거가출궁 장면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이고， 그것을 수럽의례를 논하는 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고구려 사회에서 수렵의 

례가 매 해 특정한 날짜에 시행되었고， 또 그 의례를 행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례인 산천제를 아울러 거행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제기해 본 것이다. 

왕이 수렵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정형화된 거가출궁 

(車罵出宮)의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또한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러 악대의 모습 가운 

데 이 때 수행하는 악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의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삼국사기dJ온달전」 

의 기록에서 3월 3일의 수렵의례를 위한 왕의 행렬에서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 

라갔다”는 기록은 왕의 의장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성대한 규모의 의장대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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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안악 3호분의 행렬도는 그것이 왕의 의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고구려시대에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로 시행된 연례(夏禮)로는 왕설의 각종 연 

향을 비롯 주변 국가， 즉 신라나 백제의 사신이 왔을 때 베풀어지는 각종 의례와 

연향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례에서는 각종 악무(樂舞)가 수반되지만 그 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구려에서 연주되고 있는 각종 악기 

의 종류30라든지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각종 악무의 연행양상(안악 3호분， 약수리 

고분， 녁홍리고분， 장천 1호분 등) . 그리고 고구려 악사가 수나라 · 당나라의 궁 

중에서 연행한 수나라의 칠부악(士J部樂)과 구부악(九部樂) . 당나라의 구부악(九部 

樂)과 십부악(十部樂)31 중의 고려기(高麗反)에서 고구려 연례음악의 모습을 찾아 

볼수 있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각종 악무의 연행양상에 대해서도 연구성과가 나와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국가전례에 연행된 악무라는 시각을 가지고 논의된 것은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고구려의 음악이 중국에서 연행되었던 양상은 『신당서(新톰뿜)~ r 예악지(ìTl塵양 

志、)J 에 기록이 상세하다신당서』에는 당의 구부악(九部樂) 가운데 포함된 고려 

기(高麗皮)의 악기와 악무 연행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악무와 그 악 

무를 연행할 때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기록이다. 

“고려기에는 탄쟁， 추쟁， 봉수공후， 와공후， 수공후， 비파 ... 오현， 의취적， 

생，호로생，소，소펼률，도피펼률，요고，제고， 담고，귀두고，철판，패， 대필 

률이 있다. 호선무(胡旅舞)가 있는데 춤추는 사람이 둥그런 공위에 서서 바람처 

럼 돈다 "32 

30 고구려의 악기는 이진원의 연구에서 정리되었다. 이진원，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음 
악과 악기" ~뿔畵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X化~. 고구려연구회. 2004. 

31 수나라의 七部樂(開皇 초. 581 후)에는 淸I힘皮 國많， 龜鉉f支， 安國i3i. 天쏟皮， 高麗f支，
文康f支가 있고 九部樂(大業 중. 605-618)에는 청상， 서량， 구자， 소록， 강국， 안국， 천축， 고 

려， 禮畢이 당나라의 九部樂(武德 초 618후)에는 연락， 청상， 서량. 구자， 소록， 강국， 안국， 

부남， 고려가， 十곰E樂(정관 16년. 642)에는 연악， 청상， 서량， 고장， 구자， 소륙， 강국， 안국， 

부남， 고려악이 포함되어 있다. 樣隆劉 이창숙 역中國古代륨樂史~ . 솔. 1992. 344쪽. 

32 ，新뺨뿔』 권 21 r'll뽑뽕志」 第11 “高麗佳， 有彈筆 · 塊筆 · 鳳首썩앉 · 歐t철앓 · 햄쩡앉 · 표 
훨， 以뽀'(:&탬. t뻗原f 餘4당購甲杯k木웰떼， 象牙행챔撥畵國王形， 又有五鉉 · 義뿜ÊÍ'î' 쫓 · 箱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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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악무를 연행하는 악인(樂A)과 무인(舞A)의 복식과 악기는 『통전(通典)~ 

의 기록을 인용한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악공인(쟁쉰그A)은 자주색 비단모자I짧羅相]에 새깃으로 장식하고， 누른색 큰 

소매옷I黃大抽]에 자주색 비단띠[뿔羅帶l를 두르고 통 넓은 바지 I大口待]를 입었 

으며 , 붉은 가죽 목선발[亦皮]을 신고 오색의 검은 노끈I腦擺]을 매었다. 춤추는 

자 네 사람은 뒤에 상투를 틀고 진홍색 I降]을 이마에 바르고 금귀고리 I金]로 장 

식하며 , 그 중 두 사람은 누른색 치마 · 저고리 I黃챔l에 적황색 바지[커、黃將l요， 

두 사람은 적황색의 치마 · 저고리와 바지를 압는데， 소매를 극히 길게 하고 검 

은 가죽 목신발[烏皮]을 신고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추었다. 음악 연주에는 

탄쟁 하나， 추쟁 하나， 와공후 하나， 수공후 하나， 비파 하나， 오현 하나， 의취 

적 하나， 생 하나， 횡적 하나， 소 하나， 소필률 하나， 대펼플 하나， 도피필률 하 

나， 요고 하나， 제고 하나， 담고 하나， 패 하나를 썼다 당나라 무태후(武太Jfî) 

때는 오히려 25곡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직 한 곡을 익힐 수 있고， 의복도 차츰 

낡아 없어져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책부원귀(冊府元龜tl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음악에 오현， 금， 쟁， 

펼률， 횡취， 소， 고 등의 악기가 있으며， 갈대를 불어 곡조를 맞추었다 "33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고구려 음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악무(樂舞) 

인지 확실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동전」을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고구려 악무 가운데 긴 소매 옷을 입고 쌍을 이루어 나란히 서서 추는 군무(群舞) 

형태의 춤을 출 때 6개의 현악기 7개의 관악기 4개의 타악기 도합 17개 17종 

의 악기가 단캡이 편성으로 반주에 참여하는 대규모의 악무가 연행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조선시대 사선연(使ê夏)에서 연행되는 춤의 반주음악으로 많이 쓰 

花 • 蕭 . /J、짧평 · 挑皮驚했 · 體鼓 · 齊鼓 · 擔鼓 · 龜頭鼓 · 鐵版 · 貝 · 大醫햇. 胡旅舞， 舞名 \f 
짧上， 旅轉如}봐” 

저 『二→1폐史記」 권 32 r雅志 · 樂」 “高句麗樂 『通典』피， “樂工A緊羅相， 節以烏쩌， 黃大抽，
뽕羅帶， 大口持，iJf;皮， 五ß腦*밟 舞者[JL1A. 雄於後， 以隆林짧， 해以~， -，人黃裡 · 커t黃짧， 二

AiJf;윌補 · 將， 極長其抽. 烏皮， 雙雙따立而舞 樂타]彈?흉一 瑞筆← - 댄^'~완篇 쁨중쩍~一 표똘→ 

FîJ&:• 義뿜Êã一 숲一 橫f칩) 蕭→ 4、짧핫t一 大緊햇→ 挑皮짧짧一 B몇鼓一 齊값 - 擔鼓→ 貝

一. 大曺표UJ즙時， 尙」二十듀曲， 今n佳能컵一lIlJ， 衣服亦賣~X .;차其本風" w mr府TC龜조'. “樂有五

鉉 · 琴 · 筆 · 簡핏 · 橫Pj( . 蕭 · 값之屬， Pj(~흉以和[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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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여민락이 현재 11종의 악기로 연주하고(조선시대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 

다) , 조선후기 무용반주 편성으로 애호되는 삼현육각편성이 5-6종의 악기인 것 

과 비교한다면 고구려의 무용반주음악에서는 매우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고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고구려시대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연행된 악무 가운데 조선조까 

지 그 맥이 이어지는 동동(動動)이 고구려의 악무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의 기사 가운데 보인다. 성종 12년 8월 조선을 찾아온 중국 사신을 위 

해 인정전(仁政願)에서 베푼 사신연(使닮흉)에서 동동무(動動舞)를 연행한 바 있 

는데， 그것이 고구려시대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상사(上使)가 연하여 쌍배(雙杯)를 올리니 , 임금도 쌍배를 되돌려 주었고， 부 

사(副使)도 또한 상사와 같은 예(禮)를 행하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각기 자리에 

앉았다. 월산 대군(月 山大君) 이정(李첼)이 술을 돌릴 때에 통기(童技)가 일어나 

서 춤을 추니， 상사(上使)가 “이것이 무슨 춤입니까?"하니， 임금이 “이 춤은 고 

구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픔을 동통무(動動舞)라 하오라고 하였다 34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동동무의 고구려 유래설에 대한 기록을 인용해 보았 

다. 동동은 r高麗史~樂志、」에도 소개되어 있는 향악정재이므로 그 유래가 적어 

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로 소급해 올라가는 데 큰 무리는 없지만， 고구려의 악무를 

설명하는 알려진 기록 가운데 동동의 존재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위의 인용문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또 고구려시대의 연례(夏禮)에서 연행 

되었던 악무의 구체적 명칭을 잘 알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드러난 악곡의 이름이 

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이상으로 고구려시대 국가전례의 하나로 거행된 수럽의례와 연례에서 연행된， 

혹은 연행되었을 악무와 행렬도의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밖에도 팔청라 고 

분벽화를 비롯한 여러 벽화에서 보이는 산악이나 백희와 같은 잡희(雜敏)35는 궁 

34 'r成宗實錄~ 132권， 成宗 12年 8月 3 日 (ζ已) “ t使連進雙杯， 上回뼈雙杯. 옵IJ使亦如上使 
禮， Onl1)'"i各就座. 月 山大君뺨q'fí西時， 童技起舞， 上使티· “是何舞耶?" 上티: “此舞， 自高句麗時.

단有之， 名 日動動舞.‘

35 고구려의 놀이문화에 관하여는 전경욱，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놀이문화(演敵文 
化)." w벽화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 . 고구려연구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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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종 연회나 나례(懶禮) . 외국 사신 영접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도 공연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전례의 일환으로 펼쳐진 연희라는 점도 수긍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행사에서 어떠한 의미로 연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고구려시대에 국가적인 규모로 연행된 국가전례(國家典禮)에 대해서는 주로 국 

가제사(國家察깨E)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동맹(東盟)과 같 

은 국중대회로서의 성격에 춧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이는 고구려시대에 

행해전 국가전례의 기록이 워낙 소략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위 이상의 논의가 어 

렵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했지만， 역시 자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 

기논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에 속하는 제례와 수렵의례， 연례 

(夏禮)로 나누어 그 시행양상을 정리하고 또 그려한 의례에서 사용되였을 음악의 

양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몇 가지 추론을 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그치게 되었다. 

고구려시대에 시행된 국가제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논의 이상을 진전시키기 

어려웠으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맹제(東盟썼)를 비롯하여 수신제(隨神 

썼) . 시 조묘(始祖關)를 포함한 종묘제(宗關察) . 사직 제(社樓찢) . 영 성 제(靈星썼) . 

교제(했쩔)와 산천제(山)1 1 쨌) . 신묘(神웹)， 일신(다!뼈) . 월신(月神) 등의 제사가 

고구려시대에 연행된 국가제례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음악내용 

에 대해서는 문헌의 부족으로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여러 고분벽화의 기록내용 가운데 안악 3호분의 행렬도와 

악무연행내용 가운데 보이는 의장을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고구려왕의 거가 

출궁(車뿔出宮) 의장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본고의 추론대로 그것이 왕의 행렬도 

라면 앞으로 고구려시대 왕의 거둥시 연행되는 의장의 규모와 성격 내용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것과 함께 덕흥리고분이나 약수리고 

분 등의 행렬도에서 보이는 행렬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본다면 고구려시대에 각 신 

분별 의장내용에 대한 연구도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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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고구려 고분벽화들의 음악연주 장면 가운데 많은 

것이 고구려 국가전례가 시행될 때 연행된 음악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각을 

떨어 놓는다는 점에 본고의 의미부여를 해 본다. 본고는 ‘국가전례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첫 시도이므로 논리적인 비약， 혹은 무리한 해석을 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라한 시각을 갖고 기존의 자료들을 들여다본다면 보다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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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ituals and Music In Goguryo Period 

Song, Ji-won(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rituals are all sorts of ceremonies performed in the court 

(royal palace) on a national scale. The national rituals performed in 

Goguryo Period were the sacrificial rites, such as Dongmengje *M~, the 

rite of worshiping Heaven in October, Jongmyoje *Jlij~, and sajikje ff[UI~. 

In addition to these, there were various national rituals with different 

traits and function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overall 

national rituals, by classifying national sacrificial rites, hunting rites, and 

banquet ceremony. Furthermore, this paper will clarify the aspects of 

music performance accompanied in such ritua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ene of music performance in the wall paintings and 

particular national rituals. 

This paper presumes the parade painting in An'ak, No. 3 n=~»EtJl: 

from the records of ancient wall paintings as the portrayal of the 

procession of Goguryo king's royal carriage coming from the palace. If this 

proves to be the procession of Goguryo King, the discussion on the scal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ceremonies performed in Goguryo King's 

coming will be more advanc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