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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J"';eon em is divided into ,wo penod, ""eh as UlC former "nd ,he 

latter limes S(arting from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llUl in the = 
of academic se<1ions, the point of the perlodizallOn ,nd 'he amception of the 

chruatleristics of ""ch eroch pn:"cnt "()[nL~,'ha, in different and variou., way; 

<lcpends on ",1m! sorts of ,hemes and viCWpjinlS are "wolve<! "ith, For 

inSI"nce, in tk cultural hislOry, {here is a lendency that Imler of Joseort can he 

defUled as the times wllCn tile Jin-Gyeons Scansu(land=f'" Painting of Reol 

SeeM",.) wa' appc,"n:xl, the Genre P'inltn,<;: was porubr with anti ~\C nriddle 

class entered mlO the Held of aIlS activities. 

N; for the Korean mu.'>ic hi>to",., a lheory ~w J= period can be divided 

into" dilferem {nnes has heen widely accepted according to , several scholars' 

,,-~,,-'!tion such iIS Chang Sa-hoon and Hwang Jun-yeo", l1tal b, {he fonner ye;lrs 

still mean< before Japan= Invasion in 1592, however, the latter thm-" should be 

divided into two paIlS such as middle "nd {he IaSI yea" 1xL,,-'<l on tllC 

conseq\lence of the lifu cyck of tilC various musirul genres and "yles 3" ,een 

lhe dts\;nC( ch"nge' on the beth Coun and Folk music in lhe latter t;me" of 

, Sook.o)'oo-"'8 w"""",'_, !lm"",,"ty 



In thls oontext, the "",in COflcern of lhis poper lies in obse'l'v;otioo whether the 

RO)",u Court DO(JJIT1'-'I1laIJ' l'"inting> tell u> the difkrentJa! aspects of !he 

periodic'll [r,lllsiuon or not. Tn detail, my que;tion goes if it is possible 10 ""'ke 

distinction some of petiooical traits from the musical perl'onnance pointings in 

the last of Joseon em, how do we set the Hrst and st:rond term ,"ach? Tn orucr 

to !l)' ill answCr this question, I mainly studie<.J and analyzed the Royal (hm 

celebration event> and program' of jOl.eon Dyn"-'tty. In the lauer of joseon, 

whik the country had been under the hard times and ~haonc situation caused 

by quiet a few foreign invasIons, ;t was Inevitable that the lradition of the Royal 

Court celebmtiO/lS were also Welkened however, in dle times of die 1m" 

17m-18th RM1!)" throughout die regimes of !he King Sookjong, King Yongjo 

and King ]eongjo, rno>"t of the "'ational cdebi:ation program<; were repr=nted 

and restored. Among them, King JeonlJjc/s achievement _, remarkable In lenro 

of hi' own dIstinctive and creative works such as I:""lngslld'ng Jlflchanyeon, " 

new fonn of roylIi oonqllet which was piaIllled to celebrate his mother Qeen 

Ilyekyoung-gung 

Hong's 60th birthday in 1795. The ceremony Bong>udang Jinchanyeon had 

heen recorded as a detailed form of documentary paIntIng by the oder of King 

Jeongjo and has still been an ,mpollan! national heriwse until today, 

Additiorullly, in the ern of Jeongjo, <he 1=1 dance styles were started 10 

inIroducc a, !he Royal Coun, an<.J in the em of Soonjo, <he new 'ttyle of RO)"l1 

D"",-,-, calk'<l Jungjae wa., cre'ted. In !he rerult of 'I'f'<"rance of new Royal 

Dance genre Juogjae, new songs and mns;cal bands continued to ere",,, '0 

perl'onn logether, All those were non exisled in the former- pericds_ 

From the observation of the Royal Court celebration Paintings in the late era 

of Joseo.n, " sevem! specific !l'lils arc discowrc'<l. Fir>tly, in the King Yongjo 

period, <he Roy:.u Coun bano:juet program. were jllst mostly repeat and following 

the former KIng Sookjong penods' ~jes. In <he COfltmst, from the p"riexl of 



Jooogjo, the musical porforrrumce p"intings and ,,-'cord< sh""ro a "llhstantially 

different features fmm that of before Kmg Yongjo. In mndusion, it is possible 

to define the era of King Joongjo as the smiting point of new rnusiClj history in 

J=n l)yna.''Y. TIlcrefore when " ... d,,;de the latter times of Joseon into two 

ran.,. the Mt period am be considered the timt."S aflCt die J"p"nese lnva";on ;n 

1592 (:E.!HtiILl !O the ern of Kins Yongjo. and the second holf peno:! Cln he 

said ever since the em of King Jeongjo to the end of J=n Dynasty in die 19th 

Cent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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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끊찮풍옳싫옳옳챙짧훌의양상 
연향 관련 의궤 헛 기록회덜 중성으로 

용“혜진· 

〈아허b 

l 서은 

2 조션:f기 웅중생시도의 주악도상 에씩 

3. 2ε꺼후끼 9증예씨도주잉도상 이교 양석 
4 정8 조섣후기 궁중갱λl냥I .'f익도상 뺑뺑 

1 서론 

조언시대는 일안씌으로 잉진애란응 "경으효 션? 아 후기호구종되고 있지안 ~ 

i 훈δ.， 연구관정 에 '4라 시， 우ζ!t-sq 는이가 다으고 시대의 혹갱에 대얻 잉삭도 

다E츠4 특" 에승 용용에 초정융 둔 연구얘서는 신경/ι「수iμ !li;$:1ι<0，의 층연 

증*~I<~WIl)의 갱생 중인(<j>AP'1 이항인(.ι시융의 얘승 용용 갱여 동융 근 

거g 조션~기의 운.μ}의 연용응 세운-tl-C 갱양이 있나 용익사 연구에서는 일반 

λ1의 "준윤 껴용 P껴 갱\7]511 후기의 잉장옹 기슨이양 에도 있À 용악 양~의 연전껴 

장르의 갱생 및 씌퇴의 꾀%에 주욕'"껴 조션시대릉 애 사7 호 구용하는 것이 타당 

히마고 용 영구기도 있다" 

즉’'"'‘?쿄 



조"가 없셔도익 주야도생 ••• ’” 인m 。강 잉 

장λ~l!l!~이 응 응조에의 연화 거운고의 연I'<!얘(JJ#ì!잉 응의 요현'1영익 언아 

에 은거히여 조션사얘릅 에 시기호 구용싸었나 r~영시"'￥§추O!-)J (션 ε 5'<Ì 

"η) 이후 역안업 (1ll!<i!n에 의찬놓한 'lj;l,.l 천싱(-!J!t) 적성 iM1)7얘응 용용한 

안국고유의 응악특껑에 영성"정아 이션 시"와다트"1， r.융에~](~fiI:;t.)J 정 a 

순조)에셔 양견되는 계연조의 연화오 /때 구운의 근거가 경 수 있다고 강았아 

영준연 .'" 응 -조션후기 정‘，죠영)파 인속익K~fli'~ 의 항당 양상 에셔 잉진 

에얀융 기정으오 죠선 갱끼아"기를 우운아>1， 영조애응 기정으호 조선후기의 찌1 

기>1 조성후7 의 재2가오세lÇ'il)였다 영조이전까λ 는 〈여인력(‘1I::1Il)) . (보δ까 

W'.!Ir:-J.)>기}서서에용용호뿌킥내려고 ~，띠H익 i二얘 '1 갱자 쇠찍하연서 〈안대엉 

(얘 윷)) • (.상대영，.λlI!:)) • (용전(um 등의 :'r..cJl7) 애호의디P내 영죠 얘부U 는 

(영얀피성'"ψU))싹 〈가옥)의 삭예엽(r<).;lri)'이 여에 약우프，. 운.~.!i에 팅}애 

연 규요호 원생의는가 에}헌 시조(꺼쩌 기} 동~아고 판소'1와 산조의 양전 용 인욕 

익F이 용격걱으표 부용'1lH슨 잉장올 중/ 하였C↓ 

깅총수(Ulii1<)는 기존익 유악애 시대구용까 강링 연구릉 갱야한 조션후 '1 용악 

사 연우의 생과약까제 。 서 여이 악1블의 소선시얘 시때구용이겨 운제에 대하여 죠 

명하고 

l깨]써는여ε”이입잉얘증깎*정유써잉엇용*，'FI1iJ Jl，;어써이m증인위 

킹 1 없↑장영엔}용용웅.쳤디t갱써그이앤쟁!<1-. 그언이 1&\171 후반야 

'"써야생}싫인싹〕 뺑λ잉여지，g.0J<iK.!">1 확대띄앙정써 나시 

연‘8 세언운 깃애 요쩌다 <'N용약잉키잉써도뺏"찍이후갱'4"IVl ~융용계 

의 끼씹”응케효띄는 연껴가。뼈 여아서조씬대응삭시의 λ이원조젠 

~I :f7호 내눈내응 .'，등니시엄언 셰운에어 셰시기호니「 연응껴양늬과 양유중 등으 

고허한구푼이 필 갯 짙다υ 

，，~씨의시얘우몽에강에서는여뺑의"*'Hl-， ’어전깅낌 r조싼끼엄사연애 

9잉야;찌，한작용익샤찍R니""' 셔& 깐약용ι」까~~， 20031 , III “j욕요갱조""용 
”깅성쩌의'-'>':. 



% 용g악씨야 

는 의견을 펴쩍하었나 이응<1 최근의 연구에서 i악보 g석 위주의 연우에서 강 

상의 폭이 잉어지고 았으nJ. <>]이안 연구둥。1 시얘의 서강파 운.'R 애써응 이해하 

는데 기여하δ응을 처제 적으표 께λμ'"마 

이응요약하연 조션푸기에는 @ 공중의 제에익에 쇠퇴하었다는 기존 연구가 잉기 

는하냐 주악의유오가옥소잔것은 악흔(윷.， 영회에따흔것이Ufi/ι후7 까지 

제에?에 유지 전승겨m다 @ 궁중응(악 중 영악응 N양춘〉 ι‘허자) 우욕안 션 

숭;ιL 소영g 거나 양'1회의었다는 7 존 견해아당여 조션후기 연양4:i흩용」얘 미 

양은 딩익F주의 갱승 λKl이 확인되며 도드씩 동시 연주흑웅 연앵시기여 특유의 전 

숭영ι‘、을 보얀나 @ 웅증응~1<'1 각종 앵샤를 종 얘 지앙 강‘μ4 사'Kι@ 에 연수 

의.，써 상종~ "i>l-'}, 중앙.~ 치영의 교뉴" 이루어겼<1， @<여pJ "l-l， <보셔샤〉 

〈영산이상〉 응옹 인긴의 용유 웅약으포 껴숭의19:1.'1@ 언1대 •• 증얘영(.λ훗)옹 샤 

라시고식대엽(fl:::km 이 운회}을션sl'었다 @세ε(" 혀가 단생의았Lι @여장가 

곡(ι111\ ~Iili)이 용화되었아 @'댁(~정) 긍껴'!j'!>)풍각용웅이용딩해졌냐 @ 

갱익띄 슈용층아 중인층까지 와때띄었다 @ 잉소g 가 갱자 중요찬 공연융료 가<1 

잉게 되엉다 @ 세악}수(IIIIJIH')을의 양웅 영역이 ” 졌다 @ 여익Hιg 아 에치되 

고 션상게.上"' 께도가 도잉'1있 -1 @~국으:SVJ'-Ej 쟁앙" 양긍이 수용되었아 

는 갱 용윤 종요한 음악운화양상으호 용용 수 았응 것 같다 

용]에서는 조선후기 음악사의 연화양?이여R는 큰 융 안이써 이아 경은 시얘의 

연와 주。 응 주악도성에서도 읽어앵 수 있융까애 주욕히}였다 oH←셔 주익「도상에서 

:s，.-선후기의 재" 아 개2가의 시대객 특갱이 드러닌다연 그 연화의 선엉쟁융 언제 호 

<.는 것이 타딩항 것인가응 , .. 보고자 정다 

~연나 이 깅운애 애당융 영기 위해서는 아상의 강연 자료와 연구 영꾀니를 ~대호 

조선후기 준악도상종유와 내용응 훈류하'. 주익}도상에 안영원 시대객 옹악앤화 변 

화릉 깊이 잉재 깅 에야 하，. 누익오상의 주셔 가 픽9명외 하으호 엉위를 한정합 영」요 

가있다 

띠E써 용.;i!.'셔 서 는 주악도성의 종경와 내용윤 옥녕깨 깨질끽의 기륙성이 '1쿄칙 

중경엔 긍증쟁 } 5Õ,( 1'( 'þ 1I l!Ill\lr!iè엄에응제정하고 그중어서도잉양이 기듀파주 

악도싱융 갖춘λ빼응 증싱으효영화 。.상융 진단F에용 것이다 옹 연구애써 는 시긍까 



생기 g증@νE의 주앞씨iI!~!IH;1 연여잉상 " 

지 궁중의 신연의귀1'1 앙X씬중 관견 도상용 연구한 여러 연구 성'1올 ι::il.;;;~영다씨 

2 조션후기 궁중행사도의 주악도상 해석 

11 조선후기 궁중앵사 현항과 기즙 

쟁사E는 영안써E...>;l 기혹화g 용리여 역사직인 샤건 또는특정한 인ε응 사실에 

충성하게 그P↑τ 기녕셔인 그연융 영한다” 이 영주에 드L 그힘특응 "ξ:<!l 웅 

증기록야 궁중영사도라끄도 하여 앵사가 개껴녕 시7 약 욕혀 앙소 씨퓨의 양삭 

파 영얘에 띠싸 'lt-;}，칭이 명영되는 갱우가 녕냐 또찬 앵사야 간견안 의궤<0，" 퉁 

익 문연기흑응 구비한 경우가 않기 예깅애 궁중짜 인간셔 a 써앵"’‘”인 공연운형 

등 나연서으흐 겁근양 수 있다 조선γα1의 궁중싸 얀요샤끽 시앙 안애ITr.J)애서 

꽁석(1.:"，-，)으포 혹은 시얘'"씨)으효 이듀쉬h인 앵λ1팅 기록한그영 '.요 중 주악 내 

용응 I이f영 자요는 크게 궁중앵사도 판아의 행사도 지꺼，U아)인 행사도1오 

냐-èi 수 있다 

이 중에 궁중얘사도는 국가의 오헤(:tLi!) 중 주악의 연생파 셜;'>.]<에 α4릉 각종 쟁사 

가그”으오쩌야잉것인，" ‘히{i!‘)와친연 친가 진직k응그란것외에 〈증요저)에 

도영(운’~tHl!찌 Ii/.)) • (대샤헤도<*-.’m.1:I)) • (양망도“~it~)) . (능생도[0'균0" 

및 개여 *‘잉 어원생.와 관련왼주익도생'i' 다 。，.써 잉당의 사영"‘.， 영식 

으호 기앵원 '"옹 기호연(~Ol:ε) 경수연(양gξL 시4세장연 .πκ "il;)%Sõ. 풍중쟁 

”특히죠신'"의떼 에@아얘8 ‘ 갱이아 r살후"궁응언양웅* 권 1약 f조신4기궁; ‘ 
양운ι ‘aν 잉생 얘애깅잉&등공써악얘 f긍용기e외싱까j 깅생조성 4 공 
연연에 앤 수갱의 논겨에오 오용옹 애 인.다 구예예얀 야응갱호ε §샤응언 앵소 

41 'tHHi'. '염이약생 얘J(I9)4I ， 174쪽 용ξ 
”아의 @애도는갚지잉생 도U 찍잉 ~'ll(l\i'!!I'↑ 씬뻐 'J;.:(!UII 응"，1(;<‘U 아 생 

씬그，!!o) JE찌.， 경쩌 여야외국사앤 깐염갱연 스4ι @그염도。] 영주에 하 사R 

인 잉 γ오에는 깨인이나 fι 쩌*’11 01]"1 사껴요 주생 생깐 )녕하여 그깅그영 응피익 

에야셋’ }응기%그엉양 계여딩헛뻐 껴휴에E'‘iG) . .WÞI‘’윷 llill %0{ 
응 응류에 ~~걱료 ‘M~ 경1 구동얀그딴， " 영주에 iι엄잉 



æ 용않익때.， 

사도최 냉주에서 상연 수 있나 이을 앵샤는 앙금이 응악까 ? 유식"1 승용 히사하 

는 형식으로 깨최되며 앵사의 공간응 궁권 잊 서융까 지앙의 공싼 시기{t(\iO 퉁이 

제시애 이라션태P었나 "14" ‘j사의 용간이 에록궁극g 임엔이!~더하도공걱잉 

생저응 연 궁중의 생시호 <f주하는 것아 l쩌헤+. 사연에서의 주악 규￡와 구성응 

행사의 성격과 수애 니%의 사희2억 지위 앙호 동옹 고여하 응급 개 a이 9υf 일용 

익h→1'1'lIl)에서 λ}-';;，직"잉'f~ 까지 ￡냥용 두었는이 선j 호 주악도싱에서 새각에 자 

동을 운 갱도는 찍P익야1지안 등낱에 여온 i싸이 도‘f애 구i에걱으호 li연씬 강 응 아 

니마 그꺼나웅응행사R 웅 사안응 주세i 한주익바상。 서는궁중의 악우가샤영 

앵시응 응해 연간으호 찌YO디는 양상응 살영 수 있다는 션에서 중요히마 또 λFrr 

옹국기약재얀에제 기녕양안한"!사었기 에운에그영의 'H김 끼K)파행사칭。'Þ:H등 

의 소강 용융 기욕앙 7m“;~>':) 시응ü.:t) 둥이 녕。'"는 경우가 앙다 

이，;，! 연우에시는 이’i!-，;>l 이혀 행사E 중(에 서 다응 주계의 도상에 이해 상대걱으 

표 자S가 용우i 고 앵사야 관련녕 기욕윤 i고할 수 있으여 ι 작 A17h읍 당에찌 

는 각용의 상호 세쿄응 용얘 시대끽 앤화양상융 상피기 외8얘 연구 빙워응 궁중앵샤 

노그중에서도 연양도에 i;성용 우%나 Of~，용도I의 수찌"조선후기의 연화양 

상융 양익는 것이으딩ζ 연아익 구체걱인 전잉갱옹장히는대 생응하0!.Al-의재의 7 옥 

파 도상의 B 교가 "익능한 자R을 선영하였다 흐선후기에 께좌깅 궁중영양의 기흑 

" 용현 주약도상 자효 헌항응 니응의 〈효 n파 강다 

〈요 1) ""선~1 iS8생애 인팅이 7특 

17'\，(영"'1) 



흐씬‘기 ~잉셔요잉 후의ε.n.‘” 연n 앙상 애 

쩌(정조까 1 잉하 〈진"~ 

，-정조잉， I τ;「? 1 애정웅찌앙 '*잉r!!<.} 

예영궁션예얘흑하 

순띤잉후~.j: >1\'1 

”↑§칭야의"， 

'r성에)인샤의에U 

，종 기오소 잉사 흑아 I t( 'll'l!• 안연혀써h (잉오인잉오* 

Jl% 11'1. *" 10녕싸 (잉인!성얘 

아의 g에서 !ι는 것써영 조션후기의 연양윤 갱우에 얘라 의께의 ? 륙파 도‘ x 

료가 갖춰진 에 의제얀 있고 영도의 도상이 껴 직}쇠지 ?M 에 안대로 도상응 전에} 

6) 01 그없 η장써응練 n애셔은〈영잉uwl"，웹 τ，영염‘써껴안 )도 
휩싸워잉그R것이싼정예가껴시i 었얘오η주 !초8시여기핵생샤이때 

석λ 억여 ε{'， 2009). 9)-100셰 이익 •• 이상업1ll'>혁이있디1 ’‘k애 (영풍%언 
"잉수여언 ι‘’애고 i써야 ’1에때에쁜잉í9j;".씨~써 



g。 용잉응껴"Il33~ 

는데 연현 의준기} 갱하지 잉는 에 앵사 껑칙에 띠 1 양 1$.으~ 구성왼 그링 
냉흥 도언에 얘샤의 전양용 증강셔으흐 구생한 얘 동아 찍인원4 힌"8. ，~I에 에사 

원 종잔 의제와 5ν';)-.:<}효튿응 대부운 공깨되었는이 위의 가효등 연얘영표 운류3써 

일영얘보떤 이시석인 훈서이 잉어도 갱조 "년의 〈용수당진간〉융 재71sζ 도상의 구 

잉" 앵샤의 샤 씨걱 E사 정9' 연잉하었용을 알 수 있다 

숙종 정홍 영 슨대익 도상의중i와양삭이 서E유사선에비얘 갱죠"년'1 용 

수영진μ」으 71'성으SL .0상의 양삭파 제에 안갱이 크게 B때었고 순조 이:f.SL'는 영 

얀익 성앵정차와인파노잦‘}지이 이 내용이 도상에자 '1 만영도았기 얘1i:"이다 
。깨 용I에서는 우에액인 연회의 선'1등융 구에걱으로 확얀학기 위해 영 갱조 사 

기의 궁、증언양도상융 안연 '1혹파 비쿄"였다 

3 조선후기 궁중행사도 주악도상 비교 분석 

" 영조조 궁중 연향과 기욕 

영쪼는 친인으호장기간갱지되었션 조샌 전기외 국7 쟁사를재연하고 의주(< 

·이용 보잉히슨 등의 노혁응 통해 ￡선후-71 푼에1L용의 기초릉 다긴 군주호 핑"굉 

c, 오앙죠션후기 사희 운흐씨의 연전용 는하g씨 영 정조 λP 를 묶어 인시하 
τ 얘도 잉지안 궁중.μ}의 얘용곽 이즘 Jt@~주의f 도상의 연화양k얘 rrJ-.5.연 영 

조얘와 갱냥대는 등치이를.여준다 영 ε는객거의 갱퉁용 이어"려는 i二력으~ 

전혀"여g 에 양응 완성용 용잉으어 설쩌 g 선언에서 세종조 펴에연응 강고하여 아 

야익 영주아인우을수정하게ε 하고 단건되있던.사! λ엄'" 인장허 .lii잉 

친갱해'"’ ‘’) 등용 용핀하있으여 。 전의 선걱융 창고6뼈 ~71(íI!a)읍 계쩌~h고 

궁증의 의에응악}이 언용측경'"융~m찌지는 셰세"'" 응 아ζ 잔고 용요의 악걱8 

응 " 히는 잉을 꺼 족객으호 추친하였다 

또한 영조얘에는대갱대비(/::i\;:FF.i: lW-l낀7 에 대정갱역 영조의 jι령 gι) 

주연 동극주년L 기료쇼 잉소 한후영욕 !’‘pεL 가혀주넌(용lll!l-'f)융 잊" 영 까 



조잉*기 m사;의 찍"'μ;‘’U"' 연1 잉」 이 

헤의 궁중4 연웅 /얘하잉t으". 행사의 니용융 디감의 그링와의귀호 기캉δ}었다 

r쪼쇄앵까얀옥동{!iIC'll$ι~Hla:)J끼얘 ~.료연 연전히는 '(강자)친벤의애Jm찌 '1 

1765년의 "을유)수각의꿰j 야애 η우신 진찬가써，(1728)，3) ，(계해)진연씌깨j 

(1743)끼 "기웅)진연의 꿰，(1769) ，'이 t써싸)친연 애 꿰."η'3)， 11) ，(영신)진안의꿰j 

"η$)1>171 세까‘1었응이 찍인되지안연채는 2종의 의애안천히}코 있다 와의 의애 

중 'm재진언의애J(1744 와 1765년의 "응윤)수사익꺼 j 는 송씨ι” 용l양"i끼 

갱종수1 ’ 의 해제 잊 깅영운의 조션후기 킥연의 익f우 연구Qνε 영조대의 관연의 

해을 승잉으:5'.:"θ 에셔 내용이 상세히 허펴겼으3프로 도상의주악M용윤증~'1l으호 

개용해.기5ζ 히쩌다 

영~.때의 당중앵λ}노는영죠잉년에 영i카기g소에임소하세원것응꺼，.，수얻이 

께각에었으어 176씨(영조 "년 응유)과 ，，.，년(영조잉년 영정의 앵사도가 션야↑ 

(1J{숭정떠~^Æ!~.!r.(‘ .. ’종ilIi;l;III))의 주약토상 

〈숭정전깅깃}인영도)(171.씨" 는 영5ε w년 9웰 ，.잉에 숭갱갱애 서 영경 진연융 

기 ’%각 생 쳐제 종앙옥은，(.서찍'I)i! Tl1l-4 , 1J.1.J1J. 22')-2)，증 
"영소.j\!，이 대.，진엔연옹 성1이 얀-1d'll--f. '!l써약정종익 1이선익% 야써응얘 ] 인사"인 
에각각 t째잉이 선써 거얘， .영조:!>;-，'il"1는。'l~ 씬한1야영잉쩌안의 

계의 영잉온 잉간。써 써" 있에 r영죠성아J i'!19. 'l!"""녕 9!! 1에‘~..，.) 
이 6 씌 연% 어얘"얘이*_o-S\ 씨의엉아 r앙g휴j 권g 영 101써9앤 ((ψ으에 

j이 f갱건끼 에견<" 잉연에잉이 r영조싱직j 컨m 영죠 ‘염 !잉 찌9ιι 

'"에δ씨，. o:tl'，염애’ 1씨씌 언초우이 연e 갱ι .. 。‘l잉~，빽져경얘 
'" 그 ν'1-/， 2명 쩌”새슨이 인옆킹에가 너외 P)-.g-"",,-• 7PJ-òI<). 경%거경씨에쩌 
소염"씩r이셔 "영응에딩%야 영ε" ，밍 양조언e 장쩌 "하어 언이 윤 외 
~ \ll~:i!. .a해 1잉 잉긍야 생싹↑ 염이잉이 f영흐〈퍼 뀐m 영죠;0년 쐐 ]잉 
(킹샌 

m 양죠잉년 3깅 2씬애잉""1 ll 'll양에 +1:까'lli"l"l 용이는 경없이생이 응악얘언수.，업l 
‘9세연 g써서 @얘 õj-J< 상펴@으이 ‘”에 싹 ，익얘，"'양깅특" <!1η ";1" SZ년 ι얻 
@잉(;;ÞIJ. 

0' 용얻 f영씹낀연익애써 잉생~，수약 j쩌에제4 r쨌':1K써경 

y‘사응 악영1익ι mι 
U시 ~'lt%， '영Et. >ÞI '인햄에‘，.쐐농응갱i 재R딩(녁& 굿잉극~.19에 잉~ 잉 
'"잉윤 r규?셔셨연생의애아，염'l-.!I... '129;;얘 연지세 3찌5&")，익 

((, 앙써종잉4한'1l '1t ’"if，@'f기 긍층연양용 •• 찌1경” 수욕논웃 
j기 등영중잉~-tSTI ~'l/. 



"' 용~， 씨""잉 

그윈 그링이다 요두 6욕으효 ~이 았으여? 에H장연은 친연융 제H장번에는 좌 

욕아 기흑g↑었다 〈숭성션강'::<1'선연도〉。 는 우종 8영 처용우원 5영 갱벅""샤 잊 영 

융영양 포갱연 연주단 "영이 요샤의써 있t↓ 。 중 건고 웅고 삭고 연종 얻 

경 축 어 퉁익 은악'1릉제.9!'3l연 연주자와기J.=g-(:Ð;Ih용 구영짜기도 어경고L 연 

주시영표 악기응 식영하기도 영응지안 의체의 기응파 "1교하얘 최디 1간 추정해 용 

내용옹 디응의 그링아 경다 

디링 1)(웅엉징잉f~\!l도"'의 세루 

(잉 (기A잉j얘'''''톨‘’"，의 주익도깅 

σνF정이정)(1744)삐응 정희웅에애 션옹"엉)-q.I! 기호쇼허1 사연 α잉응 써 푼 장 

언용그원그링이다찌녀연 영수각친영되"J\Qi!!~;J) ’ 2강연 송정견진하도(ll\[Õ 

'"극.w뺑소장 



흐선1기 g증잉서도익 앙에_IIHIII 연여 잉상 ” 

l잉~'IIlIIr， 재3강연 경연영션용도i~'I{1앓 .. , 져w;연 사익선커사오.(UlI.IllI‘~Iii 

"' 찌5앙a 온소아연도H“J.Mi;~호구성의이있는에。1 중에서제‘’주연에주약 

내용야 포1찍어 있<1 λl씩f"j휴 }도는익l" S명ß'영온양용능lλ);0사헨파산악 

1양우동8'll， "냉우 5영이 715'소5' 01%~1는영영응션도'1는'lI-'àol:i!.， 온갖샤영도 

는 'J언에 잉여쨌언 일'" 중 인우가 I쩌 '"연이 연주하'" 우용까처용원 ... ，원의 

웅추논오습이 묘사의어 있다 그리고구까도이써 는 효이지 않떤연끼'1(M!:)둥이등팡하 

여 두명은 용융 추고 있'"명은 앙아있E어 에 I성은 시중용 드논듯요샤외이 있다 

이그링은 1719녕(숙종찌 7빼 에 숙운~171S0깨 든것융재기호기표을융정현딩애 

초，'1l~:i!.， 7 호소에 λ연안전에10씨에 따용것i로 E낭역시 7 에닝의 σν1예경" 

R젖써))파 얘우 유사하다 두 계갱의 구생융 g호 정여야연 디N용파 강다 

(H 2) 슷증 씨@약g조 0μ명""의구잉 8ψ 

위의 내용 충 주익}도@아 K연잔 그링융 대"'으" 층자융악의 인원 구성융 "1표 

하연 다용 M 양<1. 

191 .. 녕익 .는오R주 r흐양얘 "M오한.，(;i!혀대적샤@써논중 i찌 얀용 



9‘ g잉긍익>l133~ 

(.ff 3) ~증 0빼꾀양 αμ-，의주약구，.꾀 

""안히었으으호 
꺼잉잉야도 아당"영 갱생당션용-.>'- 주얘얀 

엉8 

우용 .'영 

용애꺼사오 
꺼.". "ò λ}약선귀샤도 ~* S'~ 
악용 ，;명빙 여" "' ?아 1 취싹 i명 

i무않용우 w명 ’~-% "‘영영 

7써"장~ ". e스사양 
져아t궁FU잉 

악꽁 w영 

섞야 1명 
장아 I영 

위의 표아 그영써효의 비교을 용얘 앙 수 있는 깃처영 영조 잉년이 기호사인ξ 

숙종i의 전헤를똥잉히 *랐고 도상익구영연에서도유사갱이 높아 다안 주악장 

연의 디태일응 영쪼궁의 u씨경회갱)이 요，';-1허 간곽하다 

i훌훌훌3; 
했훌혔짧 
線훌옳옳 

(그g ‘> 측증 σa 뾰의 주약lõ."i'! 

~ 

P El 5)양 〈응얘딩의 우영잉 



Zi.t!PI iils!l!J;호 잉 짜 •• …) ‘,. 잉상 " 

(3) (iJ연루/ 땐오 중J!!Ø'I=III))의 쭈에도상 

〈중친에사연도)(17-잉，，'는 진연 후 종친부껴께 사언한 내용，，'응 그원 것이다 

그잉에 걱인 7 문{iie，;: 에는 친연 후 어찬(00111)파 찬지에 영A한 g용파 응익응 종 

친 •. 에 내이 찬‘ 융 에용었는대 이얘 전교의 얘용에는 응악응 내리이 안지 용악!안 

옹 시니용하~교 하여 주야 'iI":오이 J<j--:;'"응 두었응이 앙시오 어 았마 ""상애 느 정악 

]명과 H영의 악사가 연주용 하고 있는대 영중 연정 건고 등의 악기는보이지 않 

고 우용 얘신 얘7까 응윤 주고 있아 악λ똥은 오두 위융 서서 연주하고 있는이 

윗요습안으호연영이끼능한악기는대고1 해금i 비아2 얘긍2이l 나어지 연주까 

등응 피" 혹응 중스를 g고 있는 것으룩 주갱딩다 공연자호 보이는 여 7 는 오두 

] 이다 이중 2명온휴응우고 에 명은용주는야를뒤에서 : 는데 이들은노얘릉 

Jf-~요 있거나혹온 임; 순서융 기다1< 고 있는 것으jξ 추측딩'" 이응 앙고E 이웅 

요、~윤 영으호 대기 증인 여기응이 서 았다 

;동 

。침아(뺑주찍S연앵 (.:Il;I 7) (뺀A엠주의씬세영 

씨(영죠總 경힌짧도뺑짧 

〈영닛용유71.iil.연 경연당수까연도연!)(J7G5)m용 영 ε 씨년 8앤에 영수ι"" 

Z이서ε얘 뺑소상 

'" 그얽 상앤 g엔F앵하쓰@ 각빽는 ‘r 애 t생써쩨+iI.~!!Jt;aι% 
성 끽 션1뼈의 애용이 었어 ‘~.씨 .'아 시@시가g 연 수 짜 

'" 이 그링용 소딩져잉 서응역사잉진 얘는 (잉T<l71"-~'ζ f칭ι)얘용@양숫5니에서는 (영g 



"" 용잉응잉 ιβ3깅 

뼈)애 전애히고， 기영판(용，(jm'"↑ 경연링에서 성앵잉 기호연융 그언 것 '1. '조선 

λ 대응악용속도J에서는 이 그영은 〈영또 ‘1년 기호연도)라고 영영녕 그영이다 깨1 

장연여 는 양운이 있고 제2상연어 는 영수'zt션에 제3 지b장연에는 갱현당개서의 연 

~， "iI6-7강연에는끼영용의 연'1융그었는애 이 증여서 정영당익 연회‘ 연에안주 

익장영이 요샤의어 있다 이 그영의 중잉에능 우동 9영피} 처용우원 5명이 원쟁의 대 

영으호 응융 주고 았고L 그 뒤에 영를링짜 갱의에 서 앙으，. 그 껴V에 여섯영의 우웅 

아 대기하고 있다 악「공용 요두 경영인에 。 증 핏오습으5ζ 직영혀 7]-';능딴주지는 연 

종 현정 각 1이며 나어지는식영이 용7냥하다 펀총파연〉영용연주"능。 '1 징역 

익이져경 늑주의융 잉고 있어 I똥 。1등과 차영~'I 전 정이 주용연다 

〈그잉 g。시웅시엉뺑g 

(영수걱，.'"의생 

(5)(영@징연도영 f'j~ilØjf).의 추익i상 

<:>.~ 9) 그EJa의 주익영 '"' 

〈영슐진연도영)(1766fi은 영조 "년 8영 n잉 숭'"천에서의 진언을 7얘하여 안 

든도영이다 

영웅닝의 진연옹 8영 g 잉에 강영전애서 증궁의 애친영도거앵외었2 안 도영에 

는.친연안요λ}이았다 에l영δ 는 서운1 ‘댁이 상하g 냐뉘어 쓰여 있"찌2 청 

에는 이 진연도가 배치되어 었으며 제3갱에깨 8경까지는 친연허 와 직정혀으" 앙에 

'1 없는 그링이 그혀져 있4_ 5명의 차용우띤이 사이 사이에 ‘영의 영우가 있는 영 

4 이 요사‘이 었다이 

'J7]호잉잉오 셔4 양 이해 %이 



:생，，~잉서도익 주''>Iíott‘lI'lIHt) ‘,. 잉상 " 

~영의 연주X띨이 선 j 호 영주가E 중앙에셔는우옹 4영싸거용강원이 원형흐 

표도영3 써 영원 'j(l!I')"tr~고， 6영익 우용~I 대기아고 잉")， 연용 .정 각" 진고') 

대고가요까되었À 나겨지 악기응응식영이 어령다 양서살연그언어서는써긍 "1 
"풍의익"1 영부가 g시되었지얀이그링에서는연중 연정 건고 대1 주샤외 

에는 악기의 연주 요’↓용 전혀 시도.il};시 양응 듯하다 

2) 영조조 궁중 연양도의 주악정연과 운헌기욕 비교 

〈뺑 (잉'"앤명의‘;앤 

휘에 영1 싼 역러 주약도상 증셔]서 운앤기록A 이:ilt 7l-\s'한 깅응 영조 2σ녕익 'm 

"Il진연익꿰J 아 }옹의 궁중쟁사도이 다 ，(강자)싱연의제l 에는 대꺼친연 파 cHIl]전 친 

보 즉 외언이 내연의 '1흑이 당기인À 기흑3μ 는 대션진5익 일부장연파 의제 기욕 

"' 이 3꿇 j영에 싸 (“è1i-~~iI!/l'I)익 끼，~ (ll'Il2~1>~i!l:Il'，I)i'f "1"'딩 ,( 잉다 
I깅잉경외친!’오는 칭깅당의 갱인i끼 엌엉이 의잉응그갱 。션의 t상예 '"까지 ‘@딩 '1이괴 
앙얀가 ιι써있아 



"' 동앙g익^l33~ 

에 었는 기ζ연파 증친사연의 장1연이 g겨있다 악재에는 .선진연에 3깨의 익대가 

정치대 *' 주약히댔고 "'.，융응피는용상 〈여띠악간} . í여얀역영1 . (전딩안 

세H오운개λ :<'.) . (영악곡) • (갱융안기1) . (환한곡〉 강의 연주족과 〈이찍부〉 

(영양우) . <우고우-) . (쟁수우〉을 공연찌였으 •• (서F우〉효 짜연 아였냐} 그언에 

도싱어써는"니의 약<Rsì '연흥 2안~， 층〈양연"]- 1)안묘사의이았고 져8듀엔 5명아 

악공응 원5주 영에”서 대가하고 있는 오양이 묘사의어 있융 뚱이다 

〈표 " 영조 '" 진연의 g뻐싹 도싱의 으때 구성 .，교 

r얘차〉겠영.，폐，$) 천쩡악 〈숭，정_，Þl진영5'.'&)의 쭈악쟁연 

g껏 
，각정악 

대、ξ천악 1(1\1) 

에혀 ? 연주영， 및 영윈 인식 불가 

.융 6 연주영， 및 영원 인삭 불가 

양걱 3 영，쩡" 및 앤원 인식 붙.， 

용소 연쭈형애 잊 앙l앤 ~!삭 홉" 

.긍 z 연주형태 영 안훤 인예 훌" 

히약 l 연:쥬형태 영 얀앤 인갱 양.) 

)’‘’ 2 요자찍지 않용 

'"' ‘ 현풍" 연경 사o)Oj 4냉외 주져〈η 
η 

가까이 3 오$쪽 ，+당외 1병〈η 

인1 

.g-", 
삭고 

‘’ 잉e 

어 ‘야 

연종 3 

잉깅 3 

우종 @ g ., 
셔용? , 5 

즉 〈숭정전깅깃}싱연도엉〉은 의제에 찌사원 선갱。꺼예띠 경껴외 용간 얘지 웅얘 

.f!"인 션얀적얀 ，~용 R시하기는 었λ ~~ 천체 인원수와 야기 맞 연주;<f.. 용이 표 

현 언에사는 갱획"" 낮은 염이q. ~ 대비정에셔는 7각용 용리는 동안 〈언선 



즈잉ξ기 긍영시오의 @잉생liIlIOlIIRJ 연1I 'Y~ ~~ 

도) • (포구핵’ 〈연화얘) • (긍찍우) • >ι셰H') 얘간우) "<"1>W응) • >처용우〉 

용 용연아영 E 여기와 강현".인으포 홍양"-\'l..성잉 악Qψ} 주악용 단딩썩였는디” 이 

간옹 니 연의 주악장연온 이에 생략의엉아 

한연 영a ‘1년익 기효연오는요해주의 연구에흑얘 영조의 정연당수즈K'!"，윤그 

린것이다는주장이 있었야 영 ι논이 해에갱연제의 바요응타욱용소δ”고 찬치을 

수각에(잣1l'!im"호거갱하연서 져 Z야。후 친앙뿌J걱 제5사’L지 이역의 휴악""]"Ì(t!: 

'i<'Z!ID응 r기I~ 언끼띄 연주단 42'~('，，~7μ} 헌가 "1" 21영)과 %맹의 우4잉등아 연주 

8 고 일우용 추었으어 씌}응 마천 ,. 。얘k응 용여À 속쇠인 〈이인"야〉싸 〈여인악 
영〉응 연수하고. >양안”파 〈우고)융 주는 뛰상1 앙갱히얘 용응 추께 하였다 재?작 

이후 진 *고‘:J(IG:上iltoKl~ "J'1"교주“.，，.윷)하고 (치경 π〉블 추있고 예;응 이인 

후 전상고취에 잊써 양궁하었다I 기혹띄었는서[ 요성에서는 우~~~t 쳐용우가 요사 

호어 있어 ?각。후 전상고써에 의한항딩~주와’에냉우용연장t으호흩수있다 

강언， 영죠 "년에는 진연에의 규모을 더욕 측소셔고 잔치응 수가에(잉 mim포 

거앵하었는 찌2각 이후 친잉부터 제’샤카재 이악의 휴까X 익/(t!:*2.* 융 등07l와 

연가의 연수단 4ι영n}가와 연7} "1" 21영)파 ~，성익 우윈틀이 연주하고 일우용 주 

었」으é. ;직l올 아친 후 이의생 용티À 옥악샌 〈여인 각안")A (여띤릭영〉용 연주?’ 

고 〈항아")'짜 〈우고〉을 추는 우응이 잉장3 여 총응 추었셔고 기흑의이 찌* 의해 

에 기휴윈 친상고혜의 인윈용 영영애h아 그러나 도상‘”서 아악의 양주，~] 운우부 

의 혼척욕 찾올 수 없고L 우용0) 처용무 "명의 연준4인 i핵안，>，어 얘사각 내용용 

상세히 드a 냈다고 보끼 어영다 

한연 r영조 잉옥1에는 w년 1어영 7명 잉금이 송갱전에서 선"l-'등의 친연윤 영응 후 

앤<> pf.치연에썽히 잇씌신빵!때 얀~l<> 내F딩잉셔에 ι"' 견녕9이없융 

애허 };;>. 으1당그 닝응 S ι ，)에고 -&^I<Æ‘’”‘ 피연(I!ll'íl-l이" 

고천교한기욕이 있는에 〈가}경회청)의 주악도생응 이 기:응"안련이 있아 " 

9웰 "연에는잉「긍이 종용원 ιi.lil(t)<에 용악잉。] ~.:i!} 'l.윤을 내리연서 어써1lI~) 

응 l엠 .. 즉 여야 에 내신앙-cF.고 한 키특이 았，"l~r 't~!우에 사연양 대용옹 없 



'" 잃용의'"' 

대 그히나종선쭈시연도의 경우 그영익 링문에 상서에 가갖의이 있으요표 이흔 근 

기표 연앵 시갱과 내용응 산영 수 있다 

영조 사예에는 잉긍이 이전 λ때의 의에등 2 연 쩍~3)<겨 양~의 정신많 이이가 

허는 다양한시도등 었용헤도 용구하고 。1려한 i二어야 주악도앙어1 안영직X 는 양았 

다 유사주‘의 주약도상옥 。 1선 시대아 이교해보언 약간의 아이는 있지얀 숙종 

정종 예의 궁중앵시도와 양익이 영 ε내까지 지속이고 았응이 찍인원마 이호 보연 

영조애는 얀영 임징t 이후 잊혀갱언 궁증앵시나늘 채현에，，， 이를 영싱쩌 갱피f사쳐보 

허는 i二역용 7냉었다R능 성에서 운영혀 새ζjE 영~잉장을 보여주시안 그 지양정이 

까.7]'와 천홍이었으며 이허한노펙응 사석h야한주악도싱가~연!-서도싸셔의 의 

애 연찬"J--"1파 도상의 구도흩딩습하.'이는 정에서 2ι씬，.α1 응。γ}의 전환기호 

보기는 어영다고 잉난인다 

" 정죠조 궁중연양파 7 휴 

정조조의 공충앵사 기륙은 정조 ?년(1783 끽↑ 갱조 8년(178‘)의 진하:<<.(;1l'1 00) 2 

정파 〈훈효써자얘혜도영)"따 판힌 의미인 '(운효'1 、」뉴쩍새씌에도강의혜，'5) 및 

정죠 32년(179’의 〈와정능갱노명>"'~ r.원쟁응요생"의궤j가 "'"악。 나 지따도는 

갱전어μ1 잉긍이 신8 응호!’터 히려를앙는정연으호견정에예의 주。f장연이 요사 

도어 있디f 

〈운효서"'얘에도영〉은 정죠익 망。R들 운.셰:<J(1782-17ll(시율 서써~ 액용에는 의 

식용 그잉으포그원 8 흑의 그연이::it， (션히도'"는친"장연이 얀흩으효그혀진 8<<

영양으R 12영!’ 영딘버 기유야어 았는에이 얘양응은기호규징각각”능이 강하안 

것을 그힌 것이nj ， 173;3녕의 상촌호.( l;1$:!Il).9! 판련 있는 것으흐 주갱씨고 았다 이 

그링에 ~，깅 가경악"는 갱싸2 연웅α 연정ι 건끄1 ， .'\8'용의 아용이 깨치에았는이 

2야서셈악잉생 

,,;) 'if캉각소장 

iι"δf뼈 r !f0J:Á)<1I'Ò"õ'싸 1익잉착끼1'1 ~JL 



흐선，끼 ~，씨도의주앞성*‘ •• ，연.，상 … 
。 을 증 "1여H 얘긍‘ 장구‘。 고 그 야의 익f끼는은용병'1나 〈운효셔씨씩써R영〉의 

도상구성파악때의 연성도이와유샤εy샌}규오는중더작다 식언이 '1능한악기 

는영증 연깅 건끄각 1 엌에"냉갱，가얘"'1 'i1것..Q....~보얀다 

이‘ 의 도상끽} 기증 중에서 정조대의 궁중생λ셔응 기룩한 의애와 앵λl~는 이전 

A 애아 이연히 디른 양싱용 보역운다 1795녕에 혀 경 궁~-)씨의 이강융 잊아 회얘에 

행사이여 거앵한 용수앙낀:<~짜 가낭언~오연 낙냥허것℃앙응 ;<];앵정 내용숫 〈화 

생능갱도영)파 r잉앵용요§이펙.，에 상세'1 가흑외었다 1원앵응요정리의애」의 

도시UI!I>t)파 얘깅(αò:tl ， 공영(l))~}，ε의 내용이 앙당히 증신히깨 안영오 악 이션까 

시의 도상까 큰 차아증 보이;다 

〈희소한갱도j의 잉힘장연4즈 이용<1<{.:)η에 띠라 익인의 i씨가 있시안 5 듣은 

유A"/;~q. (.t-수앙낀샤도〉에는연인연성익악에ν} 다"'정정개약힘께용연하고있 

는장언이 묘사와이있다 r원앵용요정혀익애h 는~영의 연주자와우용수가에경궁 

파 잉금의 잉강짜 찍장 얘에 ff얘) 신 91 'dU1J;r/I) 신안I'tl(jjIj양젖) 진화"ι) 

진F，}(;!!;jg-)퉁의의에정i써서 〈어인g녕) • ，이인익안) . (낙양준-) • (여인쾌퉁의 

의전 주익R용 영주하giIL 영 세 기까의 갱재 증에 싼주등 8 었냐고 기적’되었다. 

그잉미 용 특영한 것 5 천용샤으로 궁충 연양에서는장익앤의 익F공등이 주익냉 전당 

딩약l으나정조는용수양진찬 및 강연짱 }의 주의써 강용영까~I- Ĵ푸의 애?다응 겐이 

시컸는데ν 이 내용이 용수앙진강도에 그대호 악영되었다는 갱이다 의애의 기록에 

장악띤 9• )W영파 갱 } 잊 집야 오군영 스승 세익19 23'~ 회~￥껴 써악수 "명 

아세악수 6명 퉁이 연성되었다는 내용응 "1흑 인C수에서는 。'Rl: ’}이가 g 지오r 다읍 
의 그잉에서끼m 언주"H등의 욕식융 당g 히여 구쳐 석으모 드러냈다 

〈요이 용수딩잉띤캘피쟁F샌"" 

F익eé 생 ’인갱응ι 갱혀야애j 



1야 용앙영끼β3잉 

용~캉 징찬에 갱여한 연주자응은 용엉λp 에 낙닝언 양g연 잊 f'N"픽앙앙연에 

서도 연수하었는미 세 언의 연주 증여 꺼 운우피"당연은 악대 얘"'l>'} "1-，으고 용수 

영잔찬파양표인의 얘치는아래의 우그힘에서 보는 것져엉 거의 강"t. 이혜의 두 

그링은부용객으호’f-ol7t있기는 하xl'1!，익벼의 애치와인원 응옹거의강고 산훈 

이 각기 다은용의I"J~를응욕식의 오잉얘 씩양호구용한 정도강다 이에 아프언 용수 

당 징안!쇠 악대는등개 헌가우훈잉이 딩"'악f대3ζ 이쿠어졌으며 앤 앙중에 이경 

세익R동인 。}야유가서고 그임료장악원악원까군영예 서익꺼수까때‘ 5m-응융 

앙수있다 

〈패 1↑".없 §용짧!m ... "~ 

'"잉 12) (회잉능"'" 중응장얀잉쨌~~ 

m 국영%예정! 소장잉 잊 흐W으용스생용 한1 ι애 

2잉 ζ써 용수씬쇠 의주맨 (~).(뼈 (오없， • ，뺀 (뺏) 
(δ뺏 능씌 콕명。J 샤i는이 썩 껑에 b 용영 이 " ι 〈써 ‘:없 。]암동이 이j썩 > 
영액 정져 엮，~，써삭하잉애 용H-.. '옹W 앤악‘ 이암아 건승'Wι ’힘앙} 
"'-"-" >f4'，"，J서을 뺑씨여 =, 없 

'" 上”‘~!I!"':R"“~i!;"'H수 01，ζ 갱죠 ]앤 2딩 1잉 r경죠잉，;;， 't!4' 2l.blZ,1l‘ 



조신i 기 , .. 시오의 주익￡생뺏 연아 잉 」 •"' 

〈그영 n)파 〈그딩 '"에애 아얘의 앤 앙층에 서있는여섯 1성은 아셔악수Gεa영 

주)이다 갱의앤의 익‘R옹파 서 에 수등의 의옥파 당리 어e씨는 잔을 >>-" , 얘익흠 잉 
었J프여 。"응 영δ+ 내영다f '싸Nt- 핏즐개1연파 2연 중간에는영영의 정‘f원 " 

용둥이 애영하었다t 것얀i원 익공등은 〈그링 n)에 셔는늑승경응앙고사ι융쓴데 안 

해 (그영 n)에셔는용주으을 앙고 사오를섰마 r원앵응요생려외에j의 용영(껴.， 

초에 장의f영 악공응의 유늬으효용주의가영‘ 되어 있;i!.， (그언 "，에서는 .g-<익"J를 

의 신용을 구앙하기 위해 경악앤 약Fo융의 의‘응 ，씌으호 그언 것으응 얘셔잉다 

장악원 악aH를은 영주오습 잊 연주단 명g으5ζ 보아 대금2 해긍L 펴다ι 갱구j 

동강02. ~l져2);t 구성의었을 것이다 시떼R속응 악내 제2영에 경익쩌 익증'" 좌*에 

각각 4영썩 8영 져 3 영에 "영， 제‘영에 "영웅 얘영하잉"' 한 샤，t응 앤 앙F껴 서 

표여상고읍 "'l.:il 있다 그영앙으호는서익「수의 ~1잉이"명。 어써 연주싸영안에 " 

명으" 칙힌 것 .. 1-:는 ‘}이가 있아.， 셰익}수등은 에히 대긍 해금 %규 영 교얻고 

을연주하셨다 

이힘써도용수당신강M서는혜킹궁까 잉긍각 잉공~ 띄양 얘e애써f이i 친휘간 

".ψ) 진찬l"J(~C*) 진해 ilm: 선딩~5t!l;) 능의 의예 정￡에서 〈여인악 

영， . (여인야잉 ("t양훈) • (여인엉뚱이 의성 주야응 연수하였.:il， 영 비 가지익 

갱얘 츄에 ?FF릉 하였다'" 

용수당친잔μ서 상염원 “증의 정계 는 딩악갱찌 〈헨션도H호구역') • (수연 

강-) • C~잉진) , (잉긍척， , (하장은〉과 형ζR냉얘 〈우고".-) . (이팩우， • (앵횡 

우-) • (익주) . (정수우) • (경우-) • (저용우-) • (선"악〉 둥이다 야 강응 갱찌의 구 

성 s 이전까지익 진연에서 상언딩정재의 종유셰 비쩌 7잉수가"응훈.，아니아선 

동격인 얘i꺼토리 의애 씨로운 중옥이 션깅인 정애”시 。 채용-11. ò}상에서 처링 정조의 

득연정 의시와 관성으오 시또진 앵샤의 세부내용은 r앤앵응R정리의제，21 도시파 안 

"' ’원@εx갱e씨애써 용수%찬9에「 교.>y-，iC우이가 능얘" 
'"。써용수%잉여씌주<>lt:~.양 잉염 오썩 1!\J어 4명 6염 i외용 

덩야나오낀옥에성싸운연히영수없."용이옥을이어 I칙샤 k싱익얘경쩌안주 

~r~'써@아 송양 •• '죠션” 이앤쩌 익탁끽 견{;''lf1‘ r힘원시여잉 ’‘“호써융 
@극용아애찍이 @기 "'-1M. 



'" 웅앙웅잊'"' 

가도에 서~~깅하끼 R사되었'"와성놓갱5õ'얘”의 각 장연융 웅해 거의 시승1껴 근;업하 

께 잉잉"11t다 성격이 디R는유의센ε5ζ ‘;엉 연싱1-<). '*l1의 구상온욕식융 당"*꺼 

jV마었" 지긍까키 의 진연1.5':가 주표 S앤파 기호연 응용 간릭찌 요시얀 것이어씨 

처용우 외의 갱쩌등 오상에‘1 용 수 없었으4'용수당신강I리애서는 애E이 궁중앵 

λ에 연잉잉 〈션유역" . ，경기우〉는 용효 〈언선도) • ，포구야) • í양‘1J-) 등각 기촌 

해액표라까지 시각βF잉 것은 영조대의 3증행사오의 오강구성고운 확연히 다흐다 

이상의 내용융 의애의 도삭(I:iIÃ}객 안치도 j경능'J도앵의 여러 이용{j!t;$:)얘 앤간 

씩 나S'.7~ 11사딩 부운에 깨I;;r<껴 더 새"싼} 이교 경토릉갱영@ 수 ~으나 이에 대얘 

서는。이 수연의 ετP')O 서 논으 원 ，(있고 정n.에서는정오대의 r잉앵응요정려의 

애i와 안경 도상은 이후 궁중‘g사도 기욕각 오상익 형식으-'>.;'11숭겨었다는 갱에~l 

전한기적얀 특성용 확인，;-}'는 수준에서 세부 농의융 생칙하기호 히겠다 

한왼 순소대에L 효명애가가 각정 칭재의 장죄에 칭여S}~요 연경당， 자정잔 •• 

• "사 이우껴X 는 웅중석 λ녕 ，관g앤서 이전파 디연 연양이 깅앵g 기고 아고 

앵사의 내용이 "'}4- 상써하씨 "샤되는 웅 이에껴잉 잉갱용 보여준마 새g고 이에 

적인 궁중갱사의 주악오상응 순조 혀언(lIl28)의 신사에서 。》션영얀jμU'~ZtJti‘) 

의} 익영회써'!1: s il'i'i'r)이 커응으호사앵되써 성자 l"f-'수'71 능야냐께 딩에 띠R↓주악 
도싱에 도 이 강옹연화가니($.(제 원다 특히 임]녕(뻐쩨의 진찬에셔는악영희 

죄리능거앵한에이어 ~(영야진연'!I: s l1tjj!윷)이개최의였눈에 이갇응정양이세일 

하꺼 요사원 ''''녕 (한종우선진안도〉는 조씬~α1 궁중앵 }도의 전영융 거 쟁 것 

으표명가되고 있다 

4 철흔 조선후기 궁중행사도의 주악도상 변화양상 

iι~l;}기에 j 작힌 주익오*사.<l. 증 양중앵사도와 강경 지j응g 깨장하교 주악노 

"' 깅'1M-， '소션*가 ‘영쇠 익우연구ι u해업얘 f짚후o( 궁중인뺑， II (hJ%' 인숫 
，ι 2005). ~m"l: 승셔인 쟁아아의 우.，와 공& 용써，옆ξ찜j 에]때셔 

e 웅언응씨찌 9υ‘ "←ν얘 웅 " 



ZH!~I 궁§영애의해>'.{I(;S;"，III~ 연외잉상 띠” 

"에 나"'"쪼깐후기 、。익사의 연회 양싱융 t!-"iJ효있다 치냉칙연 욱가의 전한용 겪 

는 동결!궁중"J‘ L야 선통이 약화적는 ‘닝꺼g용 여인f 수 없었지 안 웅종， 영조 대틀 거치 

여 오햇홍안 한갱이.'건주요 영새응이 꺼 g 다잉 !2..@.'.<)~다 영조가 짜’ 의 저종공 

잇는대 않옹노i역옹기웅었언것과 당리 갱3는올요년익 웅FF양진!~용칙’g 주연썩}연 

서 이전에 없었인 새ξ운 공중갱시의 유헝옹 탄생시였" 이등 '1'일한 7닝으효 녕쳤 

다 갱조 예k께 지영외 충이 궁중 앵λ ι”서 연쟁되는 계기가 아견되았고 순조 얘에는 

써오웅 갱재가 잉세핑에 띠썩。외 공연융외얀노"'f 한주 익해페 구"에 언씨가 

생겼대 정조。 후 연"의성쟁 얘언에곤연”가생긴아후헌증 얘어는 Q 연파 내언 

이단일얀앵시효 "P우리되던 싼해가껴지끄 야연 익영희악풍으호치수가증가힘어1 

띠라융악파 층의 소용도 더 @ 내꺼I '끼었다 갱조 얘의 용수영 진찬에시 셔응 션 •• 

인 션유잉에 진연익 주요애S에~"표 갱 앙딩에 띠ξ} 션갱(Iij;i!l:)， 천 상'"上) 전후고쳐 

“!lfø;'Ã) 외 에 대껴(껴.， 익예가} 고성써으~ 양겨썩늠 갱응도 생 ~，，~. 

。1상의 논섹응 용에 궁증응’f의 영화 ""이 7]0상 뚜헛b 케 한영 진 선환갱이 갱 

조 대잉융 확인할수있￠대 영조 예의 궁중앵시도는영죠가시도한}등영한 앵사내 

용융 S깅으호 우영하지 잉은 예가 않융뚱더어 구연되었다 하더4도 승종때당부터 

게숭원 도생의 양>61，융 추종영 것이어서 기을파ζ씨의 성칙옹 쉬약히}대 안연에 정 

5ε 이후의 주악':2상등응 시대익 흐륜에 띠썩 앤회쩌 내용융 비교격 층영히제 한영 

하고 있어 영죠 대 이천외 까용할믿 다드.t1 이에 따라 장충앵사도의 주악도@의 

안영원 연'1읍근거ßaε선후기의 응악운화의 흐릉응 1기아 2기호구‘1성디'" 잉강 

。후 영쇼까지응재1기로 갱조아후우정당끼/ 릉 ~1l27 호 상정할수았응 것이다 

’앙고용힌 

도: 

옥잉역얘 ''''‘Þ;J~l 35- .':;.잉 때 징연 잉써잉어"， 시융극쨌= 

• r없a서~，써 연& 서응 국검엽'I:!. 2001 

→f쨌，，，τ째 eγot~.s;.， 1 서@국ξ행= 



'"' 용잉S익 -잉 

←’쨌g시@뺑~'F--$." rr 원국양쐐= 

~， 

김용 r써궁중인%이OW'h <iS:인영 M' 

익징， '조신시때용.'.여연구」 시응 잉싸<= 

승엄 r픽역잉호즈깅1경연덕뻐 서@ 잉얘 띠￡ 

。없 " ，표조 궁증잇영 go-l" Aj을에익깅를깅루 ，~ 

""，않얘캠 Eι r샌P 궁중'êlm..of， 1 쨌@ 

',",/:J-PI 응용언없“ n 얀연 =, 

ε중 

깅M. 'if딩생잉행의1 고잉 J r뺑에쓰λ 르 잉?씨 g찌 3ιεg 

) 조J 때궁."의언잉 했!뼈서융연ι때합잉등잉고잉 i 구소2CiXl. &1용 

•- ’조젠가 잉사 잉띄 생: 와 i 져 " 't<!~1t상잉~.∞g ι 융 잉국융익씨에 ""' 

↑ 1 ↑~↑양 

깅X 영 1없 -잉잉 거잉과 '~.“.， 'm:!I!:'1I!.. '1128õJ. 서응 일씨 gρ，-않g 

<iJ"d*. '.용호 ?때 전엣익 긍*내 띤ι '~'1~. 서융잉"IAI.20씨 2쨌 

rζψ OI~"I;씨 잊찍 잉응S잉，썽샤않 짜이효 서융 뺑엮썩 ~， 

αι↑"옥 

'，"이 u 잉 “‘~l ;J!.~ 응1ι f<t<， ’ •• ，κ‘ ’4뻐 서總표 & 

1 ß5..-22~. 

응tIIi'J. 'l'Wä앨우디Q없 「織귀쩌，.연 g잉생-t/I'I， 2ÇOO‘""연 

~L{j~. '"'싱~71 """째 ‘ι ’극~IOjli'. :w앵 "융 ，"뺏 =，영~，쪽 

g영? ’lUHfI: "'~~ 양얘 ’ιW:::\l\ι '!tIa"'III, '128:'J. 서응 g씨 =.61_9)억 

g 에깅1. 'n! \:l찍 ~.째과의의， ’Wl>i, ~. l'Jlt t!국형잉g구~， 201ι112_136'<f. 

잉.!'!Æ， '!lIm앤"'"성앙상‘ ’엔깅냉J ’생않~， Ál~ 굿g띠""펜표떠 

7S-"""'f. 

‘뺑 
오이E r쩌.，.‘ εflli!I Ii'i~" ""1에쿄에원석쐐는-ê. 2cα 

이양 1쩌잉뺑@냥잉i쩨?연안연구 17 -18J.VI ~웅-응?표용，.이l아응디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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