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석전대제 제의 진행과정

1. 석전의 절차

 

1) 석전의 절차

석전의식의 진행절차는 홀기(笏記)를 제작하여 진행되며『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격

을 그 원형으로 한다.

p.32 명륜당 습의(習儀)

(1) 전일(前日)

① 재계의(齋戒儀)

재계의는 석전 습의(習儀)전에 대성전에 고유(告由)후에 명륜당에서 행한다.

 가. 절차

成均館長以下獻官執事各服其服

성균관장이하헌관집사각복기복

引儀引獻官及諸執事定就位西上北向立

인의인헌관급제집사정취위서상북향립

謁者引成均館長定就位南向立

알자인성균관장정취위남향립

宣誓者就初獻官之左北向立



선서자취초헌관지좌북향립 (성균관장(成均館長), 전교 헌관칙아헌관 지좌(典校 獻官則亞獻官之左))

獻官以下諸執事

헌관이하제집사 (傾心廳之(경심청지))

讀誓文

독서문

재계서문(齋戒誓文)

오등(吾等)은 금차(今次) 석존봉행(釋尊奉行) 제관(祭官)으로 임(臨)함에 있어, 재계도중

(齋戒途中)에는 음주(飮酒) 별식(別食)을 하지 아니하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을 하

지 아니하며 음악(音樂)을 듣지 아니하며, 행형(行刑)하거나 그런 문서(文書)에 서명(署名)하

지 아니하며 부정(不淨)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오직 맡은 직책(職責)만을 전심(專心)할 

것을 다짐한다.

                                               공기(孔紀) 2549年   月   日

                                                     재관일동(齋官一同)

독흘(讀訖)

평신 재배(平身 再拜)

재위자 개재배(在位者 皆再拜)

진홀(搢笏). 궤(跪). 배흥(拜興). 배흥(拜興). 평신(平身) 집홀(執笏)

내퇴산치제입(乃退散致齊入) 각자처지(各者處地)

  나. 재계(齋戒)

제관은 반드시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의 재계를 행하는데, 산재는 외적인 면을 삼가

는 것으로서 산재중의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욕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후 외사(外

舍)에서 잔다. 둘째, 술과 마늘을 먹지 않는다. 셋째, 문병과 조상(弔喪)을 하지 않는다. 넷째, 

음악을 듣지 않는다. 다섯째, 형벌(刑罰)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 여섯째, 거칠고 사

나운 일을 하지 않는다. 한편, 치재는 주로 내적으로 정제하는 것을 뜻하며, 마음을 한결같이 하

여 오로지 제사드릴 신(神)만을 생각하고 근신하고 삼가며 행례(行禮)에 임해야 한다.

p.34 향관청(享官廳)



전향축의(傳香祝儀)(향과 축을 전하는 의식)  

의례준비(儀禮準備)

설위(設位) :․관장(館長)(전교(典校))정위(定位) 명륜당중근북벽남향(明倫堂中近北壁南向)

            -관장의 자리는 명륜당 중앙의 북쪽 벽 가까이 남향으로 만든다.

           ․향축안어기전근서동향(香祝案於其前近西東向)

     -향축 탁자는 그 앞 서쪽 가까이에 동향으로 만든다.

           

           ․재방향축안소(齊坊香祝案所)

           -재계하는 곳에 향축을 봉안할 자리를 만든다.

<창홀(唱笏)(홀기부르기)> 

․諸祭官以時服俱集明倫堂近南壁北向西上序立(제제관이시복구집명륜당근남벽북향서상서

립)

-모든 제관들은 의관정제로 명륜당 남벽 가까이에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차례로 서시오.

․執事引館長(典校)入就定位(집사인관장(전교)입취정위)

-집사는 관장을 인도하고 들어와 정한 자리에 서시오.

․祝官以祝版奉進執事傳奉以進(축관이축판봉진집사전봉이진)

-축관이 축판을 받들고 나오면 집사는 축판과 향을 받들어 임시 탁자에 놓으시오.

․執事引初獻官詣館長之左跪(집사인초헌관예관장지좌궤)

-집사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장의 왼쪽에 이르러 궤하시오.

․館長卽跪執事奉香祝東向跪進(관장즉궤집사봉향축동향궤진)

-관장은 그 자리에 궤하고 집사는 향축을 받들어 동향으로 궤하여 올리시오.

․館長受香祝以授初獻官初獻官受興(관장수향축이수초헌관초헌관수흥)

-관장은 향축을 받아 초헌관에 주고 헌관은 이를 받은 후 일어서시오.

․館長以下興在位者皆鞠躬(관장이하흥재위자개국궁)

-관장과 재위자는 모두 일어선 다음 국궁하시오.

․館長以下祭官香祝過則平身(관장이하제관향축과칙평신)

-관장 이하 제관은 향과 축이 지나면 평신하시오.

․執事引館長還內(집사인관장환내)

-집사는 관장을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가시오.



․諸祭官隨獻官至齊坊齊所香祝案上奉安以次出(제제관수헌관지제방제소향축안상봉안이차

출)

-모든 제관은 헌관을 따라 제방의 제소에 이르러 향축을 탁자 위에 봉안한 후 나오시오.

② 습의(習儀)와 진설(陳設)

석전 봉행의 예비연습이라 할 수 있는 습의는 석전 하루전 오후 1시부터 성균관과 전국 향교

에서 동시에 행해지며, 제수의 진설은 습의를 마친 뒤 당일 오후 5시에 거행된다.(다음날 석전일 

조조에 해도됨)

(2) 석전일(釋奠日)

① 석전 봉행의 절차

  가.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初獻官)이 신위전에 3상향하고 폐백(幣帛)을 올리는 의식

  나.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첫 술잔을 올리고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는 의식

  다.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라.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전에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마.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음복잔을 마시고 수조하는 의식

  바. 철변두(撤籩豆) : 대축(大祝)이 변(籩)과 두(豆)를 거두는 의식

  사. 망요례(望燎禮) : 초헌관이 망요위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것을 보는 의식

2) 석전의 축식(祝式)

(1) 축문(祝文)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축문은 사성(四聖 :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

子))을 배향(配享)으로 하여 공부자의 축문만 언급하는 경우로서, 석전 봉행시 공부자의 축문만 

읽고 4성은 축문을 읽지 않는다.

유(維) 단군기원(檀君紀元) 4330년세차정축이월삭초오일정축(年歲次丁丑二月朔初五日丁丑)

            관직(官職) (후학(後學)) 성명(姓名) 감소고우(敢昭告于)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복이(伏以) 도관백왕(道冠百王) 만세종사(萬世宗師) 자치상정(玆値上丁)

      정인시선(精禋是宣) 근이(謹以) 생폐례제자성서품(牲幣醴齊粢盛庶品) 식진명천이(式陳明薦以)

    선사연국복성공□국종성공(先師兗國復聖公□國宗聖公)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 추국아성공배(鄒國亞聖公配)

    공문십철(孔門十哲) 송조육현(宋朝六賢) 아국십팔현종(我國十八賢從) 상향(尙饗) 

(2) 축문 해설

유(維 : 오직) 년호(年號 : 임금이 즉위하신 해에 부치는 칭호) 기년(幾年 : 몇해) 세차(歲次 

: 해의 차례) 모갑(某甲 : 그 해의 태세(太歲)) 모월(某月 : 몇 월) 모삭(某朔 : 그 달 초하루

의 일진) 모일(某日 : 몇 일) 간지(干支 : 그 날의 일진(日辰)) 조선국왕(朝鮮國王) 성휘(姓諱 

: 임금님의 성명(姓名))

[※ 만일 임금이 제사에 참석지 못하고 신하를 대신 보내 행사를 할 때는 성휘(姓諱)아래 근견

신모관모(謹遣臣某官某)를 쓴다.  삼가신하․․벼슬한 아무개를 보내어  라는 뜻이다] 감소고



우(敢昭告于 : 감히 밝게) 선성 대성지성문선왕(先聖大成至聖文宣王)께 고하나이다.(배위, 즉 

선사 모국 모공(先師 某國 某公)으로 쓴다.)

복이(伏以 : 옆드려 생각컨대) 도관백왕(道冠百王 : 도(道)는 모든 임금보다 더 높고) 만세지

사(萬世之師 : 만세의 스승이시라) 자치상정(玆値上丁 : 이 달의 상정일을 맞이하여) 정인시의

(精禋是宜 : 정결히 제사를 올림이 옳고 마땅합니다)

[※ 배위 복성공의 경우  복이(伏以)  밑에 재온위방(材蘊爲邦 : 재주를 쌓아 봉함을 받았으
며) 인전극기(仁全克己 : 인을 온전히 하시고 몸의 사욕을 이지(理智)로써 눌러 이겼으며) 만세

경앙(萬世景仰 : 만세토록 덕을 사모하여 우러러 보니) 시인시사(是禋是祀 : 정결하게 제사함

이 옳도다)라고 쓰고 종성공(宗聖公)은 삼성공가(三省功加 : 세 가지를 반성하신 공이 더하사) 

일관도전(一貫道傳 : 하나로 꿰인 도(道)를 전하셨으니) 시사무역(時祀無睪 : 이 제사가 마침

이 없도록) 칭억만년(稱億萬年 : 억만년을 일컬을 것이다)이라 쓴다.

술성공(述聖公)은 극승선성(克承先聖 : 능히 선성을 이으사) 윤득기종(允得其宗 : 진실로 그 

분의 근본을 얻으시고) 기종여향(其從與享 : 그 분을 좇으사 더불어 흠향하시니) 백대시숭(百代

是崇 : 백대를 공경하니라)이라 쓰고 아성공(亞聖公)은 교명칠편(敎明七篇 : 가르침을 일곱편

으로 밝혔고)  도승삼성(道承三聖 : 도(道)는 삼성(三聖)을 이으사) 묘식우배(廟食于配 : 사당

에 배향하여 드시도록 했으니) 향사익 (享祀益永 : 제사를 흠향함이 더욱 원하라)고 쓴다.] 

근이(謹以 : 삼가) 생폐(牲幣 : 희생(犧牲), 폐백(幣帛))와 예제(醴齊 : 술을 빚은지 하루밤 

된 단 술. 초헌(初獻)의 술)와 자성(粢盛 : 기장피쌀)과 서품(庶品 : 여러 가지 제수를 칭함)으

로 식진명천(式陳明薦 : 공경해 벌려놓고 밝게 드리읍고) 이(以) 성선사 연국 복공 안씨(先師

兗國復聖公顔氏), 선사 성국 종성곡 증씨(先師兗國宗聖公曾氏), 선사기국 술성공 공씨(先師

沂國述聖公孔氏), 선사 추국 아성공 맹씨(先師鄒國亞聖公孟氏)를 배열하오니, 상향(尙饗 : 가

상히 여기시고 흠향 하옵소서)　

2. 석전의 악(樂)과 무(舞)

1) 문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은 중국의 아악으로 등가․헌가에 의한 연주와 함께 공자와 그의 사상을 찬양한 악

장이 불리고 또한 중국 고대의 일무제도(佾舞制度)에 따른 춤이 추어지는 이른바 악(樂)․가

(歌)․무(舞)의 종합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아악이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예종 

11년(1116)이다. 당시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대성아악은 문묘를 비롯하여 원구(圜丘)․사직(社

稷)․선농(先農)․선잠(先蠶) 등의 제향에 광범위하게 연주되었다.

고려시대에 문묘는 사직과 마찬가지로 유사섭사(有司攝事)로 행하여 왕의 친사(親事)인 태

묘․환구에 있는 왕의 입문(入門)․예관세위(詣盥洗位)․승강단(升降壇)․환대차(還大次)․

철변두(徹邊豆) 등의 절차에 따른 음악이 없다.

문묘의 신․초헌․아헌 등의 절차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태묘에서와 같이 고선궁(姑洗宮)과 

협종궁(夾鐘宮)을 사용하 다. 그러다가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러 문묘의 당상(堂上)과 당하

(堂下)에 모두 남려궁만을 사용하여 고제(古制)와 다르게 시행하 다.

이는 고려 예종때에 들어온 대성아악이 의종 이후 용악(用樂)과 일무 추는 법 등이 점차 문란

해졌기 때문이다. 고려 의종대까지도 제례의 처음에서 끝까지 아악만 사용하 으나 명종대에 이

르러 아헌과 종헌에 향악이 교주되고, 아헌과 종헌에 무무를 추는 변화가 생겼다. 악기편성에 있



어서도 팔음(八音) 중 사부(絲部)의 금(琴)․슬(瑟)․토부(土部)의 훈(塤)이 제외되어 팔음을 

구비하지 못하 고, 악장(樂章)에 있어서 정성(正聲)과 중성(中聲)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등가

와 헌가가 교대로 연주되지 않고 동시에 연주되는 등 본래 아악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하 다.1)

이러한 불완전한 형태의 아악은 조선초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세종 10년 종묘에 이어 원단․

풍운뇌우․우사․선농․선잠과 석전의 제사에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 다는 기록으로 보면, 조

선초까지 문묘제례에 향악이 교주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다가 세종대에 이르러 박연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불완전한 아악이 정비되었다. 아악 

정비의 목적은 주례에 맞는 예악제도를 갖추어 고제를 복원하는 데에 있었다. 주례의 아악연주 

원리에 잘 맞았던 임우(林宇)의『대성악보(大成樂譜)』에 의거하여 당상에는 남려궁을 연주하

고, 당하에는 고선궁을 연주하도록 바로 잡았다. 등가에서는 음려(陰呂)2)에 해당하는 음을 중심

음으로 삼고, 헌가에서는 양률(陽律)에 해당하는 음3)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주례(周禮)의 음양

합성(陰陽合聲)의 제도에 맞게 하고자 함이다. 사직의 등가와 헌가에 응종궁과 태주궁을, 종묘

에 협종궁과 무역궁을 연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4) 또한 고려시대에 문묘의 신(迎神)에 고선

궁을 연주하던 것을 조선조에는 고제(古制)에 따라 천신(天神)․지기(地袛)․인귀(人鬼)의 제

례에 각각 해당하는 궁의 선율을 채택하여 황종궁(黃種宮)․대려위각(大呂爲角)․태주위치(太

簇爲徵)․응종위우(應鐘爲羽)를 연주하고, 송신(送神)에는 황종궁2(송신황종궁)를 연주하게 되

었다.

이러한 개선과 더불어『대성악보』를 채택하여 아악곡을 새로 제정하 다. 그 아악은 단순히

『대성악보』를 답습하지 않고 그 악보를 근간으로 재창조하여 혁신된 것이었다. 즉『대성악

보』석전악 원곡의 일부를 채택하여 중심음의 위치를 바꾸고 그것을 변주하여 곡의 수를 늘여 

114곡을 제정하 는데 그 악보가『세종실록』권137에 전한다.

본래 중국의 아악은 원구․종묘․사직․문선왕 등 각 제례마다 연주되는 악곡이 달랐으나 조

선조에는 한가지 선율이 여러 제례에 두루 통용되었다. 세종대에 새로 제정된 144곡의 아악 중 

문묘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15곡인데, 그 악보가『악학궤범』<시용아부제악(時用雅部祭樂)> 

및『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전한다. 현재 문묘제례의 15곡 중 황종궁․고선궁․

남려궁․이칙궁․송신황종궁만이 연주된다.

(1) 의식절차와 음악

현재 연주되는 문묘제례악은 세종대에 고제에 가깝도록 정비된 아악을 계승하고 있다. 의식절

차에 따른 연주악곡과 일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

헌가(軒架)에서 응안지악(凝安之樂) 9성, 즉 황종궁 3번․중려궁 3번․남려궁 3번․이칙궁 

2번을 연주하고, 일무는 열문지무(列文之舞)즉, 문무를 춘다. 신에서, 황종궁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1) 李惠求,  高麗 大晟樂의 變遷  『韓國音樂序說』(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141-150쪽.
2) 陰呂 : 大呂․夾鐘․仲呂․林鐘․南呂․應鐘

3) 陽律 : 黃鐘․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

4) 협종(夾鐘)이 무역(無射)과 합성을 이루고, 고선(姑洗)이 남려(南呂)와 합성을 이루는 것은, 진양의『樂書』에 따

르면 先王이 육률과 육려의 율관을 만들어 6음과 6양의 율에 맞게 하 기 때문이다.



p.41 <악보 1> 문묘악 황종궁

② 전폐

등가(登歌)에서 남려궁의 명안지악(明安之樂)을 연주하고 공자를 칭송하는 내용의 악장을 아

래 악보와 같이 부르며 그에 맞추어 열문지무를 춘다.

p.42 <악보 2> 문묘악 남려궁

③ 초헌

등가에서 남려궁의 성안지악(明安之樂)을 연주할 때 열문지무를 춘다. 문무(文舞)가 물러나

고 무무(武舞)가 나올 때 헌가에서 고선궁의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악장은 정위(正

位)와 연국공(안자)․성국공(증자)․기국공(자사)․추국공(맹자)을 추숭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초헌에서 연주되는 남려궁은 위의 <악보2>와 같고, 고선궁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p.42 <악보 3> 문묘악 고선궁

④ 아헌

헌가에서 고선궁의 성안지악(成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武之舞)를 춘다. 아헌 때에 



연주되는 고선궁의 선율은 진찬 때의 그것과 동일하다.

⑤ 종헌

연주곡과 일무는 아헌과 동일하며 헌가에서 연주하는 음악도 그와 동일하다. 종헌에서도 아헌

과 마찬가지로 악장을 부르지 않는다.

⑥ 음복

음악은 아헌, 종헌과 동일하며 다만 일무가 없다.

⑦ 철변두

등가에서 남려궁의 오안지악(娛安之樂)을 연주하고 일무는 없다. 오안지악은 전폐에서 연주되

는 <악보 2>의 남려궁과 동일하다.

⑧ 송신

헌가에서 송신황종궁의 응안지악(凝安之樂)을 연주한다. 송신 때에 연주되는 황종궁은 그 선

율이 신때의 황종궁과 다르다. 송신에서는 일무를 추지 않는다.

p.43 <악보 4> 문묘악 송신황종궁

⑨ 망료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일무도 추지 않는다.

초헌․아헌․종헌에서 연주되는 고선궁과 초헌․철변두에서 연주되는 남려궁은 모두 신의 

황종궁을 이조(移調)하여 연주한다. 즉, 황종궁을 장3도 높게 이조한 것이 고선궁이고, 황종궁을 

장6도 높게 이조한 것이 남려궁이다. 그러나 이조하는 과정에서 12율 4청성의 음역을 넘는 음들

은 한 옥타브 내리기 때문에 선율 진행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다른 곡처럼 들리게 된다.

각 의식절차때의 등가와 헌가의 연주에는 그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음인 악작(樂

作)과 악지(樂止)를 타악기들이 연주한다. 등가에서는 박․축․절고․특종이 먼저 울린 다음 

여러 악기가 일제히 연주하고, 음악이 그칠 때에는 박․절고․어․특경이 악곡의 끝을 알린다. 

헌가에서는 박․축․진고․노고․노도가 울린 다음 나머지 악기가 연주하고, 음악이 그칠때에는 

박․진고․노고․어가 악곡의 끝을 알린다.

현재 문묘 제향절차에 따른 주악과 일무 등은 고려․조선조와 다소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에

는 음복에 주악하고 철변두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으나, 조선조에는 음복에는 주악이 없고 철

변두때에 주악하 으며 종헌 다음에 음복을 행하 고, 송신 다음 망예를 추가하 다.

(2) 악현

아악은 팔음(八音) 즉,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 

여덟 가지 재료로 만든 아악기로 연주된다.5) 따라서 아악을 연주하는 문묘제례에서도 주악을 담

5) 팔음에 의한 아악기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금 : 편종․특종         포 : 생․우



당하는 당상(堂上)의 등가(登歌)와 당하(堂下)의 헌가(軒架)의 편성을 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다. 다만 등가․헌가 두 악대의 규모와 편성에 포함된 악기의 종류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에 등가는 편종(編鐘)․편경(編磬)․금(琴:1현․3현․5현․7현․9현)․슬(瑟)․지

(篪)․적(篴)․소(簫)․소생(巢笙)․화생(和笙)․훈(壎)․박부(搏拊)․축(柷)․어(敔) 등의 

악기로 편성되었고, 헌가는 편종․편종․편경․금(1현․3현․5현․7현․9현)․슬․지․적․

소․소생․우생(笙)․훈․진고(晋鼓)․입고(立鼓)․응고(應鼓)․축․어 등의 악기로 편성되었

다.

조선조에는 등가와 헌가의 악기편성이 고려시대보다 간략해진다.『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

儀序例)』에 전하는 조선조 문묘의 등가와 헌가 악현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문묘의 등가와 헌가 악현>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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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묘의 등가와 헌가의 악기편성은 조선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북․동․서 세 방위

에 편종․편경이 진설되지 않고, 동․서 두방위에 각각 한 틀만 진설되며, 황종․태주․고선․

이칙․남려․무역․응종 6음의 종(鐘)과 경(磬)도 제외되어 다음과 같이 그 편성이 간략해졌다.

<현행 문묘의 등가 헌가 악현>

등가                                 헌가

박

금 노래 노래 슬

어 편경 특종  절고 특경

적 약 훈

        노도        노고

    진고 어 편종  축 편경 노고

    훈 지 지 지   부 적 약

               박

이처럼 시대별로 악기편성은 다르지만 등가의 편성은 금(琴)․슬(瑟) 등의 현악기와 가(歌)가 

중심이 되는 반면, 헌가는 그것이 없고 관악기가 중심이 되며 등가에 없는 노고(路鼓)․노도(路

鼗)6)․진고(晋鼓)․부(缶) 등의 타악기가 편성되는 점은 변함없다.

조선조에 아악은 문묘제례 뿐 아니라 원구․사직․황단․선농․선잠 등의 제향에 연주되었으

므로 아악기로 편성되는 등가와 헌가가 여러 제향에 두루 사용되었다. 다만 악현의 방위가 다르

나 뇌고․뇌도, 고․ 도, 노고․노도 등의 타악기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아악은 

문묘제례에서만 연주되므로 아악기로 편성되는 등가와 헌가는 문묘제례에만 쓰이고 있다.

(3) 악장(樂章)

문묘제례의 악장은『세종실록』권147의 문선왕 석전악장에 전하며『악학궤범』권2에 전하는 

것도 그와 동일하다. 이는『세종실록』권137의 원조(元朝) 임우(林宇)『대성악보』 및『송사

(宋史)』지(志) 권90의 대성부의찬 석전(大晟府擬撰 釋奠) 14수와 같다. 다만 조선조에는 헌

가에 노래가 빠졌기 때문에 세종과 성종때의 문묘악장에는 송과 원나라 대성악의 신과 송신, 

아헌과 종헌 등의 악장이 없다. 전폐의 악장을 비롯하여 초헌의 정위․연국공(안자)․성국공(증

자)․기국공(자사)․추국공(맹자) 그리고 철변두의 악장은 모두 4자 1구 8구로 되어 있다. 그 

중 전폐의 악장은 다음과 같다.7)

자생민래 수저기성(自生民來 誰底其盛) 사람이 생겨난 이래 누가 그 성함에 이르랴

유왕신명 도월전성(惟王神明 度越前聖) 오직 문성왕의 신명이 전성보다 탁월하시도다

자폐구성 예용사칭(粢幣俱成 禮容斯稱) 서직과 폐백이 다 이루어졌고 예의와 용모가 맞았도다

칠직비형 유신지청(桼稷非馨 惟神之聽) 서직이 향기롭지 않더라도 신은 흠량하소서

문묘의 악장은 매 1자가 규칙적으로 한 음에 배열되어 1자에 여러 음이 붙는 종묘제례악과 뚜

렷한 차이가 있다. 한 구(句)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북을 한번씩 쳐서 구의 끝을 알려주며, 악장

의 시작음과 종지음이 항상 중심음으로 고정되어 있다.

6) 노고(路鼓)․노도(路鼗)는 인귀(人鬼)의 제향에 사용한다. 천신(天神)의 제향에는 뇌고(雷鼓)․뇌도(雷鼗)를, 사직

(社稷)의 제향에는 고(靈鼓)․ 도(靈鼗)를 사용하여 차등을 둔다.

7)『국역 악학궤범』Ⅰ(민문고, 1967) 121쪽



(4) 음악적 특징

아악인 문묘제례악은 선법․종지형․악기편성 등 여러 면에서 향악과 차이가 있다. 궁․상․

각․변치․치․우․변궁의 7음계를 사용하며 12율 4청성의 좁은 음역에서 연주된다. 1구의 끝

마다 진고와 노고를 쳐서 구의 끝을 나타낸다. 장식음이 없는 단순한 선율과 각 음의 길이가 일

정한 규칙적 리듬으로 연주되는 문묘제례악은 순수하고 화평정대한 맛을 특징으로 한다. 1자1음 

형식으로 4자가 한 구를 이루고 8구가 모여 한 곡을 이루는 악장은 1자에 1음이 붙는 형태로 규

칙적인 리듬으로 부른다.

고려시대에는 송의 대성아악을 그대로 수용하 으나, 조선조 세종대에 고제에 입각하여 새로 

아악곡을 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0년 동안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문묘제례악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아악으로 중국에서는 그 전승이 단절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면면히 전승되고 

있다.

          p.49 집박(執拍)



p.50 등가(登歌)-1

p.50 등가(登歌)-2



p.51 헌가(軒架)

p.51 악장(樂章)



     p.52 휘(麾)

p.52 어(敔)



p.53 편경(編磬)

p.54 편종(編鍾)



p.55 특경(特磬)

p.56 특종(特種)



p.56 금(琴)

p.57 슬(瑟)



p.57 약(蘥)

p.58 적(笛)



p.58 훈(壎)

p.59 부(缶)



p.59 축(柷)

p.60 절고(節鼓)



p.61 노도(路鼗)

p.61 노고(路鼓)



p.62 진고(晉鼓)

2) 문묘제례일무

(1) 일무(佾舞)의 배경

팔일무(八佾舞)는 주(周)나라 아악에서 행하는 춤 중 악무(樂舞)에 속하며 공자시대로부터 

있어온 제도로서 아악의 정수로 존중되어 왔다. 팔일이란 이름이 보이는 최초의 문헌은 논어의 

팔일편이고, 천자(天子)는 필일무, 제후(諸侯)는 육일무, 대부(大夫)는 사일무, 사(士)는 이일무

를 사용하 으며, 여덟 가지의 소리를 조화하여 팔방의 바람을 잘 통하게하여 음양과 절기를 잘 

조화하는 것이 팔일이 갖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팔일무의 일(佾)은 열(列)을 의미하는 것으로 팔일이란 즉, 팔열을 의미한다. 무원(舞員)의 수

효에 관해서는 옛부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진(晉)의 두예(杜預)의 설이고 또 다른 하

나는 후한(後漢)의 복건(服虔)의 설이다. 진의 두예의 설은 팔일무는 64인(8列8行), 육일무는 

36인(6열6행), 사일무는 16인(4열4행), 이일무는 4인(2열2행)이라고 주장하는 설이고, 위의 설에 

대하여 육일을 48인(6열8행), 사일을 32인(4열8행), 이일을 16인(2열8행)으로 주장하는 것이 복

건의 설이다.

고려 예종때 대성아악이 전해진 이래로 36인 또는 48인의 육일무로 추어지다가 대한제국 이

후로부터 팔일무로 추어진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무에는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있으며, 신례․전폐례․초헌례에는 문무가 추어지며, 아헌례와 종헌례에는 무무가 추어진다.

문무에는 의물로 약(籥)과 적(翟)이 쓰이며, 무무에는 간(干)과 척(戚)이 쓰인다.

석전대제는 온 누리의 종사(宗師)이신 공성(孔聖)의 유교적 진리, 즉 인의와 도덕의 이상을 

근본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弟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큰 스승으로 섬기고 성현(聖賢)을 경모하는 예로써 조선 태조 7년이래 매

해 봄․가을 중월(仲月)에, 즉 음력으로 2월(중춘(仲春))과 8월(중추(中秋))의 초정일(初丁日:

상정일(上丁日))을 가려서 전례를 받들어 행하 는데 1937년부터는 양력 4월과 10월의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 고 다시 1953년부터는 오직 한번 공부자탄일(음력 8월 27일)에만 거행하여 

오다가 1956년부터는 다시 봄과 가을 두 차례, 즉 음력 2월과 8월의 초정일로 환원하여 봉행하

고 있다.

(2) 복식(服飾) 및 의물(儀物)

문무에서의 일무원(佾舞員)의 복식은 홍주의(紅周衣)에 남사대(藍絲帶)를 띠고 목화(木靴)

를 신으며 진현관(進賢冠)을 쓰고, 의물로는 왼손에 약(籥), 오른손에 적(翟)을 들고 춘다. 약과 

적은 다같이 무구(舞具)이면서도 왼손에 약을, 오른손에 적을 잡는 것은 오른손이 동적(動的)인 

점에서 양(陽), 즉 예(禮)와 통하는데 반하여 왼손은 정적(靜的)인 점에서 음(陰) 즉 악(樂)과 

통했기 때문이라 한다. 무무에서는 홍주의에 남사대, 목화를 신고 피변관(皮弁冠)을 쓰며, 왼손

에 간(干), 오른손에 척(戚)을 들고 춘다. 왼손에는 방어의 상징물을, 오른손에는 공격의 상징물

을 드는 것도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의식절차(儀式節次)와 일무

 

의식절차 일                     무

  신례(迎神禮)
 일무원은 홍주의에 남사대를 띠고 진현관을 쓰며 약적을 든다.

 초헌무(문무)를 춘다.

  전폐례(奠幣禮)  초헌무(문무)를 춘다.

  초헌례(初獻禮)
 초헌무(문무)를 춘다.

 축문(祝文)을 읽고 난 후에 다시 초헌무(문무)를 춘다. 

  공악(空樂)
 피변관으로 바꿔 쓰고 간척으로 바꿔 든다.

 원래는 문무 일무원이 퇴장하고 무무 일무원이 입장한다.

  아헌례(亞獻禮)  아헌무(무무)를 춘다.

  종헌례(終獻禮)  종헌무(무무)를 춘다.

  철변두(撤邊豆)
 일무없음

 원래는 종헌례가 끝난 후 일무원은 퇴장한다.

  송신례(送神禮)  일무없음

  망료(望燎)  일무없음

(4) 문묘일무보(文廟佾舞譜)

1930년대 이후에 추어진 문묘일무는 악정(樂政)의 쇠미와 계승 악사(樂士)들의 이산 등 여러 

가지 연유로 말미암아 도창(導唱)의 노래는 생략되거나 구음(口音)으로 임의 대행되었으며 일무 

또한 삼방배(三方拜) 형식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문무( 신례․전폐례․초헌례)>

1박
 북(北)을 향하여(앞) 약과 적을 든 두 손을 들며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동시에 놓으면서 허  

 리를 조금 구부린다. 

2박  서(西)를 향하여(왼쪽) 1박에서와 같은 동작을 한다.

3박  동(東)을 향하여(오른쪽) 1박에서와 같은 동작을 한다.

4박  다시 북을 향하여(앞) 1박에서와 같은 동작을 한다. 

위와 같이 한 마디 단위로 8번 반복하면 1곡 32성이 마친다.



<무무(아헌례)>

1박  준비 자세로 북을 향하여 간과 척을 든 두 손을 왼쪽으로 돌려 든다.

2박  두 손을 오른쪽으로 돌려 든다.

3박
 간을 든 왼손은 왼쪽 허리 옆으로 낮게 벌리고 척을 든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 위로   

 높이 들어올려 내려칠 준비를 한다.

4박  척으로 간을 힘껏 내려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다음 준비 자세를 취한다.

이상의 4박 단위 동작을 8번 반복한다.

<무무(종헌례)>

1박  아헌례의 1박 동작과 같다.

2박  아헌례의 2박 동작과 같다.

3박
 2박의 자세로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 정면을 향하고 아헌례의 3박과 같이 척으로 간  

 을 내려칠 준비를 한다.

4박  척으로 간을 힘차게 내려치며 허리를 약간 구부린다.

이상의 4박 단위 동작을 8번 되풀이하면 1곡 32성이 끝난다.

1981년 춘계석전(春季釋奠)으로부터『반궁예악서(泮宮禮樂書)』에 준한 문묘일무가 재현되

어 추어졌다. 『반궁예악서』의 일무와 악장은 명(明)․세종9년(1530)의 제(製)에 준한 것이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의 무보에 의물이 모두 약적으로 되어있다. 



<초헌무(初獻舞)>

춤     사     위

1-1
 초전향외개약무(稍前向外開籥舞)

 약을 앞으로 펴서 왼쪽(서향)을 향한다. 적은 가슴에 둔다.

2
 도향리개약무(蹈向裏開籥舞)

 약을 앞으로 펴든채로 오른쪽(동향)을 향한다.

3
 합수준조상무(合手蹲朝上舞)

 약적을 머리 위에 모아 들고 무릎을 굽힌다.

4
 기사신향외고거약이조(起辭身向外高擧籥而朝)

 무릎을 펴고 왼쪽 사선을 향하며 약을 비스듬히 위로 세운다. 적은 가슴에 둔다.

2-1
 양양상대 동서상향(兩兩相對 東西相向)

 2열씩 서로 마주하며(동서향) 가슴 앞에 적은 세워 들고 약을 가로 뉘어 십자로 모아들고 무릎을 굽힌다.

2
 합약전신향외공수출좌족(合籥轉身向外拱手出左足)

 몸을 돌려 왼쪽(서향)을 향하고 약적을 얼굴 앞에 모아들고 왼발을 앞에 내딛는다.

3
 정읍(正揖)

 앞쪽(북향)을 향하고 약적을 가슴에 모아 절한다.

4
 기평신출좌수립(起平身出左手立)

 몸을 바로 펴며 약을 앞으로 내 어 가로로 든다. 적은 가슴에 둔다.

3-1
 양양상대자하이상동서상향(兩兩相對自下而上東西相向)

 2열씩 서로 마주하며(동서향) 허리를 굽혔다가 펴면서 적을 위로 들어 올린다. 약은 아래쪽을 향한다.

2
 초전무거약수적(稍前舞擧籥垂翟)

 앞쪽을 향하여 약은 가슴 앞으로 가로로 들어 올리고 적은 아래쪽으로 내린다.

3
 합약유양중반십이인전신구구동서상향(合籥惟兩中班十二人轉身俱俱東西相向)

 약적을 머리위에 모아 든다. 이때 중앙의 2행은 동서로 마주본다.

4
 거적삼합약(擧翟三合籥)

 적을 머리 위로 펴든다. 약은 가슴에 둔다.

4-1
 초전향외수수무(稍前向外垂手舞)

 왼쪽을 향하여 약적을 각각 어깨 위로 들어 무릎을 굽혔다 펴며 약적을 아래로 내리며 허리를 굽힌다.

2
 도향리수수(蹈向裏垂手)

 오른쪽을 향하여 수수무를 한다.

3
 향전합수겸진보쌍수합약(向前合手謙進步雙手合籥)

 앞쪽을 향하고 한발짝 나아가며 약적을 머리위에 모아 든다.

4
 회신재겸퇴보측신향외고지형면조상(回身再謙退步側身向外高止衡面朝上)

 한발짝 뒤로 물러나고 몸을 돌려 왼쪽 사선을 향하고 얼굴은 들어 위를 바라본다.

          



춤     사     위

5-1
 정준조상(正蹲朝上)

 약적을 가슴에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다.

2
 초무궁신만수측신면외정약이변면조상(稍舞躬身挽手側身面外呈籥耳邊面朝上)

 몸을 비스듬히 구부리며 약을 귀 옆으로 들어 올리고, 적은 비껴 아래로 내린다.

3
 정읍(正揖)

 약적을 가슴에 모으며 절한다.

4
 기사신만수복거약정립(起辭身挽手復擧籥正立)

 허리를 펴며 약을 사선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

6-1
 양양상대교약양반구동서평집약(兩兩相對交籥兩班俱東西平執籥)

 2열씩 서로 마주하며 약을 일자로 주고 받는다. 적은 위로 들어 올린다.

2
 정준조상(正蹲朝上)

 약적을 가슴에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다.

3
 향외퇴만수향거약외면조상(向外退挽手向擧籥外面朝上)

 약을 가슴 앞에 들고 왼쪽을 향한다.

4
 회신정립(回身正立)

 몸을 돌려 바로 선다.

7-1
 초전무(稍前舞)

 약적을 십자로 모아 가슴 앞에 둔다.

2
 정준조상(正蹲朝上)

 약적을 가슴에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다.

3
 좌우수수양반상하구쌍수동서상향(左右垂手兩班上下俱雙手東西相向)

 첫 행과 끝 행은 반씩 나누어 동서로 마주 하고 약적을 들어 올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수수무를 한다.

4
 기합수상향립(起合手相向立)

 약적을 머리 위에 모아 들고 동서로 마주 한다.

8-1
 좌우측신수수향외개약수수무(左右側身垂手向外開籥垂手舞)

 왼쪽 사선 방향으로 수수무를 한다.

2
 우측신수수향리수수무(右側身垂手向裏垂手舞)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수수무를 한다.

3
 정읍조상(井邑朝上)

 약적을 가슴에 모아 절한다.

4
 궁이수지궁신조상공약이수지삼고필기(躬而受之躬身朝上拱籥而受之三鼓畢起)

 고개를 숙이고 약적을 위로 들어 올려 무릎을 굽혔다 펴며 약적을 가슴에 모으고 바로 선다.



<아헌무(亞獻舞)>

  『반궁예악서』의 무보에는 아헌무와 종헌무가 문무로 되어있으나 고려때 대성아악이 전해질 

당시에는 간척이 있었으며 고래로 아․종헌무에는 간척이 쓰이고 있었으므로 재현시 이전에 추

어지던 의례에 따라 약적을 간척으로 대치하여 무무의 틀로 갖추어졌다.

춤     사     위

1-1
좌우진보향외수수무(左右進步向外垂手舞)

한걸음 나아가며 왼쪽(서향)을 향하여 수수무를 한다.

2
우향리수수무(右向裏垂手舞)

오른쪽(동향)을 향하여 수수무를 한다.

3
향외락약면조상(向外落籥面朝上)

왼손을 아래로 내리며 얼굴은 위를 향한다.

4
퇴회신정립(退回身正立)

한걸음 물러서며 두손을 가슴에 모아 바로 선다.

2-1
정준합약(正蹲合籥)

무릎을 굽힌다.

2
기신향전무향외무(起身向前舞向外舞)

몸을 펴며 왼손을 앞으로 펴서 왼쪽을 향한다.

3
향리무(向裏舞)

오른손을 앞으로 펴며 오른쪽으로 향한다.

4
합수겸진보향전쌍수합약존겸(合手謙進步向前雙手合籥存謙)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며 두 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친다.

3-1
양양상대자하이상양반상대거약동서립(兩兩相對自下而上兩班相對擧籥東西立)

2열씩 서로 마주하며 허리를 굽혔다가 펴며 왼손을 아래로부터 위로 들어올린다.

2

상하구수수유양중반상하십이인구수수전신동서상향

(上下俱垂手惟兩中班上下十二人俱垂手轉身東西相向)

중간의 2행은 동서로 마주하고 수수하며, 나머지는 앞으로 수수한다.

3
전신동서상향립(轉身東西相向立)

모두 몸을 돌려 동서로 마주한다. 두손은 가슴에 모은다.

4
상향립양반상하이적상약(相向立兩班上下以翟相籥)

첫행과 끝행은 두손을 마주친다.

4-1
초전무도양반상하구수수향외무(稍前舞蹈兩班上下俱垂手向外舞)

첫행과 끝행은 왼쪽으로 수수하고 나머지는 가슴 앞에 십자로 든다.

2
향리수수무(向裏垂手舞)

다같이 오른쪽으로 수수한다.

3
합수겸진보향전쌍수합약적(合手謙進步向前雙手合籥翟)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며 두손을 마주친다.

4
회신재겸양반상하동서상합약립(回身再謙兩班上下東西相合籥立)

첫행과 끝행은 동서로 마주보고, 나머지는 바로 선다. 두손은 가슴앞에 모은다.



춤     사     위

5-1
초전무향외개약무(稍前舞向外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펴서 왼쪽으로 향한다.

2
향리무(向裏舞)

오른손을 앞으로 펴며 오른쪽으로 향한다.

3
쌍수평집 적개약적(雙手平執 翟開籥翟)

양손을 평평하게 펴든다.

4
합약적조상정립(合籥翟朝上正立)

두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치고 바로 선다.

6-1
측신수좌수양반구수좌수향외무(側身垂左手兩班俱垂左手向外舞)

왼쪽 사선 방향으로 왼손을 내린다.

2
궁신정읍(躬身正揖)

몸을 둥 게 하고 절한다.

3
쌍수거약적궁신(雙手擧籥翟躬身)

몸을 둥 게 한 채로 두손을 위로 들어 올린다.

4
궁이수지(躬而受之)

두손을 위로 든 채로 무릎을 굽혔다 펴며 바로 선다.

7-1
합약국궁향상읍우우(合籥鞠躬向上揖于右)

두손을 모아 허리굽혔다 오른쪽으로 들어 올리고

2
합약국궁향상읍우좌(合籥鞠躬向上揖于左)

두손을 모아 허리굽혔다 왼쪽으로 들어 올리고

3
합약국궁향상복읍우좌(合籥鞠躬向上復揖于左)

다시 허리 굽혔다 펴며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올려

4
합약복거수우중수국궁공수향상(合籥復擧手于中隨鞠躬拱手向上)

두손을 마주친다.

8-1
삼무도거약향좌궁신무(三舞蹈擧籥向左躬身舞)

허리 굽히고 왼손을 앞에 들어 왼쪽을 향한다.

2
거약향우궁신무(擧籥向右躬身舞)

허리 굽히고 왼손을 앞에 들어 오른쪽을 향한다.

3
거약복향좌궁신무(擧籥復向左躬身舞)

다시 허리 굽히고 왼손을 앞에 들어 왼쪽을 향한다.

4
공약궁신이수지(拱籥躬身而受之)

두손을 앞에 모아 들고 허리굽히며 무릎 굽혔다 펴면서 바로 선다.



<종헌무(終獻舞)>

춤     사     위

1-1
향외개약무(向外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들어 왼쪽으로 향한다.

2
향리개약무(向裏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든채로 오른쪽으로 향한다.

3
측신향외락약면조상(側身向外落籥面朝上)

왼손을 왼쪽 사선 아래로 내린다.

4
조상정립(朝上正立)

바로 선다.

2-1
양반상하양양상대교약(兩班上下兩兩相對交籥)

2열씩 서로 마주하며 왼손을 가슴앞에서 마주한다.

2
합수조상정준(合手朝上正蹲)

두선을 머리 위에 모으고 무릎을 굽힌다.

3
측신상리락약(側身相裏落籥)

왼손을 오른쪽 사선 아래로 내린다.

4
합약조상정립(合籥朝上正立)

두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치고 바로 선다.

3-1
향외개약무(向外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들어 왼쪽으로 향한다.

2
향리개약무(向裏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든채로 오른쪽으로 향한다.

3
개약조상정립(開籥朝上正立)

왼손을 앞으로 든채로 앞쪽을 향하여 선다.

4
합약평립(合籥平立)

두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치고 바로 선다.

4-1
향외개약무(向外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들어 왼쪽으로 향한다.

2
향리개약무(向裏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든채로 오른쪽으로 향한다.

3
진보향전쌍수합약겸(進步向前雙手合籥謙)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두손을 마주친다.

4
사신동서상향수겸(四身東西相向手謙)

동서로 마주보고 손을 내린다.



춤     사     위

5-1
향외개약무(向外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들어 왼쪽으로 향한다.

2
향리개약무(向裏開籥舞)

왼손을 앞으로 들어 오른쪽으로 향한다.

3
개약조상정립(開籥朝上正立)

왼손을 앞으로 든채로 앞쪽을 향하여 선다.

4
합약조상정립(合籥朝上正立)

두손을 머리 위에서 마주치고 바로 선다.

6-1
향외수수무(向外垂手舞)

왼쪽을 향하여 수수무를 한다.

2
향리수수무(向裏垂手舞)

오른쪽을 향하여 수수무를 한다.

3
조상정읍(朝上正揖)

앞을 보고 절을 한다.

4
궁신이수지(躬身而受之)

고개를 숙인채로 두손을 위로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바로 선다.

7-1
궁신향좌합약무(躬身向左合籥舞)

허리를 굽히고 두 의물을 십자로 세워 들고 왼쪽을 향한다.

2
궁신향우합약무(躬身向右合籥舞)

허리를 굽히고 두 의물을 십자로 세워 들고 오른쪽을 향한다.

3
궁신복향좌우약무(躬身復向左右籥舞)

허리를 굽히고 두 의물을 십자로 세워 들고 다시 왼쪽을 향한다.

4
합약조상배일고편기신(合籥朝上拜一鼓便起身)

두손을 모아 왼무릎 위에 놓고 꿇어앉아 절한 다음 일어선다.

8-1
측신향외수수무복공(側身向外垂手舞復拱)

왼쪽 사선 방향으로 수수무한다.

2
측신향리수수무(側身向裏垂手舞)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수수무한다.  

3
조상정읍각회두공수(朝上正揖各回頭拱手)

두손을 머리 위로 들어 가슴 앞에 모으며 절한다.

4
궁신조남수지삼고필기신(躬身朝南受之三鼓畢起身)

고개 숙인채로 두손을 위로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바로 선다.



(5) 문묘일무의 특징

문묘일무는 그 제도가 퍽 오래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예종 때 대성아악과 더불어 들어와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그 제도를 지켜오고 있다. 일시 전란(戰亂)을 겪은 후에 축소되거

나 정지되기도 하 으나 다시금 부흥에 힘쓰므로써 옛 문헌을 바탕으로 제도가 부활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폐지되었던 문묘일무는 광복이후에 약식으로 부활되었다가 다시『반궁예악서』에 

준한 일무로 재현되어 옛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968년 이후 문묘제례를 재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유중국이나 1992년 이후 재현을 시도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비하면 가장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하겠다. 복식에 있어서 

무원들은 홍주의에 남사대를 띄고 목화를 신으며 문무에서는 검은색의 진현관을 쓰며, 무무에서

는 붉은색의 피변관으로 바꿔 쓰는 것으로『시용무보(時用舞譜)』에 보이는 종묘제례일무의 옛 

복식제도와는 상통하고 있다.

문묘제례악은 1곡이 32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묘일무 또한 1박 1동작으로 1곡이 32동작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작에는 정준(正蹲)․정읍(正揖)․궁신(躬身) 등 예를 갖춘 동작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의식무에서 볼 수 있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단아하고 단순한 동작들로 구성

되어 절제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p.74 팔일무(문무)



p.75 팔일무(무무)

p.76 문무(적, 약)



p.76 무무(척, 간)

p.77 문무 신 2성 제3부



p.77 문무 신 4성 제4부

p.78 문무 초헌 2성 제2부



p.78 문무 초헌 8성 제1부  

p.79 무무 아헌 1성 제1고  



p.79 무무 아헌 6성 제2고  

p.80 무무 종헌 1성 제1고  



p.80 무무 종헌 2성 제1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