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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시 에 지방의 공연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가 사행록에 기록된 내용

을 통해서이다. 사신이 국경으로 가는 동안에 숙박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아에서 

별연을 열어주었다. 이들 지역은 별연에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정도로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교방이 있어서 궁 의 내･외연에 선상기를 올려 보내기도 하 다.

일사행이든 국사행이든 사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지역에서 숙박

하 으며, 그 지역의 아에서 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사행에 있어서 거 이 

될만한 지역은 정해져 있었다. 통신사 길에서는 ‘충주’, ‘안동’, ‘ 천’, ‘경주’, ‘부산’이 그 

역할을 하 지만, 사행록에는 ‘안동’, ‘ 천’ ‘부산’지역에서의 별연과 공연만을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연의 양상이 구체 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엽이후

이기 때문에, 1764년 이 의 별연 기록만 남아 있는 통신사행에서는 구체 인 공연양

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사의 사행록에는 의례가 시되는 ‘賜宴’과 풍류가 심

이 되는 ‘私宴’에 따라 공연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개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 숭실 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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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 로에서는 황주, 평양, 안주, 선천, 의주 지역을 심으로 별연이 있었다. 그런

데 국으로의 사행은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방공연의 구체 인 양상과 

변화상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공연물 에서 ‘황주’에서

는 선유락의 변화가, ‘평양’에서는 조선시  반 으로 사행의 심거 으로 공연이 이

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선천’에서는 검무와 항장무의 변화가, ‘의주’에서는 

마상재공연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 조선시대, 사행록, 사행로, 전별연, 교방

1. 서론

조선은 사행을 매개로 국, 일본 등과 교류하 다. 사신이 견되는 지

역, 시기, 목 에 따라 그 명칭은 달랐지만, 양국의 계를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발 시키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사신이 목 지로 가는 동안 국

내･외 여러 지역을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文明에 한 자부심을 宣揚할 

수 있었고, 발달된 文化와 文明을 수용할 수도 있었다. 사행에 참여한 사람

들은 이때의 경험을 단순히 享有할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이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신이 이동하는 길도 시 에 따라 변하 지만, 한양에서 동래에 이르는 

‘통신사길’과 한양에서 의주에 이르는 ‘의주 로’가 주를 이루었다. 사행이 

동래와 의주에 이르기 때문에 使行路는 한반도를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행로를 따라서 국, 조선, 일본의 문화가 유

통하 고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사행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견지역과 

국내에서 많은 文藝人들과도 교류하 다. 이 과정에서 한양과 지방, 지역

과 지역의 문화교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사길’은 조선의 문화

를 일본에 달하는 동시에 앙의 문화를 지방에 하는 ‘문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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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라면, 의주에 이르는 ‘의주 로’는 국의 선진문물과 문화를 수용하

는 ‘문화수용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지방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무 공간은 별연이 열린 ‘객사’와 

‘ 각’이다. 이곳에서 敎坊에 소속된 妓生들이 ‘공연’을 하 다. 이 공연은 

歌･舞･  는 이들이 결합한 극화된 형식이었다. 재까지 조선시  지

방공연에 한 연구가 문학, 음악학, 무용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구내용도 船遊樂･ 莊舞･黃昌舞 등 개별공연종목과 연행지역에 

한 연구1), 지방 아와 궁 에서 연행된 呈才의 련성 연구2), 정 석의 

敎坊歌謠에 한 연구3), 통신사행과 련한 연행에 한 연구4), 조선시

1) 사진실, 배따라기곡에서 선유락까지, 공연문화의 통, 태학사, 2002.

  김은정, 선천의 항장무를 보고, 문헌과 해석18호, 문헌과 해석사, 2002.

  성무경, 정재 항장무의 연희 승과 극연출방식, 민족무용2호,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최  식, 황창과 황창무의 문헌  고찰, 민족무용6호,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4.

2) 송방송, 조선후기의 향기와 궁 정재, 동양학 26, 단국 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96.

  김은자, 조선후기 평양교방의 규모와 공연활동 -평양지와 <평양감사환 도>를 

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31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김은자, 조선후기 성천 교방의 공연활동  공연사  의미, 민족무용5, 세계민족무

용연구소, 2004, 

   정은경, 조선시  선상기에 의한 궁 정재와 민간연희의 교섭, 한국민속학39, 한국

민속학회, 2004.

3) 김온경, 정 석의 교방가요 연구, 논문집 제40집( 술 학편), 부산여자 학교, 

1995.

임미선, 교방가요소재 선악의 형성 배경과 연행방식, 국어문학 35집, 국어문학회, 

2000.

성무경, 교방가요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지방의 변 풍류, 시조학논총 17집, 

한국시조학회, 2001.

문주석,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 연구 - 항장무･승무를 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27집, 남 학교, 2003.

강인숙, 교방가요에 나타난 당악정재의 변모양상, 한국무용기록학회 제10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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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희양상과 변천에 한 연구5) 등으로 다양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희공연에 한 역사성･ 장성･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행록을 심으로 조선시  지방 아

에서의 공연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사행노정과 별연

使行은 국가 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신이 국경으로 가는 동안 沿道에 

있는 지역의 지방 이 支供을 담당하 고, 숙박하는 지역에서는 餞別宴이 

열렸다. 별연은 숙박지역의 경제  여력이나 지방 과 사신의 친분에 따

라 규모와 형태가 달라졌다. 

1) 使行路에서의 지공

조선시  통신사의 이동은 삼사가 이동경로를 달리하 지만, 갈 때 左

道6)를 경유하고 올 때는 右道7)를 경유한다는 원칙이 이어졌다. 漢陽에서 

4)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연희교류, 지역과 역사 제23호, 부경역사연구소, 

2008.  

정 문, 국내 ‘통신사 길’에 나타난 지방공연문화의 양상과 의미 고찰, 열상고 연구 
제30집, 열상고 연구회, 2009.  

5) 윤 , 조선후기의 연희, 박이정, 1998.

6) 증정교린지, 제5권 ‘路文式’. 左道는 良才 → 板橋 → 龍仁 → 陽智 → 竹山 → 

無極 → 崇善 → 忠州 → 安保 → 聞慶 → 幽谷 → 龍宮 → 醴泉 → 豊山 → 安東 

→ 日直(一直) → 義城 → 靑路 → 義  → 新寧 → 永川 → 毛良 → 慶州 → 仇於 

→ 蔚山 → 龍  → 東萊의 경로이다. 

7) 증정교린지, 제5권 ‘路文式’. 右道는 幽谷에서 직진하여 洛東鎭을 건 , 大邱까지 

읍을 지나지 않고 직행하는 嶺南大路와는 달리 聞慶에서 咸昌 → 尙州 → 梧里院 

→ 善山 → 仁同 → 松林寺 → 大丘 → 梧桐院 → 淸道 → 楡川 → 密陽 → 無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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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谷까지의 길은 ‘嶺南大路’지만, 경상도에 이르면 安東, 慶州 등으로 우

회하는 길을 택하여 부산에 이른다. 이 길은 조선시  제2 수로이기도 하

다. 사행이 ‘통신사 길’로 이동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의 민심을 수습하려

는 정치  의도가 반 8)되었다. 여기에 使行은 ‘ 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公務이기때문에 使行路는 례에 따른 선택이기도 하 다.

국으로의 사행은 한양에서 의주로 이어진 ‘의주 로’9)를 이용하

다.10) 이 길은 1389(공양왕 1)년 고려 사신의 육로 입경이 허용된 이후 사

행로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 에는 황해도 풍천이나 평안도의 선천에서 배

를 타고 산동성 등주로 들어가는 해로를 이용하 다. 1621( 해군 13)년 

요양･심양의 길이 막혔을 때도 평안도의 선천 宣沙浦나 안주의 老江鎭에

서 배를 띄워 등주로 들어가는 뱃길을 이용하 다.11) 해로를 택할 경우에

는 ‘선천’과 ‘안주’가, 육로를 택할 경우에는 ‘의주’가 국으로 들어가는 

문역할을 하 다. 

→ 梁山을 거쳐서 東萊로 가는 경로이다.

8) 정 문, 국내 ‘통신사 길’에 나타난 지방공연문화의 양상과 의미 고찰, 열상고 연구 
제30집, 열상고 연구회, 2009, 75쪽.

9) 이혜은, 조선시  교통로에 한 역사지리  연구 : 한성-의주간을 사례로,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1976, 25～6쪽. 의주 로는 행정 심지를 통과하며, 30여개의 

間路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교통로보다 이동 도가 높다. 조선과 국사신들이 이 

길을 따라 빈번하게 왕래하 기 때문에, 사신들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館이 

驛과 함께 설치되었다. 의주로에 설치된 을 열거하면 모화 , 벽제 , 평 , 임단

, 태평 , 릉 , 동양 , 보산 , 용천 , 양 , 동선 , 제안 , 생양 , 동 , 

안정 , 숙 , 안흥 , 가평 , 신안 , 운흥 , 임반 , 차련 , 양책 , 소 , 의순

 등 25 이다. 

10) 구체 으로 漢陽에서 高陽, 坡州, 長湍, 松京, 金川, 平山, 葱秀, 瑞 , 劒水, 鳳山, 

黃州, 中和, 平壤, 安, 肅川, 安州, 嘉山, 納淸亭, 定州, 郭山, 宣川, 鐵山, 龍川, 

所串을 지나 義州에 이르는 1050리의 길을 간다.

11) 김태 , 연행노정 그 세계로 향한 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2004, 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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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행로를 따라서 사신에게 支供이 지 되었는데, 연로에 치한 

고을에서는 지공으로 인한 부담이 지 않았다. 통신사행의 경우에는 이를 

남 71개의 고을에서 나 어 담당하 지만 “使行에 지공할 假家를 마련

하고 가마솥･그릇 등을 갖추는데, 1日의 貰가 百餘金이 넘게 들었”12)을 

정도로 막 한 비용이어서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소모한 결과 국

가 공식 인 賜宴이 1655년부터 차 어들었고13), 1764년 이후의 통신

사행이 江戶로 가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 다. 연행사의 경우에는 

사행을 철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궤하는 것을 으  본 고을에서 홀로 

담당했으니, 그 허술함을 알 수 있다”14), “長連에서 출참한 심의 공궤가 

솔하여 수 를  수가 없었다.”15)는 한탄이 나타나게 되었다. 

2) 使行路에서의 별연

‘사행로’에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客 , 院, 驛 등이 치하고 있다. 그 

에서 읍의 규모가 크거나 재정상태가 한 읍에서는 ‘官屬 音 人’16)

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지역을 심으로 숙박하 는데, 이들 

지역에 사행이 도착하면 숙소주변의 각에서 별연을 행하 다. 이는 조

12) 조엄, 해사일기, 8월 3일.

13) 연회가 처음에는 忠州, 安東, 慶州, 釜山 네 곳에서 이루어지다가 사신의 민폐를 

이기 하여 1655년(효종 6) 통신사행 때부터 忠州, 安東, 慶州에서는 열지 않았으

며, 이를 정식으로 지하기 시작한 것은 1719년(숙종 45) 통신사행 때부터이다.

14) 최덕 , 연행록, 11월 3일.

15) 김경선, 연원직지1권 10월 25일.

16)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 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2007, 

75-89쪽. 지방에서는 신임 수령의 到任잔치 등의 宴饗, 귀인의 행차에 따른 典, 

연말의 儺禮, 釋奠, 社稷祭, 城隍祭, 厲祭 등 禮행사에 있어서 음악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방의 의 , 의례, 연향에서의 음악을 담당한 속 음악인이 있었다. 그 외에 

지방 속 음악인으로 妓生, 歌童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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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기17)부터 지속되어 온 례 다. 사행을 앞두고 숙박과 별연에 해

서도 논의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통신사행을 한 별연으로는 지역의 수령들과 친분을 확인하는 ‘私宴’

과 비록 일시 으로 행해졌지만 ‘충주’, ‘안동’, ‘경주’, ‘부산’에서의 국가 공

식 인 ‘賜宴’이 있었다. 그러나 1682년까지는 안동 望湖樓에서 “管絃의 

여러 가지 연주를 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연희에 한 특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란과 계속된 흉년으로 인하여 물력을 회복할 

여유가 없었다는 경제  원인뿐만 아니라 시  분 기상 구체 인 연회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도 작용하 을 것이다.

‘ 별연’이 행해진 지역은 ‘충주’, ‘안동’, ‘의성’, ‘ 천’, ‘경주’, ‘부산’18)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충주’와 ‘경주’ 지역에서의 별연에 한 구체 인 기

록은 보이지 않는다. ‘안동’지역에서는 망호루･진남루･남문루가, ‘의성’지

역에서는 문소루･ 호루가 별연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 천’은 비록 읍

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十字도로망을 갖춘 교통의 심지로 통신사 수행

17) 의주나 안주기생들은 사신을 해 음악을 연주하 고, 倭使가 왕래하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도 기녀가 女 으로 연회에 참석하 다. 통문 지에는 평안도 의주에서 

베푸는 청 사신연에 기녀가 정재를 추었으며, 서울에 가는 동안 경유하는 여섯 곳의 

연행의식은 의주에서의 연향과 같다고 하 다.

18) 충주는 한양에서 부산에 이르는 지방도로망에 치하고 있어서 경상도, 충청도 동북

부, 강원도 서남부, 경기도를 연결하는 추기능을 담당하 다. 충청도 54개 읍 에서 

청주, 공주, 홍주와 더불어 목사가 있는 지역으로 연회에서 공연할 수 있는 인원으로 

여지도서에는 군 에 소속된 세악수가 26명, 장악원 소속의 악생이 2명, 여기가 15

명 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안동에도 교방에 악생 1명, 악공 7명, 장악원 

악생 1명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 20년(1744) 진연의궤에 안동기생 4명이 

선상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지역의 기 를 짐작할 수 있다. 천은 경상도 13개 

郡의 하나로, 여지도서에 장악원 악생 2명, 악공 1명이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경상

도 71개 군  에서 14번째로 많았다. 경주는 정치 으로 요하 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객 의 북쪽에 교방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지도서에는 

이곳에 병조에 소속된 내취보 1명, 장악원 악생 3명이 있었다고 한다. 궁 의 내･외연

이 있으면 이곳의 기녀들이 ‘처용무’공연을 해 선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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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집결지’19) 다. 이곳에서의 별연은 ‘조양각’에서 이루어졌다. ‘부산’

은 일본으로의 출발지인 동시에 도착지인 계로 별연에 한 기록이 가

장 많이 남아 있다. 별연을 행한 무 도 동래의 식 루･정원루, 부산의 

해운 와 몰운 ･ 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별연에는 사신을 로해 주는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연에는 교

방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과 악공들이 참여하 다. 그런데 기생은 ‘大 宴

에 쓰이는 것이 본래의 목 20)이었지만, 공연보다는 수령이나 막료의 수청

기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행록에 기록된 기생의 부분

이 房妓21)로 그려지고 있다. 통신사의 경우 국가공식 인 賜宴22)이나 

천에서의 별연처럼 규모가 큰 별연인 경우에는 부산처럼 “기악은 경

주와 동래에서 맡아서 하지만, 여러 읍의 명기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어 

지명하여서 뽑아 오게”23)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사행이 막을 내린 이후

에는 정 석이 진주교방에서 肄習하고 연행했던 공연물을 기록한 교방가

요가 있어서 경상도 지역의 변공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의주 로’는 국으로 사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기부터 사신을 

19) 정 문, 통신사가 기록한 국내사행노정에서의 별연,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조선

통신사학회, 2008, 13-14쪽.

20) 조선왕조실록, 종 2년 11월 丁未, “掌 院提調等啓曰 女妓設立本意 用於國

家大 宴禮而已”

21) 김종수, 조선시  궁 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3, 172쪽. 房妓란 음악으로 흥

을 돋으며 使客의 술시 을 들고 공공연히 侍寢까지 들던 자이다. 

22) 賜宴은 통신사행의 시기마다 행해진 것은 아니었고, 국내외 인 형편에 따라 폐지되

기도 하 다. “구례에는 충주(忠州)･안동(安東)･경주(慶州)･부산 4처에서 사연(賜

宴)하 더니 계미년 신행시(信行時)에는 흉년이었기 때문에 사신이 민폐를 덜기 하

여 부산에서만 행하 다”(만기요람, ｢財用篇 五｣, 신사, 설연.)고 한다. 이는 계미년

(1763년)의 사행에 앞서 흉년이 심하 기 때문에 사연이 부산에서만 개최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賜宴의 축소는 1655년 사행이후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賜宴이 

제한된 이유로 ‘흉년으로 인한 민폐를 이기 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23) 원 거,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 , 2006,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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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기 한 연회가 많이 행해졌다. 그 에서 허 의 ｢조천록｣에는 당시의 

연회를 ‘同行宴’, ‘軟脚局’, ‘酒筵’ 등이라고 하 지만, 구체 인 상황을 제

시하기 보다는 ‘연회를 열었다’,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간략한 기록

만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기록형태는 보다 사실 이고 세 한 기록이 이

루어지는 조선후기의 사행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업과 김정 이 사행록을 기록한 1712년에도 기녀들은 주로 ‘房妓’

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김창업의 연행일기에서 구체 으로 확

인할 수 있다. 김창업은 기생이 ‘서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 지

만, 평양에서도 “온 읍내의 기생이라야 노약자를 빼고, 손님 을 치를 

만한 자는 기껏해야 수십 명을 넘지 못한다”고 하 다. 그가 평양에서 본 

기생은 茶母이며, ‘別付’하느라 분주24)한 모습이었다.

‘의주 로’에서 별연이 주로 행해진 지역은 ‘황주’, ‘평양’, ‘안주’, ‘선천’, 

‘의주’ 등이다. 지역에서 자연경 이 좋은 들 이나 강, 그리고 아에 부속

된 ‘객사’나 ‘ 각과 정자’가 무 가 되었다. 구체 으로는 황주의 ‘월 루’, 

‘체인각’, 평양의 ‘부벽루’, ‘연 정’, 안주의 ‘백상루’, 선천의 ‘의검정’, ‘괘궁

루’, 의주의 ‘백일원’, ‘망신루’가 별연 무 다.

국사행에 있어서 별연의 심지 던 평양은 ‘연 정’ 등이 심무

다. 그 지만, 1804(순조 4)년 3월의 화재로 막 한 피해25)를 입은 이후 

별연을 행하기 어려웠고, 의 화려함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

24) 김창업, 연행일기, 11월 11일.

25) 조선왕조실록, 순조 4(1804)년 3월 6일(乙未). 평안 감사 김문순(金文淳)이 ‘3월 

3일 진시(辰時)에 평양성(平壤城) 안의 민가에서 실화(失火)했는데, 남풍(南風)이 크

게 불어 불꽃이 크게 번져 융흥부(隆 部)에서 흥부(大 部)에 이르기까지 민가 

5천여 호와 공해(公廨) 1백 7곳  향교(鄕校)･숭령 (崇靈殿)･숭인 (崇仁殿)･선화

당(宣化 )･징청헌(澄淸軒)･ (中營)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각종 곡식과 미(折

米) 1만 4백 석 (零), 은자(銀子) 2만 1천 2백 냥 , 각종 군기(軍器) 2만 6천여 

사(事), 연철환(鉛鐵丸) 34만여 개, 화약 6천 7백여 근이 불에 탔다.’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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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안주는 병마 도사의 병 이 있으며, 기생들은 황주와 평양에 손색

이 없다고 하 다.27) 선천도 땅이 비옥하고 곡식이 기름져 燕京으로 가는 

貢米를 이곳에서 취하며, 부호가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이처럼 별연이 

행해진 지역은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속음악인을 키우는 교방이 

있어서 궁 의 내･외연에 선상기를 올려 보내고 있었다.

3. ‘통신사길’과 공연양상

통신사사행록에 나타나는 사행노정을 심으로 공연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동’에서의 공연

안동지역에서 공연에 한 구체 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후반

에 이르러서이다. 그 이 에는 ‘연향’, ‘작은 술자리’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

만 기록28)하고 있다. 김지남이 사행한 1682년에 이르러 “삼사가 望湖樓에 

모여 管絃의 음악을 여러 가지 연주  하고, 기생의 유희도 여러 가지 드리

26) 당시의 상황이 계산기정에 기록되어 있다. 1803년 사신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상가

가 즐비하고 동리가 잇닿아 있어 서울과 맞설 정도(11월 1일) 지만, 그들이 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1804년에는 평양 성안에 가득히 마루를 연했던 집들이 땅을 쓴 

듯이 없어지고 단지 담장과 벽이 지어 서 있는 것만 보 다. 화재로 인해서 公廨와 

倉庫가 재앙을 입지 않은 것이 없고, 민가도 5천 호정도가 불타 貳衙건물과 연 정, 

동문 근방의 민가 8-9백 호만 남은 것이다.(무명씨, 계산기정, 1804년 3월 19일.)

27) 무명씨, 계산기정, 1804(순조 4)년 11월 5일.

28) ① 안동에 머물러 연향을 받았다. 이때 풍기군수가 연향의 비용을 보조하 다.(강홍

, 동사록, 9월 3일), ② 부사가 해부사, 풍기군수와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

다.(김세렴, 해사록,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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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고 기록하 다. 별연이 ‘망호루’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공연에 악

공의 ‘연주’와 기생의 ‘유희’가 있었으니 歌･舞･ 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기록이 나타난 이후 ‘진남루’와 ‘남문루’에서 행한 마상재試演에 

한 기록도 보인다.29) 조선시 에는 ‘공연’을 한 특정한 무 를 가설하

지 않았기 때문에, 마상재도 말을 달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하 다. 

그러므로 별연은 당시 풍류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던 ‘樓閣’에서 이루어졌

고, 사신들은 이곳에서 공연을 람하 다.

2) ‘ 천’에서의 공연

통신사행에 있어서 천은 “바다를 건 갈 사람들은 배를 부리는 주졸 

외에는 모두 여기서 모” 다는 에서 요한 기  역할을 하 다. 이러한 

까닭에 경상도 찰사가 직  餞別宴을 주 하 고, “아홉 군의 풍물이 모

두 여기에 모 다.”30)고 할 정도로 성 한 별연이 있었다. 이 별연을 

해 “도내의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모여”들었는데, 이는 천 지역의 악

공과 기생만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기생의 이동과 합동공연은 당시 지방공연물이 교류

하는 한 양상을 보여 다고 하겠다. 비록 기생들이 ‘官物’로 취 받았지만, 

선상을 목 으로 하는 이동이외에 ‘ 별연’을 목 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선상기에 의해 궁 정재와 지방 아의 

공연물이 상호교류 하 다는 인식만큼이나 요하다. 특정지역을 심으

로 활동하던 기생들이 ‘ 별연’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들었고, 이 자리에

서 기 를 선보이고 교류하 다. 이 게 함으로써 특장이 되는 지역의 

29) 이곳에서의 마상재공연은 1711년 5월 25일 池起澤과 李斗 가 鎭南樓에서 한 공연

(임수간, 동사일기)과 1719년 南門樓에서 한 공연(金潝, 扶桑 )이 있다. 

30) 김지남, 동사록, 1682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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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공연물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공연물이 국 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천지역의 ‘ 별연’은 禮를 시하는 ‘賜宴’이 아니라, 찰사가 주최

하는 별연이었기 때문에 의례 인 성격보다는 宴享의 성격이 강했을 것

이다. 이곳에서의 妓 에 해 1763년 사행한 원 거는 “통신사의 행차가 

있을 때 매번 천에서 크게 모임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람한 

공연물이 리 소개되고 있음을 말하 다. 이곳의 공연에 하여 “경주가 

최고 고 안동이 그 다음”31)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가

능한 구체 인 공연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시의 정황을 알기는 어렵

다. 김인겸도 ‘ 별연’에서의 ‘풍류’를 기록하면서 “사방에 망할 이 양식 

싸고 두루 모여 좌우에 가득하니 몇 만인  모르겠다”32)고 하 다. 이 기

록도 주변 고을에서 람객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사실만 해  뿐, 공

연의 구체 인 모습을 밝 놓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재는 그러한 분

기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3) ‘부산’에서의 공연

통신사행에 있어서 賜宴의 ‘의례’와 ‘연향’을 가장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다. 이곳은 일본과 지리 으로 가깝다는 요인 때문에, 경

제  어려움 속에서도 경상 좌수사가 주 한 賜宴은 지속되었다. 賜宴은 

국가의 공식 인 별연이었기 때문에 ‘ 천’에서 경상도 찰사가 개최한 

별연과는 달리 ‘의례’ 인 성격이 강하 다. 

연회는 신분에 따라 자리가 배치되었으며, 속 음악인도 공연의 효율성

을 높이기 해 자리를 배정하 다. 남옥은 이때의 자리배치에 하여 “가

31) 원 거, 김경숙 옮김, 앞의 책, 41～42쪽. 

32) 김인겸 , 최강  역, 일동장유가, 보고사, 200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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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는 기생 자리이니 경주와 동래와 양 기생이다. 자리 바깥에는 인

을 앉혔다. 역시 경주와 동래 사람”이라고 하 다. 별연을 해 ‘경주, 동

래, 양’의 기생과 악공이 참여하 는데, 이는 동래의 기생만으로는 행사

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성 하게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이다. 연회를 해 

이웃 고을에 을 둔 모든 기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별연이 

미리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賜宴에 사용한 “음악은 동경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은 세 

읍의 춤을 섞었으니 황창･처용･천도 등의 춤이다”33). 연회에 ‘경주의 음악

을 연주’하 다는 사실은 ‘경주, 동래’에 각기 음악 연주가가 있지만, ‘경주’

의 악공이 다른 지역의 악공보다 비교  우 에 놓여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 악공에게도 수 차이가 존재하 으며, 경상도의 경우에는 통

신사의 노정에 있었던 경주, 동래, 양 등이 다른 지역보다 ㆍ歌ㆍ舞 

공연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읍의 춤을 섞어’ 공연하 다고 

하 으니, 각 고을마다 춤에 特長이 있었지만, 이들을 결합하여 공연하더

라도 무리가 없음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공연된 춤은 ‘황창’, ‘처용’, ‘천도(天桃)’이다. 이들 춤은 조선건

국 이 부터 정재로 공연되었으며, 17세기의 성산지와 19세기 후반의 
교방가요 등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세 공연종목은 성격을 달

리한다. ‘황창’과 ‘처용’은 경주지역에서 공연되다가 주변으로 퍼져나간 춤

이지만, ‘황창무’는 지방의 공연무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처용무’는 궁

의 내･외연에서 빈번하게 공연된 呈才34)이다. ‘천도’는 궁 에서 정재무로 

33) 남옥 ,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 사, 2006, 214쪽.

34) ‘정재’는 단순한 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노래와 연주는 물론 곡 , 환술류도 

포함하는 의의 통칭(이종숙, ｢조선시  악정재의 용어 제고｣, 한국문학과 

술 창간호, 2008, 144쪽.)으로 사용되었다. 이 ‘정재’는 교방의 기녀들이 공연한 기

를 ‘음악’, ‘교방’, ‘악’, ‘무고’, ‘색’(이종숙, 앞의 , 140쪽.)으로 기록하 다는 에서 

이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궁 정재와 지방 아에서의 공연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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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되었다가 지방으로 퍼져나간 춤이다. 이처럼 공연의 유통범 는 비록 

달랐지만, 이들 춤이 한자리에서 공연될 수 있었다는 것은 향유층이 비슷

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공연이 끝난 뒤에도 燕服으로 바꿔 입고, 다시 私宴을 하 다.35) 

두 번의 연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공식 인 ‘賜宴’과 개인의 ‘私宴’이 

연이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남옥과 원 거는 자

신의 사행록에 람한 공연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남옥이 기록한 춤

은 ‘황창’, ‘처용’, ‘천도(天桃)’이지만 원 거가 기록한 춤은 ‘ 양의 검무’, 

‘경주의 풍류’, ‘경주기 백련의 황창곡’, ‘경주기 백련의 검무’, ‘두 기생의 

새로운 공연’36)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기록을 통해서 1763년의 별연에서도 다양한 종목이 한 장소에서 

공연되었으며, 공연이 歌･舞･ 의 종합형태로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옥은 춤의 명칭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원 거는 람한 공연

물에 하여 ‘제멋 로 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두 기생이 추는 춤에 

해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차이는 賜宴에서 공연한 춤과 

私宴에서 공연한 춤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옥이 언 한 춤은 ‘의례’에서 추

는 춤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 반면에, 원 거가 언 한 춤은 ‘풍류’를 

해 추는 춤이기 때문에 나름의 평가가 가능했고, 새로운 종류의 공연물

을 선보일 수 있었다. 1763년에 들어오면 경상도 지역에서도 향유층의 요

형식 으로 유사하여, ‘呈才’는 궁정뿐만 아니라 국의 모든 官邊에서 기녀들에 의해 

공연된 ‘ 歌舞戱’ 종목(성무경, 조선후기 呈才와 歌曲의 계 - 19세기 상에 주목

하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2003, 196쪽.)으로 보기도 한다.

35) 남옥 , 김보경 옮김, 앞의 책, 214쪽.

36) 원 거, 김경숙 옮김, 앞의 책, 53쪽. “어린 기생이 하나는 머리에 을 쓰고 하나는 

융으로 만든 삿갓을 쓰고 가사를 불 는데 팔뚝을 구부리고 턱을 괴고 겨드랑이를 

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고 그 가사는 근심스러운 뜻이 있었으니 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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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해 새로운 공연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려 다.

통신사행이 막을 내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 교방가요37)가 기록되

었다. 그 한 세기동안 공연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구체 인 내용

은 알기 어렵다. 다만, 평안도지역과 교방가요의 공연물에 한 비교만 

가능한데, 교방가요의 ‘蓮花臺附鶴舞’가 평양교방에서는 ‘연화 ’와 ‘학

무’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향유층의 요구에 의해 형식 인 

변이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공연되는 

‘사자무’가 교방가요에는 기록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없는 ‘의암가요’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4. ‘의주 로’와 공연양상

1) ‘황주’에서의 공연

박사호는 심 고(1828)에서 체인각(體仁閣)에 차린 별연에 해 기

록하 다. 그는 악부(大 府)에 있는 12종목38)을 소개하면서 ‘仙 維其

曲’(방언으로는 ‘船離’)이 있다고 하 다. 그가 악부를 소개한 것은 ‘선악

유기곡’에 불렸던 ‘수로조천가’가 이곳에서 守令인 이희 에 의해 개작되

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 ‘선악유기곡’에 해 

상세하게 기록하 다. 

‘仙 維其曲’은 水路로 朝天할 때 처음 나온 것이라고 하 다. 이 공연

은 동기 한 을 소교로 분장시켜 ‘행선(行船)하는 모양’을 표 한 것이다. 

37) 정 석 , 성무경 역주, 교방가요, 보고사, 2002. 교방가요는 정 석이 1872년 

음력 2월에 진주교방 기녀들이 肄習하고 연행했던 공연물을 기록한 책이다.  

38) ｢ 악부｣에 사자무, 학무, 아박무, 쟁강무, 포악, 검무, 고무, 헌반도, 처용무, 동무, 

홍문연, 선악유기곡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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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는 ‘나팔’, ‘바라’, ‘북과 나팔’로 ‘ 취타’ 등을 연주하며, ‘解纜’을 노

래하 다. 이 공연에서 부르는 곡조는 “처량하고 구슬퍼 사람의 애를 끊게

(凄悵 令人斷腸)”하는데, 축원하는 노래는 “닻 들어라, 배 떠난다. 이제 가

면 언제 오리. 만경창 를 소반에 담은 물을 가듯이 돌아오소서.(碇擧兮船

離 此時去兮 何時來 萬 滄波兮 平盤貯水 去似廻)” 다.39) 

‘선악유기곡’은 ‘ 악부’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 는데, 궁 에서 정재된 

‘船遊樂’, 교방정재의 ‘船 ’과 비슷한 공연형태이다. ‘ 악부’에 수록되

어 있는 ‘선악유기곡’에 한 기록은 1780년 사행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막북행정록(漠北行程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열하일기와 심 고는 

기록에 있어서 48년의 차이를 보이는데, 두 기록을 비교하면 ‘선유락’의 변

화와 박사호가 기록한 ‘선악유기곡’을 알 수 있다. 

열하일기에서는 ‘排打羅其曲’이라 하여 심 고의 ‘仙 維其曲’과 

명칭이 다르다. 이는 ‘선유락’, ‘헌선도’, ‘교방’ 등 공연 련 명칭을 기록자

마다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0) 이러한 상은 궁 의 정재

와는 달리 지방의 공연물은 층문화이기 때문이다. 장에서 향유층의 지

역 ･개인 ･ 습 인 요구를 공연에 반 하면서 변화하 기 때문에 명칭

의 통일성을 이루기 어려웠다. 여기에 용어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다는 도 작용하 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용어의 혼동이 발생41)하기도 하

39) 박사호, 심 고, 1829년 3월 26일. 

40) 성무경, 조선후기 지방교방(敎坊)의 변풍류(官邊風流)와 악･가･무( 歌舞), 교
방가요, 보고사, 2002, 45쪽. ‘선유락’은 문헌에 따라 ‘이선악’, ‘이선요’, ‘발도가’, ‘발도

무’, ‘라기’ 는 ‘밧 을 풀다’라는 뜻의 해람(解纜)이라는 표 을 사용하 다.

41) 이우 은 평양의 ‘백상루’에서 ‘발도가’를 구경하 다. 이때의 발도가는 기녀들이 뱃

놀이를 하며 부르던 唱劇형태의 ‘船遊樂’이니, ‘排打羅其曲’, ‘仙 維其曲’을 ‘발도가’

라 한 것이다. 그런데 ‘발도가’라는 명칭은 평양지(1590)에도 기록되어 있다. 평양

지의 ‘발도가’가 ‘仙 維其曲’과 같다면, ‘水路로 朝天할 때 처음 나온 것’은 “청에 

령된 육로를 피해 수로사행을 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열하일기)는 고려조의 사

행과 연 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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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하일기에서는 공연이 “첫 곡조를 부르면 뜰 가운데에서 북과 나팔

이 울리고, 배 좌우의 여러 기생들이 채색 비단에 수놓은 치마들을 입은 

채 일제히 父辭를 부르며 음악이 伴奏되고, 이어서 둘째 곡조, 셋째 곡

조”를 부르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심 고에서는 “ 취(初吹)를 불

면 헌두(軒頭)에 나가서고, 바라를 마주치며 두 번 올렸다 내리면 大吹打

를 하고, 뜰 가운데서는 鼓角을 울리며 기녀의 무리가 다 깁 삼에 수놓는 

치마를 입고 배를 에워싸고 解纜之曲을 일제히 제창한다.  二吹, 三吹”

를 부는 순서로 공연이 진행된다.

두 기록이 람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락된 부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들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열하

일기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반면에 심 고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

로 변하 다. 둘째, 열하일기에서는 노래를 신호로 기생들이 父詞를 

부르는 데, 심 고에서는 악기 연주를 신호로 기생들의 움직임이 결정되

고, 이러한 행동이 순차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 인 공연

에서 보다 동 인 공연으로 변하 으며, 극 인 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합창도 ‘어부사’에서 ‘解纜之曲’으로 변하고 

있다. ‘어부사’는 고려시 에 창작되고, 농암 이 보가 완성하여 조선후기

까지 양반계층을 심으로 향유되었던 노래이다. ‘船遊樂’의 주된 향유층

인 양반의 흥취에 의해 ‘어부사’가 결합되어 해졌는데, 이러한 공연형식

은 궁 정재와 교방가요에서도 나타난다.42) 그러나 심 고에는 ‘解纜

之曲’이 ‘어부사’를 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지역의 공연에 한정

42) 송방송, 의궤속의 우리춤과 음악을 찾아서, 보고사, 2008.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

의궤｣에서 “검무, 무고, 선유락, 수연장, 몽 척, 아박무, 연화 무, 처용무, 첨수무, 포

구락, 하황은, 학무, 향발무, 헌선도”가 정재되었다. 이때 ‘검무’와 ‘선유락’이 처음 공연

되었다. 이 이후 ‘선유락’은 궁 정재에서 지속 으로 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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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난 것으로, 향유층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넷째, 축원하는 

노래는 열하일기에서 “萬 蒼波去似回 만경창 에 가는 듯 돌아오소”

라 하 지만, 심 고에 이르면 “萬 滄波兮 平盤貯水 去似廻 만경창

를 소반에 담은 물을 가듯이 돌아오소서.”로 변하 다. 이러한 표 의 차이

는 ‘바다로 떠나는 임과의 이별을 슬픔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萬 滄波’를 

‘平盤貯水’로 치환하여 님이 쉽고 편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

가 덧붙여 ‘무사귀환’을 비는 심정이 구체화된 것이다.

박사호는 심 고에서 이 운이 지은 ‘水路朝天歌’가 ‘仙 維其曲’에

서 불리고 있는데, 가사의 뜻이 슬 고 가락이 유량하다(詞旨悽惋 音調瀏

亮)고 하 다. 이 노래를 황주의 사 던 이희 이 새로 번역하여 기녀들

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黃岡解纜之曲’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홀로 다른 곳의 것과 다르다고 하 으니, 리 퍼져있는 ‘水路朝天歌’를 

개작43)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희 이 공연에서 부르는 노래를 개작하

다는 사실은 공연물이 폭넓게 퍼져있고, 향유층의 요구에 의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평양’에서의 공연

평양은 국사행의 거 지역  하나로 교방이 있어서 行役에 지친 

사신을 로하 다. 이를 해 조선 기에는 정설국(正設局)과 례국(典

禮局)을 두고 있었다.44) 1574(선조7)년 성 사 박희립의 서장 으로 使行

43) 남공철은 ｢船離謠｣에서 “石駁擧兮船離 此時去兮何時來 萬 滄波去似廻 此曲傳

來二百年”라 하 다.(남공철, ｢이선요｣, 金陵集 2권 7장.) 이 기록에서 船離曲이 

傳來한지 二百年되었다고 하 다. 이때의 2백년은 ‘공연’(사진실, ｢선유락｣의 공연양

상과 형성과정, 국문학연구 3집, 1999, 219쪽.)이 아니라 ‘水路朝天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조선왕조실록, 세조 8년 임오(1462) 7월 14일. 정설국(正設局)은 연향(宴享)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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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荷谷 許葑은 禮 을 완성하여 定式으로 삼은 것이 악학궤범
이라45)고 하 다. 그런데 평양 아에서 람한 포구(抛球)･향발(饗鈸)･

무동(舞童)･무고(舞鼓) 등의 공연에 하여는 “재주는 시끄럽고 떠들썩하

기가 어제보다 더욱 심하 다.”46)고 비 하고 있다. 

허 이 평양에서 람한 공연물은 악학궤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종목

이다. 악학궤범을 본으로 공연한 춤이지만, 그가 ‘시끄럽고 떠들썩하기’

만 하다고 비 한 것은 평양 아의 춤이 궁 정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궁 의 정재가 지방으로 되어 정착되는 과정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의례를 목 으로 하는 呈才에서 풍류를 시

하는 公演으로의 변화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했고, 여기에는 당시 향유층

의 취향이 반 되었을 것이다.

허 은 당시의 風 에 해서 “歌曲이 음란하고 외설 되며, 소리가 슬

퍼서 사람의 마음을 슬 게 하며, 그 춤의 진퇴하는 것은 경박하고 하

므로 바로 볼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즐겨 보며 싫증내지 않

는다.”47)고 하 다. 당시 일반인들이 ‘음란’하며 ‘슬픔’이 있는 노래와 ‘경

박’하고 ‘ ’한 춤을 선호하 다는 것이다. 궁 정재에서 평양 교방의 공

연물로 변화는 ‘의례’와 ‘ 악’ 심의 공연에서 ‘빠른 템포’의 춤과 ‘일상사

를 반 ’한 노래로의 변화인 것이다. 동일한 공연종목이지만, 향유층의 요

든 일을 장하고, 례국(典禮局)은 악(禮 )의 모든 일과 작은 곳은 사객(使客)의 

공궤와 연향의 모든 일을 겸하여 장하 다.

45) 荷谷 許葑, 조천기, 국역 연행록선집Ⅰ, 5월 23일. “장헌왕(莊憲王)께서 거서(秬

黍)와 경석(磬石)을 얻어서 (禮)를 정하고 악( )을 만드셨으나 이를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창기에는 완성하시지를 못하 다. 강정왕(康靖王)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성 (成俔)과 유자 (柳子光) 등에게 명하여 뒤를 이어 완성하게 함으로써 

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는데 지  하는 바 악학궤범( 學軌範)이 이것이다.”

46) 荷谷 許葑, 조천기, 국역 연행록선집Ⅰ, 5월 23일.

47) 荷谷 許葑, 조천기, 국역 연행록선집Ⅰ,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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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의례’와 ‘풍류’로 상반되었기에 공연모습도, 향유층의 태도도 달라진 

것이다.

허 과 세상 사람들의 공연에 한 인식의 차이는 음악 인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72년  합자보에는 고려가요, 1610년 양 신보에서

는 만 엽과 엽, 1620년  동문유기에는 만･ ･삭 엽이 기보에 

나타나고 있다.48) 이러한 변화는 임진왜란을 후로도 歌舞 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 다. 

1590년에 기록된 평양지 교방항목에는 기생이 180명, 악공이 28명 있

으며, ‘포구락, 무고, 처용, 향발, 발도가, 아박, 무동, 연화 , 학무’ 등 9종목

의 춤이 ‘여민락, 만 춘, 감군은, 허보자, 화 , 한림별곡, 서경별곡, 황

음, 서별곡’ 등 악곡명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악곡 에서 ‘만 춘, 화

, 한림별곡, 서경별곡’ 등은 고려가요인데, 비록 조선 기 사 부들이 禮

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을 주장하지만, 연희 등의 상황에서 이들 노래

들이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허 이 “술이 거나하자 상사는 한림곡을 부르

고, 세 명은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49)고 한 내용도 이 시기에 ‘한림별

곡’ 등이 폭넓게 퍼져있음을 말해 다. 이황은 ｢陶山十二曲跋｣에서 한림

별곡을 비 50) 으로 인식하 지만, 이 노래는 술자리에서 어도 16세기 

말까지 지속 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평양교방에 사용한 고려가요는 

종묘에서도 가사를 변경51)하여 사용한 曲이다. 궁 에서는 고려가요 등

48)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415쪽.

49) 10월 21일 평양에서 벌인 술자리에 참여한 인물은 상사 박희립과 찰방 김희필, 수검

어사 윤백승, 서윤 이유인 등이다.

50) 이황, ｢陶山十二曲跋｣. “우리 동방의 가곡은 체로 음란[淫蛙]하여 족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한림별곡’과 같은 류는 문인의 입[口氣]에서 나왔지만 호(矜豪)와 

방탕에다 설만(褻慢)과 희압(戱狎)을 겸하여 더욱이 군자로서 숭상할 바 못 된다”고 

하 다.

51) 국조보감, 성종 19(1488)년 4월. 성종은 “종묘의 속악(俗 ) 가운데 보태평(保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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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곡이 세종조 이후 새로 창제된 악곡으로 체되었지만, 교방에서는 

궁 에서 사용하던 고려가요를 악곡으로 그 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고려

가요는 조선시 에 들어와 궁궐에서 악곡으로 사용되다가 교방으로 려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은 임진왜란의 격 지  하나 기 때문에 피해가 컸고, 사행의 거

도시로 사신을 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30년에 기록된 평양속지에는 기 45명과 부기 39명을 

기록하여 기생의 수가 반가까이 었고, 악공도 12명으로 었다. 그런

데 평양속지에서는 ‘만 춘, 감군은, 허보자, 화 , 한림별곡, 서경별곡, 

황음, 서별곡’ 등 모두 8곡이 하지 않는다고 하 다. ‘포구락, 무고, 

처용, 향발, 발도가, 아박, 무동, 연화 , 학무’ 등의 정재는 모두 하는 반

면에 고려가요는 악곡에서 려나 사라지고, ‘여민락’만 남게 되었음을 말

한다. 교방에서 사용하던 악곡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러한 변화의 결과 교방에서는 三絃六角으로 반주음악이 통일되었다. ｢평

양감사환 도｣(1745)에는 처용무, 무고, 검무, 포구락, 헌선도, 사자무, 학

무, 연화 , 선유락과 같은 정재가 삼 육각의 반주에 맞춰 공연되고 있

다.52) ｢평양속지｣와 ｢평양감사환 도｣를 단순히 비교하면 1730년에서 

1745년 사이에 검무, 헌선도, 사자무, 선유락이 새롭게 출 하 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평양지에 기록되어 있는 ‘발도가’가 선유락이며, 검무도 17

세기 후반에 이미 국 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김창업의 기록, 獻仙桃도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평양에서 새로 출 하 다고 보

平), 정 업(定大業) 같은 것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 나머지는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서경별곡(西京別曲)의 가사와 비슷하니, 매우 옳지 않다. 악보( 譜)는 갑자기 고

치지 못하더라도 가사(歌詞)를 따로 지어 곡보(曲譜)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하

다. 이는 종묘의 음악을 更張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다.

52) 김은자, 조선후기 평양교방의 규모와 공연활동, 한국음악사학보 31집, 2003, 225～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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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김경선은 연원직지(1832)에 평양에서 람한 공연물에 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평양기생은 본래부터 볼만하다고 칭하는데, 옛날 보던 

자는 하나도 에 없고, 간혹 와서 뵙는 자는 모두 뜨기뿐”이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자는 모두 다 을해년 이후에 생겨난 것”53)이라고 하 다. 

사행 당시의 평양기생을 ‘ 뜨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재

를 비시킨 결과이며 시  변화상을 반 한 것이다. 김경선은 이 (을

해년)에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을 했는데, 그 때보다 공연이 뒤떨어진다

고 한 것이다. 

3) ‘안주’에서의 공연

19세기 까지 이 지역에서 별연과 련된 공연의 구체 인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이 지역이 병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1828년 사행한 박사호는 심 고에서 병마 도사의 병 에

서 기악을 구경하 다. 그는 이곳의 “의상이나 노리개는 평양만 못하나 

기 는 훨씬 낫다”고 하 다. 병 에 소속된 營妓와 평양에 소속되어 있는 

府妓는 비록 기생으로서의 身役은 동일하지만, 그 역할이 달랐다. 이수

은 “ 기(營妓)는 옛날에 아내가 없는 군사(軍士)들을 하기 하여 있

던 것인데, 우리나라가 변진(邊鎭)에 모두 기악(妓樂)을 둔 것은 바로 이 

때문”54)이라고 하 다. 이 말은 營妓의 역할이 군사를 하는 데 있음

을 말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평양의 기생은 사신을 하는 역할이 요

하 기에 조선 기부터 다양한 기 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호는 안주의 營妓가 평양의 기생보다도 기 가 뛰어나다고 하 다. 

53) 김경선, 연원직지1권 10월 29일.

54) 임하필기16권, ｢文獻指掌編｣ 廣煕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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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양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 채 복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1848년 사행한 이우 은 ｢몽유연행록｣에 안주지역에서 ‘항장무’가 활발

히 공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항장무는 안주와 선천 지역을 심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이를 한 의모와 차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 다.  

4) ‘선천’에서의 공연

1712(숙종38)년 동지사겸사은사 김창집의 자벽군 으로 북경에 다녀온 

노가재 김창업은 국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선천에 들러서 검무를 구경

하고, 람한 것을 연행일기에 기록하 다. 

밤에 가학이 어린기생 옥과 검무를 추었는데, 옥은 더욱 묘하 으

며, 나이는 13세라 하 다. 검무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보지 못하던 것으

로 수십 년 동안에 차 성하기 시작하여 지 은 8도에 두루 퍼졌다. 기생이 

있는 고을은 모두 그 복색을 갖추어 놓고 풍악을 울릴 때는 반드시 먼  기생

을 바쳤다. 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도 그 춤을 능히 추게 되었으니 자못 세 

변이었다.55)

검무는 오랜 연원을 지닌 춤으로, 검무의 일종인 ‘황창무’는 삼국시 부

터 조선후기까지 지방무로 해지고 있다.

김창업은 당시 유행하던 ‘검무’를 童妓인 가학과 옥이 추고 있음에 놀

라면서 “어린 아이들도 춤에 능하다”고 하 다. 童妓들이 추는 검무는 “어

릴 때 보지 못하다가 수십 년 동안 차 성하 다”고도 하 는데, 1603년

에 기록된 성천지 음악조에도 검무가 있으므로, 비록 김창업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 에도 지방에서는 공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창

55)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1712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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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당시 ‘검무’의 유행을 언 한 것은 이 시기에 ‘검무’가 무 에서 기

로 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고, 특정 지역이나 특수 상황에서 행해지던 ‘검

무’공연이 국 교방으로 확 되어가면서 각기 독특한 검무로 樣式化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56). 

김창업은 事體를 시하는 時代에 다리를 고 다니는 용천의 기생 洛

浦仙을 불러서 노래를 시켜볼 정도로 연희에 심이 많았다.57) 이러한 

심으로 인해 검무가 18세기 에는 ‘기생이 있는 고을이면 모두’ 공연하

으며, 공연이 가능한 고을에서 ‘복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사행에 동행한 최덕 의 연행록에서도 정주(定州)에서 “주장은 서장

과 더불어 두 동기의 칼춤”58)을 보았다고 기록하 다. 이는 당시 검무를 

즐기는 수요층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연은 의주

로뿐만 아니라 통신사길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1711년 통신사행한 임수

간은 ｢동사일기｣에 의성의 ‘ 검(雙劍)무’59)와 천에서의 ‘오순백의 검무’

를 기록하고 있다. 임수간이 기록한 기녀 2명이 추는 검무는 김창업이 

람한 ‘검무’와 비슷한 ‘양식화한 춤’이다. 그 지만 오순백은 마상재 시연

을 해 일본으로 견되어 가는 앙군의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의 검무는 

기녀들의 춤과는 달리 마상무 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무’는 

군인들의 무 와 기녀들의 공연무형식으로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6) 1792(정조 15)년 김정 의 ｢연행록｣에는 안릉 헌에서 어목의 검무와 옥매의 노

래를 람하 다고 기록하 다. 이때의 검무는 독무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는 의주에

서도 망신루에서 검무를 구경하 는데, 기생은 말을 잘 타고 검무를 좋아하여 장부의 

일을 잘 해낸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변방의 습속’으로 악하고 있다. 11월 17일에는 

용천과 용만 두 고을의 기생을 불러 진변헌에서 검무로 승부를 겨루게 하 다. 이것을 

‘투화연’이라 하 는데, 용천기생인 계랑이 연풍 를 잘 하 다고 하 다. 

57)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1712년 3월 16일.

58) 최덕 , 연행록, 11월 19일.

59) 임수간, 동사일기,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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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세기에는 검무에 한 수용층이 더욱 확 되어 정약용의 ｢무검편증

미인｣, 박제가의 ｢검무기｣, 조태억의 ｢검무｣ 등으로 詩化되기도 하고, 검무 

공연에 한 세 한 찰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교방가요(1872)에는 4명

이 추는 검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무를 확 하여 공연화한 것이

라 생각할 수 있다. 김창업은 이곳 선천에서 妓도 검무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향인지 이 지역에서 검무를 극화한 항장무가 특장이 되었다. 

이 지역의 표 인 춤인 항장무를 기록한 사행록은 1792(정조 15)년 

김정 의 ｢연행록｣에서부터이다. 그는 용천에서 람한 女  에서 “난

심이라는 府妓가 있어 나이 열 일곱으로 항장무를 추어서 유객을 즐겁게 

하니 서 42고을에서 용천의 칼춤을 일컫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다”60)

라고 하 다. 이때의 항장무는 독무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지역의 

42고을에서 추는 칼춤이라고 하 다. 

그런데 박사호의 심 고(1828)에 오면, 의검정에 마련한 항장무에 

해 “홍문연을 크게 벌이고, 항우, 패공, 범증, 장양, 항백, 번쾌가 늘어앉고, 

옥두, 치주, 방패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 다. 여

기에 한 기녀가 가면을 쓰고 검을 차고 춤을 추는데, 항백으로 분한 기녀가 

무하 다고 한다.61) 홍문연과 련되는 인물들이 배치되고, 의물이 갖추

어져 있다는 사실은 ‘항장무’가 일반 인 검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분장한 두 기생의 무로 공연이 진행된다는 에서 劇的인 

요소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항장무에 해서 김경선은 ｢연원직지｣(1832)에 “기악이 끝나자 

소  항장무란 것을 하여 패공과 항우가 홍문에서 잔치하는 모양을 흉내 

내는데, 무도 괴상하고 졸하며 한 상식에 벗어남이 말할 수 없다.”고 

60) 김정 , 연행록, 11월 9일.

61) 박사호, 심 고,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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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는 기악과 항장무를 분리하고 있어서, 항장무가 독립된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 다. 그러면서 공연이 ‘괴상하고, 졸하며, 

상식에 벗어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인식은 김경선이 ‘항장무’를 볼 기회

가 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반 인 ‘검무’의 형식에서 벗어나 극화되

면서, 김경선에게는 낯설고 이질 인 문화경험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비

 인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우 의 ｢몽유연행록｣(1848)에 오면 “여러 기생들이 융복을 차려입고 

좌우로 벌려 군령을 엄숙히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공연에는 ‘푸른 

천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삿갓을 쓰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동개와 물고

기 껍질을 입은 항왕’, ‘옷은 남색이며 패옥으로 좌우에 모시고 곁에 있는 

범증’, ‘사모, 각 , 장복을 갖추고 서쪽을 향해 앉은 패공’, ‘도복을 입고 좌

우에 모시고 뒤에 있는 자방’, ‘녹색 동옷 붉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술을 

돌리는 우미인’, ‘ 에 칼을 꽂고 방패를 끼고, 은빛 갑옷, 황 빛 갑옷을 

입은 번쾌’ 등이 등장하고 있다. 女伶들이 역사  인물을 상징하는 의상을 

갖추어 입고, 배경인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잔을 돌리

고’ ‘패옥을 들고’, ‘칼을 빼어 고기를 꿰어 씹는’ 역할을 하면서 극을 진행

해 나간다. 검무가 심이 되던 ‘항장무’에서 검무가 공연의 일부분으로 변

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항장무’는 비록 의 연극은 아닐지라

도 연극 인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극  구성의 항장무는 “안주와 

선천에만 있다”는 것이다. 그 에서도 선천의 항장무는 안주보다 “의모와 

차가 더욱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까닭에 궁 정재에서도 

‘항장무’를 선천지방에서 연유하 다고 기록한 것이다.

‘항장무’의 변화는 칼춤이 공연화 되어가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

이다. 1792년부터 1848년 사이에 칼춤은 항장무라는 이름하에 연극화되었

고, 이 연극이 매년 사행가는 사신들에게 공연되었다. 경주에서 출발한 ‘황

창무’는 칼춤에 머물 기에 궁 에서 정재화 되지 못했지만, ‘항장무’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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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서 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색하 기 때문에 한양에까지 되어 

공연될 수 있었다. 교방에서 형성된 춤이 궁 에서 정재로 올려진 종목은 

‘항장무’, ‘사자춤’, ‘선유락’인데, 이들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연극 인 요소

를 갖추고 있다는 에서 공통된다. 홍순학도 ｢연행가｣(1866)에서 선천 의

검정에서 입춤, 북춤, 포구락, 배따라기, 헌반도, 승무, 항장무를 람하

다고 기록하면서, ‘항장무’에 심을 보이고 있다. 

5) ‘의주’에서의 공연

의주지역에서는 ‘ 별연’이 있을 때마다 기녀가 ‘말달리기’ 기 를 선보

다. 이 공연은 임진왜란 이 부터 지속되었던 것으로 허 의 조천기에
도 이 지역의 주탕(酒湯)에 기사(騎 )를 잘하는 자가 5～6인 있었으므로 

시험하 다62)는 기록이 있다. 이런 공연이 가능했던 것은 말달리기, 활쏘

기에 합한 ‘백일원’이 있고, 화도 등에서 사냥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

다. 여기에 국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들이 무기를 다루고 말달

리는 일에 제약이 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녀들도 習 에 참여

하는 일이 잦았을 것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녀들의 騎 가 행해진 것

이다. 이런 통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지속되어 무인의 무리들이 말 에

서 재주 부리는 것을 시험한 뒤에 기녀 에서 말 잘 타는 5-6인을 뽑아 

군복을 입히고, 말을 달리게 하 다.63)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마상

재’가 의주에서는 일상화될 수 있었기에 의주지역의 特長으로 자리하 다. 

사행록에도 기녀들의 ‘마상재’공연에 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1792(정조 15)년 김정 의 ｢연행록｣에는 강무당에서 기생들이 군장을 

성하게 꾸미고 각각 말을 끌고 뜰에 섰는데, 모두 붉은 얼굴에 란 으로 

62) 허 , 조천기, 6월 15일.

63) 무명씨, 계산기정,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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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하고, 몸을 날려 말에 올라 이화창, 언월도를 다루며 뜻 로 거세게 

달린다고 하 다. 이 장면에 해서 그는 ‘참으로 진기한 경’64)이라고 평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마상재’는 경상도 등 다른 지역에서 공연된 

‘마상재’와 성격이 다르다. 의주지역에서는 기녀들이 ‘분장’을 하고, 무기를 

다루면서 말을 달리는 기 를 선보인 반면에, 통신사의 노정에서 행해진 

마상재는 군사의 무 시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김경선도 기녀가 말을 달리며 칼재주 부리는 것

이 의주 기생들의 특기라고 하 다. 그런데 의주에서 행해지는 ‘마상재’를 

람한 뒤에 “겨우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니, 이것 한 옛날만 못하

여 그러한 것인가”65)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것은 의주 기생들의 ‘마상재’가 

사라지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사회상을 반 한 결과라 하

겠다. 몇 년 뒤에 의주를 찾은 서경순은 말달리는 기 를 할  아는 이는 

경혜(瓊惠)만 남았다66)고 하여,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변화

의 원인으로 ‘ 화도 개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공연문화도 변모하 는데, 이러한 변모는 발 만이 아니라 쇠퇴도 

동반하 다. 

5. 결론

조선시 에 지방의 공연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가 사행

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이다. 사신이 국경으로 가는 동안에 숙박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아에서 별연을 열어주었다. 이들 지역은 별연

64) 김정 , 연행록, 11월 19일.

65) 김경선, 연원직지, 11월 18일.

66) 서경순, 몽경당일사, 1855(철종 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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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정도로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교방이 있

어서 궁 의 내･외연에 선상기를 올려 보내기도 하 다.

일사행이든 국사행이든 사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지역에서 숙박하 고, 그 지역의 아에서는 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

러므로 별연이 행해지는 지역이 사행로의 주요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통신사 길에서는 ‘충주’, ‘안동’, ‘ 천’, ‘경주’, ‘부산’이 그 역할을 하 지만, 

사행록에는 ‘안동’, ‘ 천’ ‘부산’지역에서의 별연과 공연만을 기록하고 있

다. 그리고 지방공연의 양상이 구체 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엽이후이기 때문에, 1764년 이 의 별연에 해서는 구체 인 공연양

상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의 사행록에는 의례가 시되는 ‘賜宴’

과 풍류가 심이 되는 ‘私宴’에 따라 공연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연행록에는 19세기 말까지의 공연 기록이 남아있어서 구체 인 

공연양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의주 로에서는 황주, 평양, 안주, 선천, 의

주 지역을 심으로 별연이 있었다. 그런데 국으로의 사행은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방공연의 구체 인 양상과 변화상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공연물 에서 ‘황주’에서는 

선유락의 변화가, ‘평양’에서는 조선시  반 으로 사행의 심거 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선천’에서는 검무와 항장무

의 변화가, ‘의주’에서는 마상재공연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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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nfirm the lo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the 

Joseon Dynasty

Jeong, Young-moon

One of the methods to confirm the lo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the 

Joseon Dynasty is through reference to the contents recorded in the record 

of envoys' visit. In the regions where envoys stayed while they were going 

to the frontier, Jeonbyeolyeon (a farewell party) was held by the concerned 

government office. These regions had sufficient economical ability to present 

various performances during Jeonbyeolyeon(餞別宴) and having a Kyobang

(敎坊), they even sent selected official dancing girls to inner and outside 

festivals of the Royal Court.  

At the time of envoys' visit either to Japan or China, except for special 

situations, envoys stayed at certain regions and the government office at 

concerned region held Jeonbyeolyeon. Therefore, lodgement areas during 

envoys' visit were destined. As envoys' roads, there were mainly 'Chungju', 

'Andong', 'Youngcheon', Gyungju' and 'Busan', but in the record of envoys' 

visit, only Jeonbyeolyeon and performances at 'Andong', 'Youngcheon' and 

'Busan' were recorded. However, because loc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began to be concretely recorded after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it is 

not easy to confirm concret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during envoy' visit 

for communicative purpose of which only records of Jeonbyeolyeon before 

1764 remain. Through the record of envoys' visit for communicative purpose, 

we can only confirm that there were differen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anquet' valuing ceremony much and 'private feast' 

centering on eleg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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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Euiju High Road' as a road for envoys' visit to China, there was 

Jeonbyeolyeon mainly at Hwangju, Pyungyang, Anju, Seoncheon and Euiju. 

But because envoys' visit to China continued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is possible to examine concret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local 

performances. Among performances recorded in the record of envoys' visit, 

we can examine changes of Seonyurak at 'Hwangju' and the fact that 

performances were generally done at 'Pyungyang' as the central base for 

envoy's roads in the Joseon Dynasty. And we can see changes of sword 

dances and Hangjangmu at 'Seoncheon' and aspects of Masangjae 

performance well at 'Euiju'. 

Key-words : Joseon Dynasty, envoys record(使行 ), envoys' roads(使行

路), Jeonbyeolyeon(餞別宴), Kyobang(敎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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