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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 맺음말 

1. 머리말 

朝蘇은 유학적인 이념과 제도를 국가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던 王朝였다. 개국 초부 

터 『世宗實錄dl r五禮J ， If'國朝五禮{義」 퉁 예서를 편찬하여 유학적인 禮治主義를 표방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王權을 강화하고 祖宗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왕실의 威{義와 規範을 강조하였는데， 왕실의 주요한 행샤를 기록하고 그린 다양한 종 

류의 f義휩L나 宮中行事圖들도 그러한 명분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현존하는 構執들은 왕과 왕세자， 왕비 또는 왕대비들의 誠生과 冠禮， 冊禮， 嘉禮， 生

辰， 尊號， 尊累， 尊號 퉁의 통과의례와 위엄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전모률 기 

록한 책들이다. 이러한 의궤는 조선 초 이래로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여러 번의 전쟁과 

난리를 겪으면서 초기의 것들은 대부분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의궤들은 

대개 임란 이후에 국가적인 문서와 기록들을 길이 보전하려는 방편으로 實錄을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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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곳에 의궤도 함께 봉안한 덕분에 전해지게 되었다. 

궁중행사의 전말과 각종 의전 및 의식， 소용물건과 인원， 비용에 대한 소상한 정보 

를 수록한 의혜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깊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朴炳善의 『朝蘇

朝의 f義軟』와 劉煩玉의 『朝蘇王朝宮中f義載服節d)， 李成美 퉁이 진행한 『嘉禮都藍{義휩L 

鼎究』 퉁이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충요하며 1) 국립국악원에서 여러 건의 進훌f義 

휩L와 進體f義軟， 進醫f義動L 퉁을 影印하고 간략한 해 제를 단 것도 큰 도움이 되 지만 2) 

아직도 전체 의궤의 다양한 면모와 사료척 가치를 천착할 여지는 많이 남아 었다. 

進훌 또는 進體{義휩L도 그러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진연과 진찬은 왕과 왕비， 또는 

왕대비의 생신， 특히 며句과 五句， 六句 동 주요한 생신을 계기로 孝의 정신과 실천을 

대변하고， 왕권과 왕실의 위엄과 규범을 과시하는 주요한 궁중행사였다. 이러한 시기 

는 일반 생신과 달리 성대한 훌會와 {義tt ， 풍성한 음식과 기물， 음악과 무용을 통원하 

여 장중한 f義禮를 이루었고， 이들 의계는 그러한 행사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進훌이나 進購은 보통 왕을 위한 경우에는 왕세자가 발의하였고， 왕대비냐 왕비를 

위한 경우에는 왕이나 왕세자가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진연이나 진찬 

과 비슷한 행사로 進題이 있었다. 19세기 이후에 성행된 進뽑懷은 進훌이냐 進購에 

비하여 쩨*홈낀禮에 보다 큰 의미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純祖年間에 궁중의례 

가 더욱 분화되고 강조되는 과정에서 마침내 독립된 의례로 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냐 進體이나 進훌， 進醫 등은 궁충의 陳賢훌을 발의자와 대상자， 발의동기 등에 

따라 구분하였을 뿐 貨{義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궁중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였으므로 각종 궁중문화를 엿보기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진찬의 궤 중 B표年 즉， 1829년(순조29) 에 진행된 진찬을 기 

록한 己표年 『進購f義軟』를 중심으로 朝蘇 後期 進購{義動L의 構成과 內容， 進購{義와 圖

式을 살펴 보려고 한다. 기축년의 진찬은 순조의 세자로 1827년부터 대리청정하였던 

寶宗(1809~1830) 이 순조의 四句과 登極 30年을 稱慶하기 위하여 발의함으로써 시행 

1) 朴炳善"'朝蘇朝의 {훌훌1t..!J(韓國精神文化E규究院， 1985); 劉領玉11'朝蘇王朝宮中{義휩L服節.!J(修學社， 

1991) ; 李成美 外"'藏書뼈所藏 嘉禮都藍優휩L.!J (韓國精神文化鼎究院， 1994) 참조 
2) "'進없優휩L(채子) . 進짧優휩L(C표).!J ; "'進體優빼(D<;申).! ; "'豊로都藍優軟 · 進훌優휩L( 己갖) . 慧

慶願進흩흉홈훌禮f훌뼈L .!J ; "'仁政嚴樂器造成鷹{훌훨L • 景蘇宮樂器造成찌톨優휩L • 社樓樂器造成應{義軟 • 進

體{훌휩L(辛표)』 ; 『進훌f義軟(辛표) JJ ; "'進훌{훌軟 · 受뽑f義軟.!J(以上 韓國音樂學資料寶書 三 · 六 • 
十三 • 二十三 • 二十四 · 三十)， (國立國樂院， 1980 . 1981 . 1987 . 1987.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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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때의 進鷹은 外進購과 內進購이 모두 시행되었고 進體의 규모냐 의전， 燒軟

의 체재와 내용 및 도식 퉁이 다양하고 상세하며， 이전에 제작된 進흉f義휩L와 그 체재 

와 내용이 푸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朝蘇 後期 進購과 進購廢휩L롤 이해하는데 길잡이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찬의궤를 연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겠으냐 이 글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進훌， 進慶， 進題懷휩L의 종류 및 연회의 발의통기， 대상자 동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를 토대로 진연과 진찬， 진작의 차이점 또는 의미를 살펴 보겠다. 다음으로는 E표年 

『進購f義軟』의 제작배경과 체재 및 내용을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이때 시행된 進購燒

의 내용을 f義註와 圖式， 기타 기록을 통하여 정리한 뒤， 의궤에 실린 班次圖 및 進體

圖와 비교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進購 중에 시행된 음악에 관련된 제반 내용도 소략 

하나마 정리하려고 한다. 

II. 朝蘇 後期 進購憐휩l의 종류 

현존하는 進購{義휩L는 奎章聞과 藏書聞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의 파리 국립도서관에도 많은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朴炳善 씨가 규장각 

과 장서각， 파리 국립도서관의 의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리한 「朝蘇朝의 f義軟」어l 

진찬의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3) 다만 1628年(인조6) 에 大王大如를 위하여 진행된 

잔치의 전모를 기록한 『豊물都藍懷軟」가 실려있을 뿐이다. 조선조의 의궤에 대한 가 

장 중요한 저술의 하나인 이 책에 진찬의궤가 빠진 이유는 이 저술이 파리 국립도서 

관 소장본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이며 아마도 파리 국립도서관에 진찬의궤 

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진찬의궤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청해 본다 4) 

그러냐 규장각과 장서각에는 18세기 초에서 조선 말까지 작성된 14건의 진연， 진찬， 

진작의궤가 전해진다. 

필자는 현재 파리의 소장본을 조사， 검토하여 보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규장각과 장 

3) 朴炳善， 앞 책 참조. 

4) 앞 책解題J. 9쪽 ;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의혜들은 대개 1886年(困寅)에 프랑스군 

이 강화도의 외규장각을 침엄하여 가져간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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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進훌， 進體， 進屬f義휩L를 종류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같다. 

〈進훌， 進體， 進뽑憐휩l 텀錄〉 

-奎章聞 · 藏書聞 所藏本 (총 16건)-

進훌웹훌훌n. 텀錄 (5건 ) 

건수 표제 제작년도 대상자 연회동기 소장번호 

1. 進훌f義훨L 1719년(c갖 : 숙종45) 숙 종 기로소업사 규14357 

2. 進훌{義휩L 1744년( 甲子 : 영조20) 여。 .:3‘ζ- 51 세 생신， 기로소업사 규14359 

3. 進훌↑義휩L 1901년(辛표 : 광무5) 고 종 50세 생신 규14464 

4. 進훌f義휩L 1902년(王寅 : 광무6) 고 종 기로소입샤(4 월) 규14479 

5. 進훌f義휩L 1902년(王寅 : 광무6) 고 종 51 세 생신(11 월) 규14498 

進體像훨l 텀錄(7건) 

1. 進體所{옳훨L 1809년(己E: 순조9) 혜경궁 관례 후 희갑년 장2-28825 ) 

2. 進購{義휩L 1829년(己표 : 순조29) 긴 /A-r 3.ζ- 사순과 등극 30년 규14369 

3. 進짧f義휩L 1848년(여申 : 헌종14) 대왕대비 육순，존호진찬 규14371 

왕대비 41 세， 존호진찬(헌종 발의) 

4. 進繹{義휩L 1868년(여辰 : 고종5) 대왕대비 회갑연(고종 발의) 

5. 進體{義휩L 1877년(丁표 : 고종14) 대왕대비 70세 생신(고종 딸의) 

6. 進購{義휩L 1887년(丁1{: 고종24) 대왕대비 80세 생신(고종 발의) 

7. 進魔{義휩t 1892년(王辰 : 고종29) 고 종 41 세， 30년 등극 

進흩홍홉훌軟(3건) 

1. 進뽑옆禮轉 1827년(丁1{:순조27) 순조， 순원왕후 존호기념연 

2. 進廳懷휩 1828년( )文子 : 순조28) 순원왕후 사순 생신 

3. 進題↑義휩 1873년(쫓西 : 고종10) 고 종 존호기념연 추정 

규14374 

규14376 

규14404 

규14428 

규143626) 

규14364 

규14375 

5) 원 제목은 『惠慶宮進體所優훨L.J로 惠慶宮 洪~의 관례 후 며甲年을 기념하는 진찬을 기록한 의 

궤이다. 관례 후 회갑년을 기념하는 것은 前例가 없는 행사였으므로， 이 진찬은 예외적인 경우 

로 보아야 한다. “冠禮回甲， 於我家未有稱道之禮 앞 책， 4연 참조. 

6) r奎童聞圖書韓國本**合딩錄.!J(上)에는F慧慶嚴進뽑짧禮↑義軟』라 하고 인조25년(1 647)꿰이며， 소 

장번호가 규14535 ， 규 14536이라고 기록된 의궤가 있는데， 마이크로 필름율 통하여 살펴 본 결 

과 1827년의 F慧慶짧進흩흉整禮f義휩L.!J였다 r奎章뼈圖書韓國本綠合팀錄J(上)， (서울大學校 奎章

開，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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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훌훌홉훌휠L( 1 건 ) 

1. 受밟燒휩 1765년(ζ西 : 영조41) 영 조 71세 생신 규1436F) 

* 소장번호 중 “규”는 규장각 소장본을 가리키며， “장”은 장서각 소장본을 가리킨다. 각 소 

장번호는 본고에서 참고한 본을 가리킨다. 이외에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豊물都藍f義휩LdI 

(1 630년 ; 인조6 ， 康午)는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豊울이란 後代의 進훌 또는 進體과 비슷 

한 성격의 행사였으며， 그 규모냐 의전이 더 성대하였다. 또한 장서각 소장의 F훌훌훌觸錄』 

(소장번호 : 장2-2865)은 17세기에 시행된 여러 건의 豊로 또는 進흥을 수록한 등록인데， 

그 내용과 성격 상 진연， 진찬의궤의 先行型 기록이다. 

ID. 進훌， 進購， 進훌용 

궁중에서 시행된 각종 행사 중에 進훌과 進購， 進廳 등은 명칭뿐 아니라 의례내용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개념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용어들은 일정한 차별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연이나 진 

찬， 진작 등은 왕이냐 왕비， 왕대비의 生辰， 尊號， 홉老所 入社 동을 기념하기 위한 궁 

중의 연회를 의미한다. 이 때 생신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신이 아니라 四섭]과 五句， 六

句과 七句 등 특별한 생신을 가리키며 이러한 생신 때에는 다른 생신과 달리 대규모 

의 진연 또는 진찬， 진작， 수작행사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현존하는 의궤를 통해서 본 

다면 조선 후기에 16건의 진연， 진찬， 진작， 수작의궤가 작성되었는데， 각기 다른 명칭 

을 사용한 것은 각 의례의 대상과 규모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 

세기까지는 궁중의 대규모 연회를 豊몸이라 하였고， 都藍을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그 

러나 孝宗年間에 처음으로 규모를 줄여 進훌을 거행하게 되었으며， 이때에는 進훌廳 

을 설치하였다 B) 이후 王室의 弄夏은 대개 진연으로 거행하였고， 그 경우나 규모에 따 

라 진찬， 진작 둥으로 의례의 규모와 내용이 조정되어 갔다. 

進훌f義뼈L는 모두 5건이 전하는데， 네 건 모두가 왕의 연세가 五쉽]이 된 것이나 그 

7) 영조의 71세 생신을 축하하는 진연을 열고자 왕세자와 백관들이 다섯 차례나 청한 뒤에 영조 
가 허락한 이 연회는 잔치가 아니므로 內훌과 外훌을 구분하지 말고， 九뽑之禮도 행하지 않겠 

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성대한 진연으로 치루어질 연회를 간소하게 치루였고 그러한 돗을 

받들어 受뽑이란 명칭을 사용한 듯하다 IF受醫燒軟』 卷 1, 35~36面 창조. 

8) “前則有豊로而無進흩돗， 自孝宗始有j훌훌之짧돗 .. IF홍훌훌빠錄.J (장2-2865) ， 62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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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어 기로소에 입샤함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한편 進購燒휩L는 7건이 전하는데， 

왕과 왕대비를 위한 진찬의롤 기록한 것이며， 왕의 경우에는 四句 또는 望五 즉， 41세 

의 생신올 기념하는 경우였고， 왕대비의 回甲， 七句， 八句을 기념하는 것으로 헌종 또 

는 고종이 직접 주관한 행사였다. 이에 비하여 진작의궤는 3건이 전하는데 존호기념 

연이거나 왕비의 사순을 축하하는 것으로 왕세자가 주관한 것이었다. 

이외에 한 건의 『受뽑{義軟』가 전하는데 이것은 英祖의 七句을 기념한 행사를 기록 

한 것으로 유일한 예이다. 의궤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지 못하였기에 단언할 수는 없지 

만， 진연， 진찬， 진작， 수작의궤의 제작동기 및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進훌이 

규모가 가장 큰 연회였고， 進購， 進簡의 순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1829년(c표)에 익 

종이 순조를 위한 진찬을 상소할 때에도 “진찬의 거행은 진연의 f義節과 달라서 간소 

하므로 ... 검소한 盛德에 누가 되는데 이르지 않올 것입니다”라며 진찬이 진연의 절 

차와 다르고， 간소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허락을 받고자 하였다 9) 왕과， 왕세자， 왕비， 

또는 왕대비냐 대왕대비 둥 지위에 따라 의전의 격식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 

인 懷ft과 待衛의 경우에도 냐타나며 10) 冊禮懷휩L에도 그러한 관례가 적용되 었다. 예 

컨대 王統을 이어가는 존재로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 왕세자의 책례행사를 수록한 

왕세자책례의궤에는 그려진 반차도가 실리지만， 왕비의 책례의궤에는 반차도를 싣지 

않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1 1) 따라서 연회의 대상자냐 주관자 또는 연회의 동기에 따 

라 그 명칭이나 규모， 의전을 조정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격식과 위의를 차별화하려는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펀 19세기에 들어와 진찬， 진작 퉁 궁충의 연회가 전보다 자주 시행되었는데， 특 

히 進를훔禮는 1827년에 F훌훌塵轉進屬整禮f義軟』를 두어 새로이 설정한 의 례 였다. 進醫이 

란 궁중의 좋은 행사가 있을 때면 왕이냐 왕비， 또는 왕대비께 잔을 바치던 의례로 그 

이전부터 전해져 왔으나， 厭配禮에 충점을 두어 새로운 의례로 정립시켰다. 새로운 의 

9) “進뚫之짧 X異於進훌f훌節 ~簡 (物品太聞 ~IJ不涉於꿇 大略"IJ無휩於經用) 不至寫累於BlH!슐之盛 

德 己표年 「進廳{훌뼈LJ 第 l卷 令敎條，JX:子 11 月 24 日項 참조. 

10) 기축년의 진찬시에도 純祖의 優俠은 法뼈로 하였고， 왕세자인 훨宗의 {훌{~은 小짧로 정하여 차 

퉁을 두었다.c표年 F進鷹f養뼈L .JJ， 第 1卷 移文條，r:JZ子 12月 24 日項 창조. 

11) 이 달에서는 의궤반차도롤 鋼훌 • 批班圖 · 園寧圖로 표현된 것 퉁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朴

銀111휩 r朝蘇時代 王世子冊禮{義휩L 班次圖 R자究 J Ii"뿔國文1 l:;~ 14,0993. 12) , 565~5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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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진작례는 1827년 算宗(1809~ 1830) 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부왕인 純祖(1790~

1834)와 생모인 純元王店 金民 兩願께 尊號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베푼 행 

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N. 己표年 進體嚴와 『進購蘇훨L.n 

1. 己표年 進購憐의 시행과정 

己표年(1829) 의 『進購↑義軟4는 純祖(1790~ 1834) 의 四句과 30년째 되는 登極을 기 

념하기 위하여 베푼 進購을 기록한 의궤이다. 1827년부터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寶宗

(1809~ 1830)은 1828년(채子 )11 월 21 일에 純祖의 四句을 맞는 다음 해 JE初에 진 

찬을 베풀 컷을 →次로 진언하였으나 純祖는 윤허하지 않았다 12) 

이전인 11월 16일에 익종은 앞선 왕 중 30년 登極을 稱慶한 예가 있는지 신하들에 

게 물었는데， 당시 예조판서였던 徐允輔는 需宗 때 30년 퉁극 稱1憂禮를 행한 척이 있 

고， 英祖 때 30년 등극례를 청하나 불허하여 40년을 기념하는 등극례를 행한 적이 었 

다고 아뢰였다. 또한 화의청이였던 李相漢은 숙총 때 청경시에 中宣 兩蘭때의 實錄을 

보고 행하였으며， 숙종과 영조 때 이외에는 前例가 없다고 아뢰었다. 

처음 번 촬院가 윤허받지 못하자 익종은 같은 해 11월 24일 제 2차 예소를 하였고 

이에 윤허가 내혔다. 왕을 위한 진찬은 外進훌과 內進훌으로 시행되는 관례가 있었으 

므로 기축년의 진찬도 두 번의/큰 연회롤 두기로 하였다.11 월 25 일에는 純祖의 受醫

處는 外顆인 明政願으로 하고， 內進購處는 純祖의 비이며 익종의 생모인 純元王팀가 

기거하는 鉉慶願으로 할 것이 정해졌으며， 진찬을 위해 f義註를 마련하라는 명이 내려 

졌다 13) 진찬일은 1829年(己표) 2월 句을 전후하여 길일을 잡아 정하라는 어명에 따 

라 2월 9일을 外進購日로 잡고， 2월 12 일을 內進購日로 잡았다 14) 

진찬을 위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進魔所가 설치되어 준비한 뒤， 외진찬은 창경궁의 

12) C표年 F進짧f義웹L .l 第 1卷 令敎條，JX;子 11 月 21 日項; 이하 진찬의의 시행과정은 앞 책의 내용 

을 참조하여 정 리하였다. 

13) 앞 책， 第 1卷 鐘說條.JX;子 11 月 25 日項 창조. 

14) 앞 책， 第 1卷 達蘇條， 己표 1 月 18 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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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인 明政嚴에서 시행하였고， 내진찬은 慧慶願에서 한번 시행한 뒤 같은 날 자경전 

에서 夜進購율 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자경전에서 會뽑↑義를 행하여 모두 3번의 진찬 

과 헌작례가 실시되었다. 

보통 궁중의례를 시행하기 전에는 燒註와 規範을 실수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세 번 

의 예행연습을 하기 마련이었다.c표年에도 두 번의 진찬의를 행하기 전 각각 세 번 

씩의 예행연습올 하였다. 외진찬을 위한 예행연습은 제 1차가 1829년 1 월 9일， 제 2차 

는 1월 26 일， 제3차는 2월 3일에 행하였고， 내진찬을 위한 예행연습은 제 1차가 1 월 

12 일， 제 2차는 1월 26 일， 제 3차는 2월 8일에 행하였다 15) 

또한 1829년 1 월 7일에는 진찬의를 시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進購圖式을 그려 

드리겠다고 아뢰었는데， 이 때의 도식은『 國朝五禮優』에 실린 進훌圖와 正衛朝會圖를 

참조하여 그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承읍史官位와 宗親f義寅↑立만은 近例에 따라 교청하 

여 정한 것이었다 16) 入參入員班次圖는 1829년 1월 13일에 그려 들였고， 명정전 진찬 

의의 의전과 절차를 수록한 懷註는 1829년 2월 2일에 바쳐 열람하였다 17) 

외진찬에서는 九짧이 실시되었는데， 제 1작에서 진상하는 致詞塞文은 익종이 지였으 

며， 제 2작에서 제 7작까지의 치사는 내각의 原任提學이 칫토록 하였다. 그러나 내진찬 

에서는 七簡만이 실시되었다 18) 진찬에 참여하는 재신 이하 입참인원과 전각 위에 오 

르지 않고 참석하는 인원들의 명단은 1 월 28일에 바쳤다 19) 

의궤에는 진찬에 동원된 악공과 무용수， 기생에 대한 기록도 실려 었다. 진찬에 동 

원된 女冷은 200여 명이었는데， 경기와 외읍에서 차출한 자가 145명이며， 그 중 정재 

여령 40여 명은 京妹로 하였다. 또한 정재 중 처용무를 춘 6명의 여령은 경주와 안통 

에서 차출되었으며， 정재 중에서 연화대를 든 童技 한 쌍은 쫓E年의 진연예에 따라 

특별히 成川에서 차출되기도 하였다. 

15) 앞 책， 第 1卷 來關條， 己표 1 月 7 日項 참조. 

16) 앞 책， 第 1卷 鐘說條， 己표 1 月 7 日項 참조. 

17) 앞 책， 第 1卷 량解條， 己표 1月 13 日項과 2月 2 日項 참조. 

18) 앞 책， 第 1卷 令敎條， 여子 11 月 25 日項 참조. 제 1작은 익종이 올렸고， 제2작에서 제 9작까지는 

대신틀이 올렸는데， 이들 進뽑諸닮의 이름은 앞 책， 第3卷 進휠參與諸닮項에 실려 있다. 

19) 앞 책， 第 1卷 達解條.ô표 正月 28 日項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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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己표年 『進體離휩L .!I으| 체재와 내용 

진찬이 끝난 뒤에 이 때의 행사롤 길이 보전하고 후일의 참고자료롤 삼기 위하여 

의궤가 작성되었다. 의궤에는 그간 진찬의를 시행하게 된 모든 과정과 구체적인 행사 

내용， 음악과 무용， 미술에 관한 내용들， 동원된 인원과 의장， 복식， 기물 및 음식， 비 

용과 행사 후의 시상내역 퉁이 소상하게 정리되었다 20) 이 당시 의궤를 담당하는 부서 

는 訓局東別營에 설치 되 였는데 진찬 다음 해 인 1830년 6월 경까지 임무를 완료하였 

고， 찌子年의 圖式 59板과 B표年의 圖式 68板，;X;子年의 f義軟 草本 2권과 圖式 初見

1卷， 己표年의 f義휩L 草本 5卷과 圖式 初見 l卷을 戶費로 이송하였다. 의궤를 만드는데 

참가한 인원은 書更 6명， 書寫 2명， 庫直 1 명， 使令 5명， 守直軍 2명 등이었고， 의궤 

작성에 300兩의 비용이 들어갔다 21 ) 

기축년의 의궤는 모두 6건이 만들어져서 奎章聞과 春秋館， 禮費， 太白山， 五臺山 ， iffi

養山城 등 실록을 봉안하는 史庫에 보관되었다. 이들 6건의 의궤는 모두 규장각과 장 

서각에 보관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그 현상과 소장번호는 다음과 같다. 

1-1. 進購↑義휩L 1829년(순조29) 1 책(零本) 규14367의 1 

1-2. 上同 上同 3책 규14367의 2 

2. t同 上同 1책(零本) 규14368 

3. 上同 上同 4책 규14369 

4. 上同 上同 4책 규14370 

5. 上同 t同 3책 규(가람-古 642 .4-J562) 

6. 上同 上同 4책 장서각2-2873 

이와 같이 제작된 여러 건의 의궤가 약간의 결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현존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기축년의 의궤는 모두 4卷 4冊으로 구성되었다. 그 첫째 권에는 

중요한 장면을 문자화된 반차도와 그림으로 표현된 반차도， 여러 전각의 모습 및 정재 

도， 악기도 풍을 함께 실은 圖式篇이 실려 있고， 이어 제 1 ， 2, 3권을 두어 의례의 내용 

20) 다른 종류의 의폐인 왕세자 책례의궤에 실린 내용에 대하여는 朴廷惠 r朝蘇時代 冊禮都앓{義뼈L 

의 續홈史的 7iff究 J w'韓國文化 dl 14. (1 993. 12). 521~551쪽; 姜信ì1L. r {義뼈l鼎究!추說J. W'藏書聞

所藏 嘉禮都藍{義軟.1. 21~30쪽 창조. 

21) E，표年 『進鷹廢휩L.l 第 1卷 移文jl옳， 康寅 6月 16 B 項; 節텀條(附事텀). 51面 ; 第 1卷 移文條，

E표 6月 15 日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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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록하였다. 또한 이 의혜에는 순조의 탄신일에 행해진 별도의 진찬율 기록하기 위 

하여 「附編」을 두었다. 이제 간단하게 그 체재와 내용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首 : 圖式篇〉

1. 明政願進體班次圖(도10) : 외진찬반차도 

2. 慧慶嚴進體班次圖(도12) : 내진찬반차도 

3. 慧慶願夜進購班次圖

4. 慧慶願옆日會醫班次圖 

5. 明政嚴圖(도2) : 창경궁의 法顆圖221

6. 明政嚴進體圖(도9) : 외진찬도 
7. 慧慶願圖(도4) : 순원왕후의 처소도231 

8. 環쫓亨圖(도6) : 자경전 왼쪽에 위치한 정자도로 왕세자의 小次가 설치됨 

9. 慧塵願進윷쫓圖(도11) : 내진찬도 

10. 慧塵願夜進購圖

11. 慧慶願뽕日會作圖 

12. 王世子小次圖(도7) 

13. 外進體물才圖 : 初舞(第 1廳時) , 牙拍(第2題과 7廳時)， 響錄(第3顧과 8뽑時) , 舞

鼓(第4醫과 9簡時)， 廣抽舞(第5醫時) , 失抽舞(第6醫時).

14. 內進짧물才圖 : 夢金R， 長生寶훌之舞， 厭仙挑， 響錄， 舞鼓， 牙拍， 11벼혈樂， 훌훌延 

長， 倚皇恩， 舞鼓， 運花舞， 劍器舞， 船遊樂， 五후f山， 失抽舞， 春쏠轉， 寶相舞， ↑圭A

행밤판， 處容舞

15. 探花圖

16. 器用圖

17. f義1~圖

18. 물才f義候 

19. 樂器圖

20. 服節圖

〈第 1卷〉

1. 容統 : 왕세자가 진찬율 발의하는 내용 

22) 明政股(도 1)은 昌慶宮의 법전으로 동향으로 지어졌다. 조선의 주요 궁전은 대개 남향인데 동향 

으로 지어져서 고려의 유풍이라고 하기도 한다. 

23) 1777년(정조1)에 건립한 창경궁 안 通明願의 북쪽에 있던 전각. 正祖의 생모인 惠慶宮을 모셨 

던 곳인데 그 이륨은 정조가 직접 붙였으며. 1873년(고종10) 12월에 소실되었다. 자경전의 왼 

쪽에는 環훨후이， 그 뒤 오른쪽에는 養和堂， 그 앞에는 景春戰， 그 뒤에는 禁짧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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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令敎 : 진찬과 관련된 임금 즉， 순조의 倒命 내용 

3. 鐘說 : 진찬과 관련된 왕세자의 명 내용 

4. 樂章 : 진찬에 사용된 악창에 관한 내용 

5. 致詞 : 진찬시에 바친 일체의 致詞文 모음 

6. 塞文 : 자경전 진찬시 바친 왕세자가 지은 養文

7. 懷註 : 네 변의 연회의 의전을 기록한 내용 

8. 節텀 빛 事텀 : 진찬에 관련된 일의 절차를 기록한 내용 

1) 明政顆進購時應行節 팀 

2) 明政顆進購時待衛節 팀 

3) 王世子의 f훈衛事팀 

4) 進購事답 

5) f義휩L事텀 : 의궤에 관련된 내용 

9. 량解 : 진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의하기 위하여 올린 내용 

10. 達解 : 왕세자가 냐라의 정사를 대신하는 중에 올리는 량解 

11. 申 텀 : 사옹원이 진찬시 필요한 기명， 음식， 잡물에 관하여 품신하는 내용 

12. 移文 : 통등한 관아 샤이에 왕래한 공문서 

13. 內關 : 상급 또는 통급관청으로부터 온 공문 

〈第2卷〉

1. 票텀 : 진찬에 소용된 복식과 의장， 물건 퉁올 구비하는데 들어간 재료와 비용에 

관한 기록. 예 컨대 舞鼓 여 령 의 복식은 「樂學뼈L範』의 도식을 참조하였는 

데， 좁*白柳綠의 비단으로 하였으며 각 건마다 버단 17 R.이 들었고， 4兩

2錢 2分의 비용이 들었다. 이외 歌者 4인의 服節， 여령 67명의 화관과 

수식， 劍器舞 女冷 4 명， 童技 2명의 복식， 典樂 5 인， 舞童 22 명， 處容妙

相의 재료， 내외진찬시 의주， 훌기， 전문， 치사， 도식의 소용 재료， 의식에 

들어간 각종 물건의 제작재료， 의례 작성에 들어간 재료 퉁이 정리되었다. 

2. ir結 : 진찬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결재내린 내용. 감결은 주로 상급관청 

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려오는 콩문서를 가리킨다. 歌者 4인은 鄭홉慶， 金

守益， 梁天浩， 林聖昌을 대령함(己표 正月 5 日項).

3. 購品 빛 ~付採花 : 의식에 소용된 음식과 장식용 꽃에 대한 내용 

4. 器用 : 의식에 소용된 그릇에 관한 내용 

5. 修理 : 기존의 물건 중 수리하여 사용한 컷에 대한 내용 

6. 排設 : 진찬의를 행할 때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주요인물들의 좌석과 위치를 설 

정 하고 배치할 기물과 장엄， 의장에 관한 내용 

1) 명정전외배설 

2) 외진찬시배설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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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작참연재신위차 

4) 선온백관위차 

5) 자경전내외배설 

6) 내진찬시배설위차 

7) 내외빈시연위차 

8) 야진찬시배설위차 

9) 익일회작시배설위차 

10) 부연명부급참연제신위차 

7. ↑義俠 : 주요 인물들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優tt物에 관한 내용 

8. 懷衛 : 주요 인물들의 신분에 따라 待衛를 청한 내용 

〈第3卷〉

1. 進顧 및 參훌諸ê:: 진찬의에 참가한 주요 신하들의 좌목 

2. 內外實 : 진찬의에 초청되어 참여한 손님들에 관한 내용 

3. 工冷 :1. 明政願 進購時 후F架， 물才 各 差備

* 헌가집박전악 안경빈， 차지전악 김윤신， 가 차비 3, 함률차비 7, 대 

금차 비 6 , 편종차비 2, 편경차비 2, 당척차비 2, 풍소차비 2, 비파 

차비 2, 해금차비 2, 방향차비 2, 장고차비 4, 건고차비 2, 삭고차비 

1, 응고차비 1, 축차비 1, 어차비 1, 생차비 1. 

* 집샤악샤 성시문， 문영담， 박보완， 집박전악 고중엽， 선찬전악 서인 
범， 김창록， 대오전악 함윤옥， 김종근， 가자 4, 가차비 4, 필률차비 

7 , 대금차비 6 , 당적차버 2, 퉁소차비 1, 비파차비 2, 해금차비 2, 방 

향차 비 2, 장고차비 4, 생차비 2, 현금차비 2, 가야금차비 2, 아쟁 

차비 2, 교방고차비 1, 관착 2. 

2. 慧慶顧 進購時 樂I， 內吹， 물才， 女冷 各 差備

4. 樂器風物(附 물才f義物) 

5. 賞典 : 행사에 기여한 여러 高官들과 下級 인물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施賞

의 내역 

6. 財用 : 各樣物種各項受價載度支뺨錄 

〈附編〉

순조의 탄일을 맞아 6월 19일 辰時에 ，慧慶願에서 진찬하는 내용엄. 擇日， 令敎，

樂章 附물才樂章， 致詞， f義註， 移文， 購品 附採花， 器用， 修理， 排設， f義衛， I冷， 賞

典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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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己표年 『進購憐휩LJJ 圖式과 進購歲

1. 己표年 『進購憐훨L .!I 圖式의 特徵

기축년의 진찬은 모두 네 번의 행사가 있었는데， 의궤 중에도 네 건의 進體{義 창면 

이 실려 었다 r園幸ζ띠整理f義軟』를 제외하면 18세기까지의 進훌， 進體f義휩L에는 班

次圖 및 연회도가 실리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B표年의 F進購f義軟』나 1文子年(1828)

의 『進廳{義軟』는 모두 문자화된 배반도와 그려진 반차도， 진찬이 시행된 전각， 각종 

정재와 악기， 채화， 복식 퉁을 상세하게 실었는데， 이와 같이 상세한 圖式을 싣는 것 

은 『園幸ζ때整理f義軟」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24) 기축년 의궤도의 표현방식 

또한 『園行ζ띠整理優軟』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기축년의 의궤에는 모두 6개의 진찬도와 4개의 전각도및 /J、次圖가 실렸는데， 이 그 

림들은 그 표현방식으로 보아 3종류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진찬도의 표현방식(도9 ， 도 11)으로 이통시점형 부감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가장 전통척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F國朝五禮↑義』 이래로 사용된 전통 

적인 궁궐화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25) 전각들은 행사가 일어나는 세트처럼 보이며 입 

체냐 공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배제되고 있다. 모든 건물들은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표현되는데， 예컨대 45도 정도되는 시점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과 정면으로 바 

라보는 시점， 완전히 90도 각도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들이 임의적으로 섞인 이통 

시점식 구성을 취하였다. 인물도 대개는 완전한 뒷모습과 좌우로 보이는 옆모습으로 

평변화시켜 표현하였는데， 중앙에서 물才를 하는 인물들만큼은 공간적인 깊이롤 충분 

히 느끼도록 포치되었고， 움직임도 매우 유연하게 묘사되면서 사실척인 동세와 입체 

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주요 전각의 지붕에 쳐있는 차일은 약간 도식화되었지만 

펼쳐지고 드리워진 천의 형태롤 자연스러우면서도 분명한 업체감을 주도록 표현하였 

다. 두번째는 〈명정전도)C도2) ， <자경전도)C도4) ， <환취정도)C도6) 의 표현방식으로 

24) l'園幸ζ.ií~聲理優軟」에 대하여는 朴廷惠， r<水源陸幸圖합〉昭究J l'美fJjtj史學鼎究.J 189號 (1 991 , 

3) , 27-68쪽 창조. 
25) 동궐도와 궁궐도 양식에 관하여는 安輝港 r韓國의 宮關圖 J l'東關圖.J (韓國文化財保짧協會， 

199 1)， 21-61쪽; 이 글에서 安교수는 조선시대의 궁궐도를 舊 · 新 두 양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축년 의궤도식의 진찬도는 구 양식 계열에 속하며 전각표현은 그 중 신양식 계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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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행사선식 루시도법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18세기 말 이후 많이 발 

견되며， 특히 1820년대의 〈東關圖)C도3과 도5) 에서 사용되었듯이 院#훌風으로 정착 

된 것이 확인된다. 세번째는 〈왕세자소차도)C도7)에서 나타냐듯이 거의 일정원근투시 

도법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 표현방식은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으나， 

의례 중의 진찬도에서는 1868년 『進體{義훨L.!l에서 비로소 나타났다(도2 1). 그러냐 다음 

1877년의 F進홈풍廢軟.!l C도22) 에서는 다시 평행사선투시도법을 사용하였다. <進體圖〉昇

風으로서는 1848년의 〈進購圖〉합風(도25)과 1901년의 작품(도26)에서 일점원근투시 

도법이 사용되었다. 

정리해 본다면 기축년의 진찬의궤 도식은 전통적인 양식과 서양화풍의 영향을 받은 

두 가지 표현방식 둥 세 가지 표현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園行ζ때整理廢휩L.!l의 圖式과 이흘 그린 〈水原|擾行圖〉牌風(도24)에서 

나타냐며， 19세기의 궁궐도 또는 궁중행사도에서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1829년의 

〈진찬도〉병풍(도8)은 의 궤 도식 중의 진찬도(도9 ， 도11)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인 양식 

을 따랐고， 1844년의 〈憲宗嘉禮圖〉햄風도 전통적인 이동시점형 부감법을 보여 주는데 

비하여 1847년의 〈趙大뼈四句稱慶陳賢圖〉합風은 서양화풍과 연관된 평행사선투시도 

법을 고수하였다 26) 이러한 세 가지 표현법은 조선 말까지 경우에 따라 선택되면서 꾸 

준히 사용되었다. 진찬의궤 중의 진찬도로는 1868년의 진찬도(도23) 에서 일정원근투 

시도법이 사용되었으나 1877년의 진찬도(도22) 에서 다시 평행사선투시도법으로 돌아 

가고 있다. 1848년의 진찬도병(도25)에서 이미 일점원근투시도법이 사용된 것을 감안 

해 보면 의궤도가 매우 보수적이었음을 알겠다. 

2. 明政願進體憐와 進體圖

이제 이러한 圖式들 충 명정전진찬도를 의궤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장면이 

어떻게 연출된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27) 우선 순조를 위하여 베풀어진 외진찬의 장 

면은 〈明政嚴進購圖)C도9)로 그려져 있다. 昌慶宮의 정전인 明政願에서 행하여진 이 

진찬은 왕의 위의롤 높이기 위한 성대한 優供과 待衛를 통원한 것이었다. 당시 외진찬 

26) 이 두 작품은 安짧i흩， 앞 글에 실린 도판(도 16과 도11) 참조. 

27) 이하 의주는 己표年 F進戰{훌뼈L .Jl 第 1卷 廢註條롤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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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원된 각종 시설물과 정재 및 음악에 통원된 악공들올 의례의 기록올 통하여 살 

펴 보고 그렴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외진찬시에 어좌를 중심으로 한 설치를 보면 우선 어좌가 전각 내의 충앙에 통향하 

여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寶楊과 寶園， 五筆뿜風이 하나씩 있다(도13). 채화방석 하 

냐， 답장채화석 9좌， 용교의 1좌， 보안 2좌， 향좌아 1쌍， 향안 2화， 찬안 2좌， 보안 2 

좌， 수주정 1화， 진작탁 1좌， 진화탁 1좌 퉁이 설치되였다 28) 이러한 물건들은 〈明政嚴

進體班次圖)C도 15)에도 글로써 표기되었고， <明政嚴進購圖〉에도 대개는 나타냐기 때 

문에 얄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明政願進體圖〉에는 어화 뒤에 있어야 할 五筆합風이 

그려지지 않았다(도 14 ). 

또한 音樂와 로才에 소요된 인원블도 의주에 기록되었는데 29) 그렴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물才에 통원된 인물들은 모두 22명으로 初舞 물才 舞童2명， 牙拍 皇才 4 

명， 쩔￥ij( 물才 4 명， 舞鼓 물才 8명， 廣抽舞 로才 2 명， 失抽舞 로才 2명 퉁이다. <明政

願進購班次圖)C도 10) 에는 전각 앞의 정재에 통원된 인물들이 좌로부터 아박무동， 향 

발무통，무고무통，초무무통，광수무통，광수무동，초무무통，무고무동，향발무통，아박 

무동 등 모두 10명으로 쓰여 았다. 그럼에서는 현재 무고률 추고 있는데(도16) ， 20명 

정도의 舞童이 확인된다. 또한 登歌의 악공들은 43명 정도가 기록되었는데 그렴에서 

는 36 명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이로 보건대 문자로 쓰여진 배반도냐 그려진 반차도 

는 모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진찬의를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였다. 

따라서 의궤 중에 다시 상세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쓰여진 배반도와 그려진 

반차도， 의주의 기록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행사의 의전과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進짧f義註의 내용을 살펴 보면 왕과 왕세자의 진퇴， 잔을 바치고 받을 때 각기 다른 

음악과 정재가 동원되었음을 얄 수 있다. 음악과 정재는 서로 같이 진행되었는데， 음악 

은 幹架와 登架가 서로 번갈아 가며 연주하였다. 기축년의 외진찬에서는 모두 9번의 진 

작이 있었는데， 사이사이 연주되고 콩연된 음악과 정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8) 앞 책， 第2卷 排設條， 外進廳時排設位次項 창조. 

29) 앞 책， 第3卷 If令條， 明政嚴進뚫時훨f架물才各差備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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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가마 타고 들어올 때 鼓吹--가마에서 내릴 때 훌f架 ‘여민락령’， 고취 止-

왕세자와 재신이 들어와 왕께 절할 때 野架 ‘낙양춘’， 四拜 끝나면 음악 止--제조가 

찬안을 드릴 때 훨f架 ‘여민락만’--근시가 화반올 받들 때 幹架 ‘여민락령’--왕세자 

이하 모든이가 절할 때 전악사가 願으로 올라가고 공인과 무통도 제자리로 나아간다. 

典樂 2인이 올라가 ‘폰숭악장유천지곡’율 창하고 끝난 뒤 물러 간다. 

제 1작 : 퉁가 보허자， 정재 初舞

제 2작 : 퉁가 정읍악， 정재 牙拍

제3작 : 퉁가 오운개서조， 정재 響錄

제4작 : 퉁가 향당교주， 정재 舞鼓

제5작 : 퉁가 향당교주， 정재 }賣抽舞

제 6작 : 퉁가 향당교주， 정재 失抽舞

제7작 : 퉁가 정읍악， 정재 牙拍

제8작 : 퉁가 향당교주， 정재 響錄

제9작 : 등가 오운개서조， 정재 舞鼓 30)

9작 이후 登歌가 ‘여민락만’올 연주하고 정리를 시작하며 왕세자 이하 백관이 절할 

때 幹架는 ‘낙양춘’을 연주한다. 4배가 끝냐면 음악도 멈춘다. 예가 끝난 뒤 幹架가 

‘여민락령’을 연주하면 전하는 어화에서 내려 와 가마를 타고 전 밖으로 나갈 때 고취 

가 연주한다. 전하가 내전으로 들어가신 뒤 鼓吹가 멈추고， 왕세자가 명정문으로 나가 

가마를 타면 고취가 연주하고， 내전에 들어 가시면 鼓吹가 멈춘다. 이후 여러 신하들 

과 내외빈이 물러가며 進體이 끝난다. 

己표年의 進購圖式에는 현재 舞鼓를 추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도16) ， 무고는 

제4작과 9작에서 추는 것이고， 제4작인지 제 9작인지 분별할 수는 없지만 倒座 앞의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이 잔을 비우고 있는 순간을 그린 것이 

다 31 ) 이 장면에 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왕이 그 곳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폰한 

존재인 왕과 왕비， 왕세자 동은 그리지 않는 관례때문에 생략되었을 뿐이다. 

30) 앞 책， 第 1卷 {義註條， 明政願進體優項 참조. 

31) “嚴下執뽑 宰E:H府tk: 顆下짧흩훌 登架1'P劉!홈交奏 舞童舞鼓” 앞 책， 第 1卷 f義註條， 明政戰進購{義項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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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진찬장면들도 대개는 이러한 원칙올 따르고 있다. 정재도와 채화도， 악기도 

와 기물， 복식을 상세하게 그렸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정확한 기록과 相考用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慧慶願進戰蘇와 쳤慶願進體圖 

慧慶願의 進購에서는 七醫이 시행되었는데 進館올 중심으로 進屬한 인불과 음악， 

정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갈다. 

제 1작 : 王世子 : 태평년지곡--치화평지곡(향당교주)--경풍악지곡(향당교주)

- 서운요일지곡(향당교주)-- 경춘광지곡(향당교주)-- 염양춘지곡(향당교 

주)--창악창--장생보연지악 : 장생보연지무--수제천지곡(향당교주)

- 전전환지곡(향당교주)--만파정 식 지곡(향당교주)--수요남극지곡(향당 

교주)-- 경록무환지곡(향당교주)--수안지옥(향당교주)- 일승월호지곡 

(향당교주) 

제 2작 : 王世子寶 : 제수창지곡: 헌선도--응천장지곡(향당교주)--금천악지곡(향 

당교주)--악숭평 지무(향당교주)--건청곤녕자곡(향당교주) 

제3작 : 左命橋班首 : 수령지곡 : 향발무--망릉지곡(향당교주)- -축화지곡(향탕 

교주) 

제4작 : 右命歸班首 : 하성조지곡 : 아백무--천춘지곡(향당교주) 

제5작 : 宗親班首 : 천년만세지곡 : 포구락--천록영창지곡(향당교주)- -장춘불로 

지곡 

제6작 : 1:義寶班首 : 연백복지곡 : 수연장지무--만사년지곡(향당교주)--정상지 곡 

제7작 : 威닮班首 : 만수장지곡 : 하황은--요계악지곡(향당교주) 

〈자경전진찬도〉에서는 중앙에 寶座가 있고， 현재 몽금척이 공연되고 있다(도18， 도 

19). 이 장면도 의례를 정확하게 상고하려면 명정전진찬과 마찬가지로 의주의 내용과 

정재도， 시위， 의장에 관한 기록과 비교하며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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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己표年 『進廳歲휩L.n에 실린 회화관계 기록 

의궤 중에는 관련 행사에 소용된 각종 사향들이 소상하게 실리기 때문에 보는 관점 

에 따라 다양한 정보롤 얻을 수 있다. 필자는 미술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앞 장에서 의궤에 실린 진찬도식율 중심으로 회화적인 

흑징과 회화사적인 의의롤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미처 살피지 못한 몇 가지 사 

항들을 간추려 보겠다. 

1. 표훌鷹風 

기축년의 외진찬과 내진찬에는 왕의 권위와 위염을 상징하는 그림인 日月五훌뽑風 

이 모두 사용되었다 32) 이에 따라 이를 마련하는데 들어간 재료와 그런 화원， 비용 등 

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외진찬시에는 두 개의 오봉병풍이 사용되었는데 33) 그 중 하나는 기왕에 있던 것을 

加彩하여 사용하였고 하나는 排設房에서 대령하였다. 가채하는데 소용된 彩色으로는 

I활朱紅이 4냥 3전， 倚葉이 1근 8냥， 二좁이 3전 5분， 三綠과 륨紹이 각기 1근， 水銀이 

1냥 3포 2월， f委觸石이 1塊 들었으며， 전체 비용은 31냥 7전 4분이 들어갔다 34) 

내진찬시에는 五筆합風과 쐐毛 中햄이 사용되었으며(도17) ， 그 중 오봉병은 進購所

에서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35) 자경전에서 사용된 오봉병은 10貼 大탑風이었으며 

이롤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세로대용 }훌松板 2立， 가로대용 相子板 3立 : 24냥 3전 

그렴본을 그리기 위한 하얀 비단 길이 5척 2촌 너비 1 척 8촌으로 10폭의 가격 : 42냥 

포수하기 위한 우뭇가사리 4근 :3냥 7분 

백반 6냥 :4냥 8분 

어교， 아교 각 8냥 : 아교 가격은 2전 6분， 어교는 軍器놓 

32) 앞 책， 第2卷 排設條 , 外進廳排設項과 內進鷹排設項 창조. 

33) 앞 책 , 第2卷 器用條， 修理項， 外進廳8홈排設üLìk 창조. 

34) 앞 책， 第2卷 器用條. ff쫓理項 창조. 

35) 앞 책， 第2卷 排設條， 內進戰時排設位ìkt홉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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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爭機 5坐

보수하기 위한 각 를의 海長竹 2개 : 각 1 전 

條所一良衣 : 1냥 5분 

생무명 7R: 4전 7분 

麻絲 3獲: 3분 

밑그렴용 여러 색깔의 채색 : 96냥 

初補慶落 4축 :2냥 

再構 構i主紙 3권 11장 :4냥 1 전 2분 

網補接用 毛面紙 1권 16장 : 1냥 8전 

回뺨하기 위한 草綠方絲細 길이 5척 2촌 너비 3분 2편과 길이 1 척 8분 너비 2촌 

20편 :6냥 

배접하기 위한 構i主紙 10장 :6전 6분 

紅方絲細 길이 5척 2촌 너비 3분 2편， 길이 1 척 8촌 너비 3분 20편 : 1냥 3전 5분 

白方絲細 너비 5척 2촌 길이 3분 4편， 길이 1 척 8분 너비 3분 40편 :8전 1분 

배접용 紅扁子紙 2장 : 1 전 2분 

構i主紙 3장 : 1 전 9분 

돌쩌귀용 톰늪落 2度 : 1냥 

내부에 바를 白方絲細 길이 5척 2촌 너비 1촌 4편 :6전 2분 

배접용 碼좁布 길이 5척 2촌， 衣次 아청포 길이 5척 6촌 6편， 上下훌次 f훨좁布 길 

이 1 척 8촌 4편 : 12냥 4전 1분 

배 접용 춤梁 橫j主紙 13장 : 1냥 2전 1분 

總造 춤麻絲 5전: 5분 

아교 가루 4斗 : 1냥 6전 

댈감 3판 : 1 전 2분 

乾i爭없 二石 : 1냥 2전 

回뺨金花文하기 위한 金溶 1束 2貼 : 10냥 8전 

f홈爛 價錢→兩 : 上下 代錢

아교 8냥 : 2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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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기 위한 豆錫 片鐵 107H 廣頭훤 167H : 1냥 5전 

三浦半月乃 :3전 3분 

훌次 홍색 광목 七福 1 건 :5냥 2전 

얼지흥면사(쓸只紅縣絲)三甲所一良衣 : 2냥 8전 6분 

장인이 사용할 細手띠 1건 : 4전 

추手rtJ 1 건 :3전 4분 

油紙 5장 :4전 

앞에 배열할 六油휩 1번 

중간 크기의 거친 숫돌 1塊， 魚、隊 1근 : 軍器후 

條所 2良衣 :2냥 1 전 

l風盧 1坐 : 쓰고 돌려 보냄. 

숨 3斗 :2전 l분 

화원 15 명 8일 : 매 일 2전 2분 

소옥장 4명 각3 일， 병풍장 4명 각 6 일， 두석장 2명 각 4 일; 사람마다 매일 쌀 3되 

광목 1 척 1촌6분 모두 합하여 9냥 9분 '3f)) 

제 3권의 財用條에는 전체 가격이 227냥 1 전이 들였다고 기록되었다 37) 

2. 進購圖홈 

진찬이 끝난 뒤에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그런 진찬도병을 만들어 행사를 기록하고 

相考하기 위한 자료로 보전하였다. 궁중의 연회를 기록하기 위하여 18세기 전반까지 

는 筆寫된 觸錄 또는 f義휩L가 제작되었다. 이때까지는 圖式이 실리지 않았고 대신 “大

훌圖”라는 별도의 그럼이 그려진 뒤 相考用 자료로 사용되었다 38) 왕과 왕대비 또는 

왕비의 四句， 五句， 六쉽] 동을 칭경하기 위한 특별한 연회안 進훌과 進購을 그린 병풍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 덕수궁의 궁중유물관에 소 

창된 1829년(己표)(도8) ， 1848년(찌申)(도25) ， 1901 년(辛표)(도26) 의 것들을 확인 

36) 앞 책， 第2卷 專텀條， I文子 12月 初38項 참조. 

37) 앞 책， 第3卷 財用條 창조. 

38) “中宮顆많排依橫看大훌圖" r훌훌훌빼錄』 며辰年(1616) 6月 25 日項. 2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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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외에 좀더 현존하리라 생각된다. 

1829년에도 진찬도병이 그려져 1829년 5월 25일에는 이미 진상되었다 391 현재 국 

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진찬도병은 畵員인 李壽民 퉁 13인이 그렸다고 기록되었고， 

진찬도병을 진상한 뒤 각 광목 2필씩의 시상을 받았다 401 궁중에 들인 진찬도병은 한 

벌이 아니였던 듯 내입한 4坐의 大휩의 가격은 매 坐마다 100냥이었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당상 6명과 장악제조 1명이 각기 中뽑 1坐의 가격인 50냥을 내었고， 낭청 6명은 

각기 中牌 1坐씩의 가격 40냥울 내었으며， 별간역 2명은 각 20냥씩， 비장 10명과 록 

사 1 명， 계사 4명， 서리 12 명， 의주색서리 1 명， 서사 2명， 고직 1명은 각 10냥썩， 사령 

13명은 각 2냥씩， 군사 5명과 관리환 5명이 각 1냥씩 내었는데 41) 이상 모두 1376냥 

이 들었다 421 

1829년의 〈진찬도〉병풍(도8)에는 명정전의 진찬이 세 폭에， 자경전의 진찬이 세 폭 

에 냐누어 그려져 있다. 모두 의궤 중의 진찬도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이통시정식 부 

감법을 취하였다. 

3. 홉물 관계 기록 

의궤에는 행사를 치장하기 위하여 통원된 화원에 관한 기록들이 실리게 되었다. 궁 

중의 화원들뿐 아니라 때로는 方外畵師라고 하여 다른 관아나 지역에서 차출되기도 

하였다. 1829년 (c표)의 의계에도 여러 화원들의 이름이냐 역할이 확인된다. 

우선 내진찬 시의 시상에서 여러 화원들이 상을 받았는데， 李命橋 등 3인과 방외화 

원 李東延이 광목 2필과 布 1 필， 화원 金繹鍾 퉁 3인과 방외화원 安宗險 등 2인이 광 

목 1필과 포 1 필， 화원 李命健 등 2인과 방외화원 全景喜 퉁 5인이 광목 l필울 시상 

받았다 431 이들 중 안종검은 1813년에 착공하여 1834년에 완공된 창경궁의 영건에 方

外畵師로 참여하였음이『昌慶宮營健都藍f義執』의 rIIlL J條를 통하여 확인되며. 1834년 

39) 앞 책， 第 1卷 移文條.c표 5月 25 日項 참조. 

40) 앞 책， 第3卷 賞典條， 進戰圖합進上後施賞項 참조. 

41) 앞 책， 第3卷 財用條， 內入進體圖따及堂郞以下模합f賣應轉項 참조. 

42) 앞 책， 第3卷 財用條 창조. 

43) 앞 책， 第3卷 賞典條， 內進戰H총施賞項 참조. 

44) 安輝滾， “韓國의 宮關圖" Ii"東關圖 dl. 48-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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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의 중건에도 참여하였다 44) 이들의 시상 내역은 각기 행사에서 맡은 업무와 관 

계되었을 것이며， 대개 그렴 또는 장식문양을 그리거나 색철을 하는 풍의 일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1829년의 f義軟에는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 

록되지는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진찬도병(도8)을 진상한 후 李壽民 등 13인 

의 畵員이 각기 광목 2필씩을 시상받았는데， 이들은 진찬도병을 제작한 화원들이었을 

것이며， 진찬도병을 그릴 때 13명의 화원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진찬도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존하고 었으냐，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 

다. 그러냐 李壽民(1783-1839)은 1820년대에 그려진 〈동궐도〉의 제작에 관여한 것 

￡로 추정되는 만큼 45) 이 작품의 화풍은 19세기 초의 원체 화풍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風物藍造 後에는 화원 趙光뿔 둥 5인이 광목 2필씩， 화원 朴禮瑞가 加資되었으며 46) 

이들은 여러 기물들을 채색하거냐 문양을 그려넣는 일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냐 역 

시 그 역할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중 조팡벽은 안종검과 마찬가지로 창경궁의 영건에 

方外畵師로 참여하였음이 『昌慶宮營健都藍f義軟」의 rIlIf J↑옮를 통하여 확인되며， 또한 

1834년 창경궁의 중건에도 방외화원으로 참여하여 시상을 받았다 47) 

이외에 외진찬이 시행되기 전에 의전을 그런 반차도를 미리 임금께 진상하는 관례 

가 있었는데， 임금이 보게 될 외진찬 반차도식 2건과 의주， 小易記 동을 제작하는데 4 

명의 화원이 각 15일씩 일을 하였고， 매일 쌀 3되와 木 1F 1-t 6分을 받았다 48) 

VJI. 맺음말 

이제까지 19세기 이후에 주로 제작된 진찬， 진작의궤의 한 전형을 보여 주는 B표 

年의 『進購f義執』를 중심으로 진찬의궤의 내용과 특징， 진찬의체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45) 앞 글， 48-50쪽 참조. 

46) 앞 책， 第3卷 賞典條， 風物몽효造後施賞項 창조. 

47) 安輝港， “韓國의 宮關圖 앞 책， 48-49쪽 참조. 

48) 己표年 『進廳{義뼈Ldh 第2卷 훌 텀條， G표 正月 17 日 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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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표年의 「進購↑義휩L.n는 純祖의 四句과 30년의 登極을 기념하기 위해 베푼 進體{義를 

기록한 의폐이다. 이 때에는 外進購과 內進體이 계속 시행되었는데， 외진찬은 창덕궁 

의 정전인 明政嚴에서， 내진찬은 순원왕후의 처소인 慧慶嚴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의 

진찬은 대개 왕이나 왕비 또는 왕대비의 四句 또는 五句， 六쉽] 퉁 륙별한 생신을 기념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따라서 내진찬이 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내， 외진찬이 함 

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전과 의장， 음악과 음식， 복식， 미술 퉁에 관한 자료 

가 총망라하여 의궤에 실리게 되었다. 

진찬에 관한 제반사향을 관장하기 위하여 進魔所가 설치되었고， 진찬소 안에 설치 

된 ↑義動L所에서는 행사를 보전하고 후일의 相考用 자료로 삼기 위하여 進購f義軟를 제 

작하였다. 1829년에는 6건의 의궤가 작성되어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척성산성의 史庫에 보관되었으며， 현재 이 6건의 의계는 奎章聞과 藏書聞에 소장되어 

모두 현폰하고 있다. 

궁중에서 ‘ 시행된 대규모의 연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進훌과 進擺， 進廳， 受顧 등이 

사용되었다. 연회의 규모는 원칙척으로 진연， 진찬， 진작의 순이었고， 각각의 연회를 

기록한 의궤를 進夏懷軟， 進購f義軟， 進顧↑義휩L라고 하였다. 受嚴f義휩L는 한 건이 전하는 

데， 受짧은 英祖의 돗에 따라 七醫禮로 시행된 조출한 연회였다. 이들 용어들은 연회 

의 대상자， 주관자， 연회의 통기나 규모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그러한 구별은 신분이 

나 지위， 연령， 계기에 따라 禮의 격식과 내용을 달리 하였던 조선조의 의례체계를 반 

영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었다. 

己표年 『進購f義빼L.n의 체재와 내용， 도식의 표현방식과 판각기법들은 丁갖年(1827) 

의 「慧慶願進醫整禮{義軟』와 JX:子年(1828) 의 F進題f義휩L.n와 상통하는 요소들이 많다. 

또한 이들 의궤들은 1795년에 작성된 F園幸z:，.9P整理{義뼈L.n 체재 및 내용과 유샤한 부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19세기에 들어온 이후 체재와 구성을 편리하게 

조정하고 규격화한 다른 종류의 의계에서도 흔히 냐타냐는 현상으로 진연 · 진찬 · 진 

작의궤에서만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B표年 『進購f義軟』의 圖式에는 문자로 된 班次圖와 그려진 班次圖 두 종류가 모두 

실려 있다. 이들 반차도와 의궤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 본 결과 두 종류의 반차도 

모두 진찬의의 전모를 재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반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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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참작하고， 정재조， 악기도， 채화도， 의장도 퉁 다른 도식들올 참조삼아 보완하며 

또한 의궤에 기록된 제반 내용들올 더하면 당시 시행된 진찬의의 전모흘 재현할 수 

있울 정도로 상세하였다. 明政嚴進體{義의 舞童이나 樂工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燒휩L 

圖式의 그렴은 모든 퉁장인물을 재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상 의궤의 기록과 비교 

검토하여야 원상올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E표年 F進體{義軟』의 진찬도 표현은 전통적인 이동시점형 부감법을 샤용하였으나， 

전각도및 小ìk圖에서는 18세기 말 이후 院#畵風으로 자리잡은 평행사선투시도법과 

일정원근투시도법을 흔용하고 있는 과도적인 면모롤 보여준다. 현존하는 1829년의 

〈진찬도〉 또한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이통시점형 부감법올 사용하여서 진찬도 자체는 

오랜 관례를 존중하는 보수성을 유지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냐 1848년의 〈진찬도〉는 

서양화법의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한 일점원근투시도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 

세기 중엽 경 한국 화단에서 다양한 양식이 시도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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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明政廠〉 톨慶宮內. 1616년 중건 

圖 2. <明政願圖> ( 己표年 『進體像훌h..!1 중) 1829년 



圖 3. <東빼圖〉 중 明政짧 부분， 1820년대 

견본채 색 273 x 584cm 

고려대학교박물판 소장 

圓 5. <東뼈圖〉 중 훌훌훌廠과 f훌꿇훌 부분 1820년대 

견본채 색 273 x 584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 4. <慧慶嚴圖> ( 己표年 r進體嚴훨L.o 

중) 1829년 



圖 6. (環짧훌圖> (己표年 F進體嚴렇t.! 중) 

1829년 

圖 7. (王世子小次圖> ( 己표年 『進體嚴훨t.! 중) 

1829년 

圖 8. <進購圖〉합風 1829년(己표)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9. <明政願進體圖> (己표年 『進體熾휩LJJ 중) 1829년 

圖 10. <明政嚴進體班次圖> ( 己표年 『進體廣휩LJJ 중) 1829년 



圖 11. <慧慶願進體圖> (己표年 『進戰嚴훌n.JJ 중) 1829년 

圖 12. <慧慶願進購班次圖> (己표年 『進體렘훌훌n.JJ 중) 1829년 



圖 13. <明政願進廳圖)(부분)(己표年 『進體像휩tdl 중) 18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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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圖 14. 細座의 寶物 圖 15. <明政願進購班次圖> (부분)(己표年 『進購優軟』 중) 

1829년 



圖 16. <明政願進體圖> (부분)(己표年 『進樓憐휠Ldl 중) 1829년 

圖 17. <慧慶願進體圖> (부분) (己표年 『進戰憐획Ldl 중) 1829년 



圖 18. <慧慶짧進廳圖> (부분) (己표年 『進體像휠ldJ 중) 18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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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9. <慧慶嚴進廳班次圖>(부분) (己표年 『進앓홉훌훌ndJ 중) 1829년 



圖 20. (慧慶願進혐圖> (j)(;子年 『進뽑蘇휠LJI 중) 1828년 

圖 21.(進體嚴훌:11> (j)(;申年 『進옆嚴휠LJI 중) 1848년 



圖 22. <通明嚴쩔日會뱀圖) (丁표年 『進體嚴뼈』 중) 1877년 

圖 23. <康寧願內進體圖) (JÏ辰年 F進體蘇회L.!I 중) 1868년 



圖 24. (奉壽堂進體圖)(부분) (水原|훌行圖價〉 중 圖 26. ((辛표年) 進廳圖〉 훔風 (부분) 1901 년경 

저11폭 1795년경， 견본채색 

각 폭 151.5 x 66.4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圖 25. ((JX申年) 進훌훌圖〉 屬風 (부분) 1848년경 

견본채색 덕수궁 궁중유물관 소장 

견본채색 각폭 136.1 x 4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