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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고종 친정기(高宗 親政期, 1873-1907)에 제작된 궁중행사도
(宮中行事圖)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동 시기 왕실에서 궁중
행사도를 능동적으로 제작하고 활용하였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
하는 것이다.
궁중행사도는 국가 의례의 모습을 도회(圖繪)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에
의례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의례가 궁중행사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 점에 유념하여 본 논문은 국가
의례와 그림의 관계에 기반하여 궁중행사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었다. 우선 필자는 진연 의례(進宴儀禮)가 어떻게 19세기에 변하게 되었으
며 그 변화가 진찬진연도 제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고
종 친정기 진연 의례는 대왕대비, 왕, 왕세자, 종친(宗親), 척신(戚臣), 명
부(命婦), 관료 등 다양한 정치 참여 세력의 위계를 국왕 입장에서 규정하
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변화는 이러한 의례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왕과 왕세자였
다. 왕과 왕세자는 한 화면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그림의 정
중앙에 차비(差備)들에게 둘러싸여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
하였다. 반면 실제 의례와 그림에서 왕실 친족이 아닌 일반 관료들의 지위
는 축소되었고 명부, 종친, 척신, 의빈 등 왕실 친족이 관료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왕실 구성원의 위계는 그림의 주제, 인물들
의 위치와 표현, 배경의 묘사, 주렴(珠簾), 보계(補階), 차일(遮日) 등의 시
각 요소로 구현되고 차별화되었다.
또한 필자는 진하 의례(陳賀儀禮)의 성격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진하도
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진하례의 가장 큰 특징은 위계성(位階性)과 유동성
이었다. 진하례를 바탕으로 한 진하도는 국왕과 관료 사이의 위계를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며 국왕에 의해 제작 계기가 특별히 선택되어 그려진다

는 점에서 유동성을 지녔다. 따라서 진하도는 해당 의례의 절차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세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화
목(畵目)으로 고안되었다. 이 시기 왕실에서는 왕과 왕세자의 초월성을 보
여줄 수 있는 계기를 특별히 지목하여 이것을 진하도로 제작하였다. 고종
친정기 진하도는 왕세자의 탄생, 천연두 완치, 국왕 업무 대행 등을 기념
해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고종은 자신의 후계자인 왕세자의 위상을 공고
히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종은 진하도를 통해 왕세자가 천명(天命)에
의해 대권을 이을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왕실의 초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7세기까지 지속되었던 관료들의 계회도(契會圖) 전통은 18세기 이후 왕
실 주도의 계병(稧屛) 제작 체계로 변화되어 고종 친정기에 적극적으로 활
용되었다. 고종 친정기 궁중 행사 계병의 주제, 형식, 좌목(座目) 기술(記
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 계회도 전통이 왕실로 전용(轉用)되었
던 모습이 포착된다. 이와 더불어 계병 제작의 주체가 명백하게 왕실이었
기 때문에 궁중행사도 제작을 위한 재원(財源) 마련도 왕실 주도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 의궤에 기재
된 소요 재원 내역이 형식적으로 기입되었을 가능성과 실제 소요 재원이
의궤에 기재된 내역을 훨씬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무리하게
제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고종 친정기 왕실에서 궁중 행사 설행(設行)과 궁중행사도 제작을 지속하
였던 의도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 고종은 궁중 행사를
통해 새롭게 정치 주체로 등장한 종친, 척신, 명부 등 왕실 구성원들을 적
극적으로 포섭함과 동시에 국왕 입장에서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였
다. 둘째, 고종은 만민 평등을 지향했던 근대화의 흐름에 맞서 왕과 왕세
자의 존재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고종
친정기 왕실에서 생산된 왕실 이미지 전반에서 발견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자는 궁중행사도와 함께 왕과 왕세자가 직접 화면에 드러난 장르
인 어진(御眞)과 어사진(御寫眞)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근대 전환기 왕실에서 시각 매체를 제작하고
활용했던 방식을 보여주는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가 조선 왕실 미술 전통에 의거하면서도 당시 왕
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여 근대 전환기 왕실 미
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궁중행사도(宮中行事圖), 고종(高宗), 궁중 행사, 진연(進宴), 진찬
(進饌), 진하(進賀), 계병(稧屛), 계회도(契會圖), 어진(御眞), 어사
진(御寫眞), 왕실 회화, 궁중 회화
학 번 : 2016-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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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에 대한 연구이다. 궁중행사
도란 왕이나 왕세자가 국가 통치의 주체로서 수행한 국가와 왕실의 전례
의식(典禮儀式)을 재현한 그림이다.1)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는 진찬진
연도(進饌進宴圖)와 진하도(進賀圖) 두 종류로 제작되었으며 본 논문은 두
종류 모두에 대해 다룬다. 대상 작품은 1873년부터 190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현전하는 병풍 총 9건 16점이다. 대상 시기는 흥선대원군(興宣大
院君, 1820~1898)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親政)을 시작한 1873년부터 황
태자 순종에게 양위(讓位)한 1907년까지이다. 고종이 친정하던 시기에 그
가 직접 주문하였던 궁중행사도에 당시 왕실의 제작 의도가 가장 또렷하
게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궁중 행사에는 왕과 왕세자가 주도하여 행하는 오례(五禮)가 모두 포함된
다. 그러나 그 중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대부분 가례(嘉禮) 의식이었다.
법전에 규정된 가례 중에서도 실제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
과하였다.2) 고종 친정기에 그림으로 그려진 궁중 행사는 진찬진연 및 진
하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진연과 진하가 왕실 구성원과 관료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서 참여자들의 관계를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의례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궁중 행사는 일견 흥겨운 잔치 같아 보이나 실상은 복잡한 선택 과정을
거친 국가 의례였다. 어떤 일을 기념할 것인지,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누
구를 어디에 앉힐 것인지, 누가 먼저 축사를 할 것인지 등의 모든 선택이
참석자들 사이의 위계를 규정짓는 장치였다. 따라서 궁중행사도에는 궁중
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 9.
2) 예를 들어 『국조오례의』 가례에 포함된 50개 의절 중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책왕세자의
(冊王世子儀), 하의(賀儀), 문과전시의(文科展試儀), 무과전시의(武科展試儀), 문무과방방
의(文武科放榜儀), 양로연의(養老宴儀), 서연회강의(書筵會講儀), 왕세자입학의(王世子入
學儀) 등 8개 의절에 불과했다. 『국조속오례의』 가례에 포함된 20개 의절 중에는 어첩
봉안기사의(御帖奉安耆社儀), 친림기로연의(親臨耆老宴儀), 영수각어첩친제의(靈壽閣御
帖親題儀), 친림반교진하의(親臨頒敎進賀儀), 진연의(進宴儀), 왕비진연의(王妃進宴儀),
대왕대비진연의(大王大妃進宴儀), 삼전진연의(三殿進宴儀), 어연의(御宴儀) 등 9개 의절
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혜, 위의 책(2000), pp. 29-33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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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그대로 그려지기보다는 그림 제작 주체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궁중
행사가 번안되어 그려지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궁중행사도는 그림 제
작자의 이해관계가 전반에 투영되어 있는 그림으로 당시 왕실 회화 활용
양상을 알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이다.
궁중행사도는 독립적인 주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되었으므로 연구
된 기간이 길지 않다. 1970년대 후반 안휘준에 의해 계회도(契會圖)가 독
립적인 화목으로 성립되었고 여기에 궁중 행사를 기록한 문인들의 계회도
가 포함되어 다루어졌다.3) 안휘준은 궁중행사도를 풍속화 범주에 포함시
켜 논의하였다.4) 이후 1980년대 국공립 기관에서 소장 유물을 조사하며
궁중행사도를 산발적으로 소개하였다. 국가 주도로 제작된 궁중행사도가
본격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박정혜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박정혜는 2000년 출간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에서 그간 개별적으
로 다루어져 왔던 궁중기록화를 망라하여 하나의 계보로 정리하였다. 또한
제작 주체를 왕실로 규명하여 향후 발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후 개별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맥락을 조망하는 연구가 박정혜, 박은순,
부르클린트 융만(Burglind Jungmann)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5) 특히 궁
중 회화를 국왕의 공적(公的) 사업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유재빈에 의해 진
행되었다.6) 김수진은 궁중기록화의 매체적 측면에 주목하여 19세기 궁중
기록화 병풍을 조선 후기 병풍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7) 최근에는 궁중
3) 안휘준, 「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고문화』 20(1982), pp. 3-13.
4) 안휘준, 『한국 그림의 전통』(사회평론, 2012), pp. 321–322.
5) 부르클린트 융만, 김나연,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戊辰進饌圖屛〉에 관한 연구: 기록
자료와 장식적 표현」, 『미술사논단』 19(2014.12);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
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민속원, 2005); 박은순, 「명분인가 실제인가: 조
선 초기 궁중회화의 양상과 기능(1)」,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
의 정립과 확산』 1(사회평론, 2006); 박정혜, 「순조·헌종 년간 궁중연향의 기록: 의궤와
도병」,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국립중앙박물관, 2009); 동저, 「《顯宗丁未溫幸契屛》과
17세기의 산수화 契屛」, 『美術史論壇』 29(2009); 황정연, 「《수교도》로 본 조선시대 왕
세자의 관례와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국립문화재
연구소, 2011) 등이 있다.
6) 유재빈, 「正祖代 御眞과 신하초상의 제작: 초상화를 통한 군신관계의 고찰」, 『미술사학
연구』(2011); 동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陳賀圖〉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東岳美術
史學』 13(2012); 동저,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미술
사와 시각문화』 17(2016);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
위논문(2017); 동저, 「19세기 왕실 잔치의 기록과 정치」, 『美術史學』 3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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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화 중에서 연향과 관련한 행사 그림이 궁중연향도로 분류된 연구가
진행되었다.8) 2018년 8월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의 연회와 놀이〉 전시에
서는 궁중, 사대부, 관가(官家)와 민가(民家)의 연향을 그린 그림이 ‘연향
도’로 한 데 묶여 전시 되었다.
그러나 궁중행사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이 19세기 전반(前半)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종대(高宗代)의 궁중행사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
다.9) 지금까지 선행 연구자들은 고종대의 궁중행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종대 진찬진연도는 1848년 헌종대 《무신진찬계병(戊申
進饌稧屛)》의 표현이 그대로 차용되어 제작되는 말기적 면모를 보인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제작된 진찬진연도에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
로 국격이 상승한 면모가 의장(儀仗) 등의 도상을 통해 나타난다. 고종대
의 진하도는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屛)》 및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憲宗嘉禮陳賀契屛)》을 모본으로 제작되었지만 화면에
나타난 도상이 설행 계기와 일치하지 않아 말기적 양상을 보인다.
선행 연구의 결론과 달리 필자는 대상 병풍의 화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시기의 왕실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전대(前代)의 것을 답습하기보
다는 전통에 전거(典據)하되 당시 왕실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그림이 고안
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가 당시 왕실의 의도에 맞추어
7) 김수진, 「1879년 순종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의 제작과 수장」, 『미술사와 시각문화』
19, 2017; 동저, 「조선 후기 병풍 연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8) 안태욱, 「조선후기 궁중연향도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9) 고종대의 궁중행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으나 개별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다
음이 있다. 부르클린트 융만, 김나연,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戊辰進饌圖屛〉에 관한
연구: 기록 자료와 장식적 표현」, 『미술사논단』 19(2014.12); 박정혜, 「19세기 궁중연
향과 궁중연향도병」, 『조선시대 진찬 진연 진하병풍』(국립국악원, 2001); 동저, 「명헌태
후 칠순기념 신축년 진찬도병의 특징과 의의」,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논문집』 6(2004);
동저, 「대한제국기 진찬진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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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의를 논하는 것이다.
대상 병풍에는 고종이 직면했던 실질적인 존폐 위기와 그에 대한 고종의
대처 방안이 드러나 있다. 근대화의 흐름은 근본적으로 왕권을 제한할 제
도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에 맞서 왕실에서 채택한 방법은 성리학적 사
회 질서인 유교 명분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본분
을 지키는 한편 천명(天命)에 의해 권력을 위임 받은 군주가 절대 권력으
로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 고종을 포함한 당시 집권층이 추구했던 이상(理
想)이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이상을 배태(胚胎)한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
에는 왕실의 존재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권 승계를 공고히 하
고자 했던 당시 왕실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도는 궁중행사도
와 같이 왕과 왕세자가 직접 화면에 드러난 장르(genre)인 어진(御眞)과
어사진(御寫眞)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왕실 의례와 이를 그린 궁중행사도는 일반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하여 제
작되었다. 그러므로 왕권 강화가 대상 병풍의 제작 동기와 기능으로 설명
되는 것은 공허한 논의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그림
제작의 목적과 의도를 입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는 그림 제작의
일차적 배경이 된 국가 의례의 성격부터 그림의 제작 재원(財源) 마련 양
상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우선 국가 의례와 대상 그림의 관계가 검토될 것이다. 궁
중행사도는 국가 의례가 도해(圖解)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에 의례의 성
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의례가 궁중행사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필자는 진연 의례(進宴儀禮)가 19세기
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으며 그 변화가 진찬진연도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이어 진하 의례(陳賀儀禮)의 성격을 살피고 이
것이 진하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의 구체적인 생산 배경이
검토될 것이다. 특히 관료들의 계회도 전통이 18세기부터 왕실로 전용(轉
用) 되었던 양상이 주목된다. 아울러 당시 국가 의례 설행 및 궁중행사도
제작 비용이 왕실 주도로 마련되었던 정황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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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친정기 어진, 어사진 등 왕실 이미지 제작 양상이 검토될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필자는 당시 왕실에서 궁중행사도를 포함한 왕실 이미지를
제작하였던 의도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근대 전환기 왕실에서 시각 매체를 제작하고
활용했던 방식을 보여주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기 왕실의
시각 매체 운용 방식을 알아보는 것은 조선 왕실 미술의 마지막 발전 모
습과 근대 미술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가 조선 왕실 미술 전통에 의거(依據)하
면서도 당시 왕실의 목적에 맞추어 변화된 과정을 살펴 근대 전환기 왕실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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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와 왕실 구성원의 위상
변화
진찬진연도는 가례(嘉禮)의 일종인 궁중 예연(禮宴)을 그린 그림이다. 19
세기에 예연은 행사의 크기에 따라 진찬(進饌)과 진연(進宴)으로 나뉘어
설행되었고 각 의례는 진찬도(進饌圖)와 진연도(進宴圖)로 제작되었다.10)
Ⅱ장에서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서 왕과 왕세자가 그림의 주인공으
로 거듭나고 명부(命婦), 종친(宗親) 등의 왕실 친족이 주요한 권력 집단으
로 등장한 면모가 검토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진연 의례의 변화
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19세기 진연 의례의 변화가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진연 의례와 진찬진연도
조선 시대에 왕이나 왕세자가 상전(上典)에게 올린 왕실 연향의 종류로
는 풍정(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등이 있다. 이들 연향
의 크기는 소요 물자(物資)와 참석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되었다.11)
조선 전기(前期)에는 가장 큰 규모의 연향인 풍정연(豊呈宴)이 주로 설행
되었으나 연향의 규모는 숙종 연간을 기점으로 축소되었다.12) 이 시기에
궁중 연향이 재정비되며 풍정보다 작은 진연(進宴)이 주된 연향이 되었
다.13) 이러한 변화에는 검소(儉素)와 절용(節用)의 미덕을 앞세우고자 한
왕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14)
10) ‘진연’은 ‘진찬’과 ‘진연’ 등의 궁중 연향을 포괄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김종수, 「조선
시대 궁중연향 고찰-진연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한국예술종합학
교 전통예술원, 2000), p. 158.
11) 송혜진, 「조선조 진풍정에 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2(국립국악원, 1990), p. 97;
김종수,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韓國學報』(일지사, 2003), pp. 67-79.
12) 풍정연, 진연, 진찬, 진작 의례의 차이와 용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김종수, 앞의
논문(2000) 참조.
13) 숙종은 즉위 30년, 건강 회복과 성수(聖壽) 50세, 즉위 40년, 기로소 입소 기념 등 자
신을 위한 연향을 모두 진연으로 하였다. 박정혜, 앞의 논문(2005), pp. 164~165.
14) 박정혜, 앞의 책(2005), p. 16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과 관련된
행사가 진연(進宴)으로 행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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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풍정’에서 ‘진연’으로 이름이 작아진 것이 실제 설행 규모 축소
와 직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풍정이 사라진 19세기에 진연은 실질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연향이 되었다.15) 영조 연간 규모가 축소되었던 진연은
정조 연간부터 규모가 점차 커져 순조 연간 새로운 절차가 신설되고 참여
자 범위도 확대되었다. 순조 연간부터 왕, 왕비, 왕세자가 각각 주빈이 되
는 연향이 날을 달리하여 행해졌으며 하나의 행사도 낮 잔치(晝宴)와 밤
잔치(夜宴)으로 나뉘어 행해지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졌다. 영조 연간
외연(外宴)과 내연(內宴)이 하루에 설행되었던 것에 비하여 큰 변화이다.
순조 연간 이후 고종 친정기까지 궁중 연향은 내연(內宴), 외연(外宴),
야연(夜宴), 익일회작(翌日會酌), 익일야연(翌日夜宴) 등으로 세분화되어
설행되었다. 이들 연향은 참석자의 범주와 대상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절
차는 다음과 같이 공통된다.16) ① (행사 시작) 참석자들이 주빈에게 사배
(四拜)를 올리면 주빈이 음식을 받는다. ② (주빈 축하) 선창악장(先唱樂
章) 노래로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된다. 주요 참여자가 차례로 주빈에게
술과 함께 축하 말씀인 치사(致詞)를 올린다. 그 중 왕의 직계 가족은 치
사 순서가 끝나면 음식을 받는다. ③ (함께 즐김) 참석자들이 삼고두(三叩
頭) 혹은 삼무도(三舞蹈), 산호(山呼), 사배(四拜)로 주빈에게 인사를 올린
다. 모두 음식을 받는다. ④ (행사 종결) 후창악장(後唱樂章) 노래와 사배
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19세기에 설행된 각 행사에서 국왕은 위의 네 단
계를 유지하면서도 당시 왕실의 목적에 따라 세부 절차를 조정하였다.
19세기 진연 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내연의 외연화(外宴化)이다. 이 현
상은 정조 연간 1795년 봉수당(奉壽堂) 진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표1>
에서 알 수 있듯 본래 내연은 여성, 외연은 남성을 위한 잔치로 엄격히
구분되어 설행되었다. 내연은 왕실의 여성 어른인 왕대비나 왕비를 위해
내외명부가 올리는 잔치였던 반면 외연은 왕실의 남성 어른인 왕을 위해
종친, 의빈,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축하를 드리는 행사였다. 그러나 19세
기에 내연은 왕세자, 종친, 의빈(儀賓), 척신(戚臣) 등 남성들까지 참석하
는 연향으로 확장되었다. 내연이 외연보다 더 많은 참석자를 포괄하며 정
15) 박정혜, 앞의 논문(2005), p. 165.
16) 연향 단계별 성격 및 절차 변화에 대해서는 별표 5~9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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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구분
주빈
내
연 참석자
주빈
외
연 참석자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왕비
내명부, 외명부

『국조속오례의
(國朝續五禮儀)』
왕비
왕세자, 세자빈,
왕자, 명부

왕
왕세자, 종친,
의빈, 문무백관

왕
좌동

19세기
『진찬진연의궤(進饌進宴儀軌)』
대왕대비
왕
왕, 왕비, 세자, 왕비,
세자,
세자빈, 명부, 세자빈, 왕자,
종친,
의빈, 명부,
종친,
척신
의빈, 척신
왕
좌동

〈표1.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19세기 의궤의 연향 참가자 비교 〉
내연은 모든 연향에서 행해진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주 행사가 내연
일 경우 내연만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주 행사가 외연일 경우 내연이
따라서 설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행사에서 내연이 설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종 친정기에 극대화되어 심지어 내연을 받을 여성 어른이 없는
경우에도 국왕이 대신 내연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내연이 단순히 왕이
왕실 어른에게 축하를 울리는 왕실 내의 잔치가 아니라 조정의 신하와 백
성들이 함께 축하를 나누는 국가적인 행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17)
두 번째 특징은 순조 연간부터 야연, 익일회작 등이 추가되며 연향이 길
고 번잡해진다는 점이다. 왕은 하나의 행사를 계기로 참여자의 범위를 줄
이고 넓히며 반복적으로 이들과 마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왕 입장에
서 자신과 참석자들 간의 관계를 세분화하고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18) 내연은 왕과 왕실 친족들의 관계를, 외연은 왕
과 신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의례로 구조화되었다.19) 한편 왕실의 직계가
족인 대왕대비, 왕, 왕세자만 참석하는 행사인 야연은 이들 사이의 공동
체 의식을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연향 또한 이러한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

17) 유재빈, 「19세기 왕실 잔치의 기록과 정치」, 『美術史學』 36(2018), p. 115.
18) 이러한 변화는 순조 연간 효명세자가 기획한 1827년 정해진작, 1828년 무자진작,
1829년 기축진찬을 통해 이루어졌다. 효명세자는 참석자의 범주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의 연향을 치름으로써 왕, 왕세자와 참석자들의 관계를 세분화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
을 수 있었다. 유재빈, 위의 논문(2018), p. 110.
19) 유재빈, 위의 논문(2018),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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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례로 1887년 정해진찬(丁亥進饌)과 1901년 신축진찬(辛丑進
饌)은 당일 내연, 야연, 왕 익일회작, 왕 익일야연, 왕세자 익일회작, 왕세
자 익일야연까지 6단계의 연향으로 진행되었다(별표 1 참조).
세 번째로 19세기, 특히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연향은 18세기의 연향과
달리 참석자들이 연향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
화하였다. 19세기에 설행된 연향에서 연향의 기획자인 왕과 왕세자는 참
석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정조 연간까지의 내
연에서는 국왕이 주빈에게 여러 번 중복해서 술을 올렸고 치사를 올린 사
람도 왕실 가족에 한정되었다. 반면 1829년부터의 내연에서는 좌명부, 우
명부, 의빈, 척신들도 뜻을 모아 주빈에게 술과 치사를 올리게 되었다.20)
주빈에게 술을 올리고 주빈에게 술을 받는 과정은 주빈과 진작자(進爵者)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진
작자는 주빈에게 선택되어 술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과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빈에게 술을 올리고 받는 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이들이 연향에서 단순한 참관자(參觀者)가 아닌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변화는 왕과 왕세자가 연향을 통해
참여자들을 왕실에 우호적인 집단으로 포섭하려고 한 정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왕실의 의도는 고종 친정기 진연에서 참가자들이 음식과 술을 받
는 순서가 변화된 것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21) 19세기 중반까지
왕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주빈이 술을 받는 절차가 끝날 때까
지 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진연에서 참석자들은
일찍 술과 음식을 받으며 왕과 잔치를 함께 즐기는 이들로 거듭났다.
외연의 경우 고종 친정기에 처음으로 설행된 외연인 1892년 임진진찬
(壬辰進饌)에서 변화가 있었다. 1829년(순조29)의 외연에서 문무백관은
진작재신(進爵宰臣)이 9작까지 왕에게 술을 올린 다음에야 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892년(고종29)의 외연에서 문무백관은 왕세자가 왕에게
술을 올리자마자 술상을 받게 되었다. 내연의 경우 1902년 4월 임인진연
20) 김종수, 「조선후기 內宴儀禮의 변천」, 『溫知論叢』 35(2013), pp. 434-437.
21) 잔치에서 단연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음식은 참석자의 지위 고하(高下)에 따라 순서대
로 배분되어 참석자들의 위차(位次)를 대변해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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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進宴)에서 변화가 있었다. 1901년 내연까지 왕실 직계 가족을 제외
한 참여자들은 주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술과 치사(致詞)를 받고 나서야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02년 4월의 내연에서부터 참석자들은
황태자와 태자비가 치사를 올리자마자 술상을 받았다. 이에 더해 참석자
들은 주빈이 치사와 술을 받을 때마다 주빈과 함께 술을 마셨다.
넷째,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의 위상이 변화하였다. 무엇보다 왕세자
의 지위가 적극적으로 높여졌다. 1829년까지의 외연에서 왕세자는 관료들
에 앞서 왕에게 술을 올렸지만 관료들의 대표인 반수(班首)가 왕에게 술
을 올릴 때까지 기다린 이후 이들과 함께 상(床)을 받았다.22) 따라서 왕
세자는 관료들과 왕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2년의 외연에서 왕세자는 관료들보다 먼저 상을 받았고 관료들이 왕
에게 술을 올릴 때마다 왕과 함께 술을 받으며 왕과 같은 지위로 올라서
게 되었다.23) 왕세자가 왕과 훨씬 가까워지며 관료들과 차별화된 것이다.
더불어 대한제국 선포 이후 왕세자가 주빈이 된 익일회작에서 왕세자는
남향(南向)을 하고 관료들에게 사배(四拜)를 받는 등 제후국의 국왕과 같
은 지위로 높여졌다.
종친24), 의빈, 척신 등 왕실 친족(親族)의 지위 상승과 이에 동반된 일반
22) 『기축진찬의궤』 권1, 「儀註」 명정전진찬의, “王世子揮巾進饌案進別行果輔德進花執事
者設宗親文武應參官饌卓散花又散百官花”.
23) 『임진진찬의궤』 권1, 「儀註」 근정전진찬의, “進第二酌 … 副提調酌酒跪進內侍傳捧 王
世子受盞擧飮”.
24) 종친(宗親)은 국왕의 직계 자손 중 4대손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종친의 범위는 진연에 초대되었던 일부의 종친 인물에 국한된다.
이재원(李載元, 1831~1891, 흥선대원군의 조카), 이재면(李載冕, 1845~1912, 흥선대원
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 이재완(李載完, 1855~1922, 고종의 종제), 이승응(李昇應,
1836~1900, 선조의 아홉 째 아들인 경창군의 9대손) 등 고종의 근친(近親) 및 이들의
아들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중에서도 1887년 정해진찬부터 1902년 임인진연까지의
내연에서 종친의 반수(班首)로 치사를 올렸던 사람은 완평군(完平君) 이승응 1명이었다.
조선 후기에 종친의 수는 급감하여 순조 연간에 이르면 종친의 조건에 부합하는 이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종친 세력 중 정치적 의미가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
하였다. 이 현상은 조선 후기에 국왕이 친자(親子)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던 점, 정치권
의 세력 다툼에서 많은 수의 종친이 목숨을 잃었던 점 등에서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 고종의 왕위 계승 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친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수를 늘리기 위해 국왕
의 직계 자손 중 4대가 지난 ‘선파인(璿派人)’까지 종친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종
친이 일반 관료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각종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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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비중 축소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는 외연에서의 위치 변화로
확인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
종친과 문관(文官) 2품 이상은 동반(東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조 연간
의 궁중 행사에서 서반(西班)으로 밀려나 무반의 뒤에 위치하며 이들의
신분이 급격히 하락하였다.25) 종친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한 것은 고종 친
정기에 첫 번째로 설행된 외연인 1892년 임진진찬에서였다. 이들은 동반
에 포함되어 문반의 앞에 위치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26)
이러한 지위 변화는 고종이 국체(國體)를 황제국으로 바꾸며 편찬한 『대
한예전(大韓禮典)』의 「진연지도(進宴之圖)」(도1)에 더욱 극적으로 반영되
었다. 종친만 동반에 서며 문무반(文武班)은 서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고종 친정기에 이르러 종친, 의빈, 척신 등의 왕실 친족이 중요 요
직의 관료를 겸하게 되며 나타나게 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종친 세력인 전주이씨(全州李氏), 외척 세력인 풍양조씨(豊壤趙氏)와 여흥
민씨(驪興閔氏) 출신의 관료들이 정계의 요직(要職)을 차지하게 되었다.
왕실 친족이 왕의 주요 근친 세력이 되면서 그들의 지위가 진연 의례 과
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높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7)
한편 왕실 친족이 아닌 일반 관료들의 입지(立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시대에 종친의 정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왔던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철
종 연간까지 종친은 국왕으로부터 4대(代)가 지나지 않으면 관직을 맡을 수 없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종 친정기에 종친은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정치권에 포섭된 종친 및 선파인 중 고종 친
정기에 활발히 정치에 참여한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친정 선포 이후 고종은 대
원군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종친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과 유대
가 깊은 일부 종친만 지속적으로 기용하였다. 따라서 고종이 종친의 지위를 연향 과정
에서 높이려고 하였던 것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왕가
(王家)의 지위를 일반 관료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적극적
으로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종친의 범위 확대, 관직 진출 활성화 및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갑수, 「19세기 종실(宗室)의 단절 위기와 종친부(宗親府)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2009.12); 김병우, 「大院君 執權 前後 宗親과 宗正卿의 政治的 역할」, 『대구사학』
(2011.11) 참조. 고종 친정기 종친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김성혜, 「고종 친정 직후
정치적 기반 형성과 그 특징」(1874~1876), 『한국근현대사연구』(2010.3) 참조.
25) 정조 연간 종친의 자리 변화는 「정아조회지도(正衙朝會之圖)」를 통해 확인된다.
26) 『임진진찬의궤』 권1, 「儀註」 근정전진찬의, “設宗親及文官二品以上位於殿外近東設.”
27) 19세기 왕실 친족의 정치 참여 양상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Ⅳ장 (1) 고종 친정기 궁중
행사도 제작 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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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28) 궁중 행사에서 행사 주관 부서인 진찬소(進饌所)와 진연청
(進宴廳)은 전통적으로 왕의 근친 세력으로서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한
관아에 설치되었으며 소속 관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들로 임명되었
다.29) 1795년 정리소(整理所)가 장용영(壯勇營)에, 1829년 진찬소가 훈련
도감(訓練都監)에, 1848년에 총위영(總衛營)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인 예
이다.30) 그런데 고종 친정기에는 고종이 진연을 계기로 특정 관료 집단에
정치 권력을 실어주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종도 행사 부서에 신임
하는 측근 관료를 임명하였지만 실제 연향은 왕과 왕세자 주도로 준비되
었다. 진찬소 및 진연청은 1887년을 제외하고는 예조 및 장례원에 설치
되었다(별표2 참조). 부서원의 구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고종 친정
기 진찬진연소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민영환(閔泳煥, 1861-1905), 민영휘
(閔泳徽, 1852-1935) 등 왕실 친족 세력이 상당수 임명되었다. 왕실 친족
출신이 아닌 관료 중에서는 소수의 근신(近臣)이 한정적으로 당상관의 직
책을 맡았다(별표3 참조). 일반 관료들이 왕의 근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19세기 중반까지의 궁중 행사와 달라진 점이다.31)
28) 궁중 행사를 주도한 부서인 진찬소 및 진연청의 구성에도 왕실 친족 세력이 상당수 포
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관료들의 지위가 일률적으로 축소된다고 보기에
는 어렵다. 다만 필자는 진연 의례가 왕과 왕세자 주도로 기획됨으로써 준비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이 줄어든 점, 종친, 의빈, 척신 등 왕실 친족의 지위가 연향 과정에서 관
료들보다 높여짐으로써 왕실 친족이 아닌 일부 관료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을 관료들의 지위 축소로 주장하고자 한다.
29) 정조대 궁중행사도의 제작과 제작에 참여한 관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재빈, 앞의
논문(2016), pp. 157-248 참조.
30) 장용영, 훈국동영, 총위영, 무위소 등은 왕의 친위대 성격의 중앙군영이며 왕실 또는
측근을 위한 부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은 신경숙이 지적한 바 있다. 신경숙, 「19
세기 진연문화와 문학」,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민속원, 2005), p. 101.
31) 고종 친정기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은 궁중 행사를 설행하는 관청의 구성이다. 의
례와 관련된 사무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의정부와 궁내부가 분리
되면서 의정부에서 담당하던 진연을 궁내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진찬진연소 관원들도
궁내부에서 차출되었다. 이는 궁내부 직속 기관인 장례원에서 왕실 행사를 전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제국 시기 궁중 행사와 관련한 관청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종수,
「高宗代 進宴 儀禮의 性格」,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PP. 22-23.
아울러 왕실 행사를 전담하게 된 장례원의 업무 분장이 세분화되고 명확화되었다. 업무
가 계제(稽制), 여창(臚唱), 향축(香祝), 협률(協律), 도화(圖畵) 5개 과(課)로 세분되었다.
장례원의 인원은 점차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궁중행사도 제작을 담당하였던 도화과 화
원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 화원의 대
부분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박용기,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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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부의 지위 변화는 익일회작에서 찾아진다. 익일회작은 주 행사의
다음날 행사 주최자인 왕 혹은 왕세자와 명부, 당랑(堂郞)이 만나는 자리
였다. 왕은 왜 특별히 명부와 당랑을 만나 회포를 풀고자 했을까? 명부는
여성 관직자인 내명부(內命婦)와 종실(宗室) 및 문무관의 아내로 남편과
함께 직위를 받은 외명부(外命婦)로 구성되었다.32) 이들은 종친 및 척신
과 왕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내명부 수장인 왕비가 아
니라 외명부 수장인 왕을 직접 대면하였다는 사실은 이들 여성의 정치 활
동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점차 편입된 변화상을 보여준다.
19세기에 진연 의례는 각 참석자들의 위계를 국왕 입장에서 구체화하고
이들 간의 세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 친정기 진연 의례는 왕
실 어른의 생일 등 사적인 가족 잔치로 설행되었지만 여기에 초대된 이들
은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단 소속원이었다. 진연 의례는 이렇게 사
적인 관계로 맺어진 정치 참여 세력이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에
서 대면하는 장(場)이 되었다. 왕은 자신과 각 집단이 같이 혹은 따로 대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마련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위를 부여해
주고 이들 간의 세력을 조율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진연 의례 설행 과정
에서 나타난 참석자들의 이와 같은 위상 변화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
의 화면 변화와 궤를 같이 하였다.

2.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변화
1) 선행 양식 분석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가 조선 후기 진찬진연도 전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 양식을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궁
중행사도는 왕실 주도로 18세기에 제작되기 시작해 19세기에 발전하였다.

등이 1887년 《정해진찬계병》을 그린 이래로 1902년까지 계속하여 진찬진연도를 기화하
는 업무를 맡았다는 점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계병 제작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원
인으로 여겨진다. 대한제국 시기 화원 제도에 대해서는 박정혜, 「대한제국기 화원제도
의 변모와 화원의 운용」, 『근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96-97 참조.
32) 외명부는 종친(부계 친척)의 부인인 좌명부와 외척(모계 친척)의 부인인 우명부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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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작품명

제작계기

설행처

1

1706년

2

1710년

3

1744년

숙종 즉위30년 기념.
1712년 제작 추정
숙종
환후(患候)
회복 및 50세
기로소 입소 축하

4

1766년

5

1795년

진연도첩 진연
도 (화첩)
숭정전진연도
(화축)
숭정전 갑자
진연도 (병풍)
영조병술진연
도(2폭) (병풍)
화성능행도병
중 봉수당진찬
(병풍)

창덕궁
인정전
경희궁
숭정전
경희궁
숭정전
경희궁
숭정전
화성
봉수당

병술년 진연의 60
갑주(甲周)
화성원행 중 혜경궁
회갑 기념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리움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동국대 박물관
일본경도대박물관
동경예술대학

〈표2. 18세기 진찬진연계병 목록〉
가. 18세기
숙종 연간까지 관료들이 참여한 계회도로 그려진 진찬진연도는 영조 연
간에 왕명(王命)에 의해 그려져 궁중에 내입(內入)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조
연간부터 완연히 왕실 주도로 생산되었다.
① 숙종 1706년 《진연도첩》 〈진연도〉와 1710년 《숭정전진연도》
현전하는 진찬진연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은 1706년 숙종 즉
위 30년을 기념한 《진연도첩(進宴圖帖)》 〈진연도(進宴圖)〉이다(도2). 이 행
사는 임진란 이후 설행하지 못했던 외연을 100년 만에 부활시킨 행사였
다. 이를 기념하여 여러 관아에서 병풍과 족자(簇子)를 만들었으며 해당
작품은 기로소(耆老所)에서 만든 족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때 만들어진
그림은 궁중 내입을 위해 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의
정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진연도첩 서문에서 자신을 신(臣)이 아닌
나(余)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된다.33)
화면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획되었다. 화면 상단에 왕의 공간, 화
33) 최석정의 서문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의정부 이하의 각사에서 각기 병풍과 족자
등의 그림과 가영(歌詠)으로 이 행사의 영구한 징표로 삼기 위해 기로소에서는 첩자를
만들어 나에게 그 뒤에 글을 써줄 것을 청하였는데, 나는 이미 정부의 도병 서문에 그
행사의 의식 및 진계(陳戒)와 송도(頌禱)의 말을 모두 실었으므로 이 도첩을 보는 사람
은 마땅히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최석정, 「진연도첩 진연후서(進宴後序)」, 안태
욱, 앞의 논문(2014), p. 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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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앙에 가장 크게 구획된 신하들의 공간, 외곽(外廓)에 의장이 배설된
공간이다. 그 중 신하들의 공간이 전체 그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악무(樂舞)가 행해져 신하들의 공간이 행사의 주
된 공간으로 그려졌다. 어좌(御座) 오른편에 위치한 두 왕자의 자리는 서
향(西向)으로 설치되었는데 서향 시점으로 그려져 한 화면에 여러 방향의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화면의 질서가 왕을 기준으로 정립되지 않은 모습
이다. 이처럼 신하들이 중심이 된 화면 구성이 이 그림의 특징이다.
1710년에 그려진 〈숭정전진연도(崇政殿進宴圖)〉는 《진연도첩》 〈진연도〉
보다 훨씬 안정적인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도3). 이 그림은 숙종이 건강을
회복하고 50세가 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진연도첩》에서와 달리
의장 및 가마, 악대 등의 요소가 개별 공간에 할당되었으며 이러한 공간
구획은 고종 친정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아울러 궁궐 밖의 수목
(樹木)까지 화면에 포함되도록 장면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시점은 여전히
왕을 중심으로 통일되지 못한 다시점 구도를 보인다. 아울러 좌목(座目)에
‘신(臣)’자가 쓰이지 않아 그림이 내입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② 영조 1744년 《숭정전갑자진연도》와 1766년 《영조병술진연도》
영조 연간의 진연도는 설행 계기와 화면 구성에서 숙종 연간의 것을 계
술(繼述)하였다. 《숭정전갑자진연도(崇政殿甲子進宴圖)》는 1719년 숙종의
입기로소를 본받아 1744년 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하며 베푼 진연을 그린
것이다(도4). 『(갑자년)계병등록』에 의하면 숭정전 진연, 종친부(宗親府) 사
연(賜宴), 이튿날의 진전(進箋) 의식의 세 장면이 두 폭에 한 장면씩 연속
적으로 배치된 8폭 병풍이 제작되었다고 하나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34)
대신 축(軸) 형식의 〈종친부사연도〉와 병풍 형식의 《숭정전갑자진연도》가
전한다. 숭정전 진연을 그린 《숭정전갑자진연도》는 세 폭에 걸쳐 진연 장
면을 담고 있는데 그림이 1710년 숙종 〈숭정전진연도〉와 유사하다. 이 작
34) 박정혜, 앞의 책(2000), p. 167. 이 기록은 행사 장면만으로 이루어진 병풍이 이미 영
조 연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중요하다. 현존하는 진찬진연도만
살펴본다면 행사 한 장면이 2폭에 그려지고 한 병풍에 3~4개의 행사 장면이 그려지는
병풍 구성은 헌종 연간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록에 따르면 위와 같은 구성이
이미 영조 연간에 시도되었던 것이다.

- 15 -

품에서 중요한 점은 진연 장면을 단독 주제로 한 계병이 제작되기 시작하
였다는 것35)으로 19세기 왕실 주도의 진연계병 제작을 예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좌목에는 종친-문무관 순서로 입참자(入參者)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역시 신(臣)자는 기입되지 않았다.36)
1766년 《영조병술진연도(英祖丙戌進宴圖)》(도5)는 1706년 경희궁 숭정전
진연의 회갑(回甲)을 기념하여 설행된 행사를 담은 그림이다. 제1폭 좌목,
제2폭 진연도, 제3폭에서 8폭은 사녀도(士女圖)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띄
는 변화는 화면의 공간이 왕, 문무백관, 의장 등 세 개로 구획되던 것에서
왕과 문무백관의 두 공간으로 구획되며 왕의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은 더 크고 정교하게 묘사되었다. 이에 더해 왕세자 시연위(侍宴
位)의 시점이 병풍 전체의 시점과 통일되어 화면이 한층 합리적으로 구성
되었다. 정조 연간의 시점 변화가 예견된 것인데 정조는 왕세손(王世孫)이
었을 때 이 작품과 같은 계기로 제작된 계병을 열람하고 찬시(讚詩)를 지
었다고 한다.37) 정조가 열람한 그림이 해당 병풍인지 다른 병풍인지 특정
할 수 없지만 왕명에 의해 제작되어 왕실에 내입된 정조 연간 이후 계병
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③ 1795년 《화성능행도병》 〈봉수당진찬도〉
〈봉수당진찬도〉는 1795년 화성능행 중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한 진찬을
그린 그림이다(도6). 이 그림이 영조 연간까지의 그림과 확연하게 구별되
는 점은 일점투시도법(一點透視圖法)이 도입되어 화면에 합리성과 사실성
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이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보는 이의 시선이 소실점이 위치한 왕의 공간에
더욱 집중되게 되었다.38) 아울러 왕의 공간이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35) 박정혜, 앞의 책(2000), p. 167. 이 계병은 궁중 행사 장면이 처음 병풍에 유입되는 과
정에서 일반 회화와 행사 장면이 함께 그려진 절충 형태를 보여준다. 이 병풍의 1폭에
는 서문과 좌목, 2폭에 행사도가 그려졌으며 나머지 폭에는 사녀도가 그려졌다 .
36) 좌목에 신(臣)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35년 영조 《을묘친정후선온계병(乙卯親政後
宣醞契屛)》이다.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227 참조.
37) 박정혜, 앞의 책(2000), p. 273.
38) 유재빈은 연향을 받는 주인공인 혜경궁 홍씨가 아닌 정조가 초점을 맞추어 그림이 그
려졌다고 지적하였다. 유재빈, 위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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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졌으며 무동(舞童)이 춤을 추는 공간이 왕의 공간에 포섭되어 왕의 공
간이 그림의 중심이 되었다. 정조 연간에 일어난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왕명에 의한 계병 제작과 궁중 내입(內入)이 정례화(正禮化) 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된 궁중 헌상용
(獻上用) 내입 도병(圖屛)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39) 이처럼 정조
연간에 궁중행사도가 도감이나 관청 관원이 아닌 왕실 주도로 제작되고
분급(分給)되는 체제로 정착되었다.
나. 19세기 전반(前半) 및 대원군 집권기
정조 연간에 왕실 주도의 궁중행사도 제작 체계가 정착된 이후 순조, 헌
종 연간에는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찬진연도의 모본이 된 화면이 성립
되었다. 특히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특징이 되는 요소들이 1848년
헌종 《무신진찬계병》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대원군 집권기에 그려진 《무
진진찬계병》은 예외적인 화면 구성을 보인다.
시기
1 1829년
2 1848년
3 1868년

작품명
기축진찬계병
(己丑進饌稧屛)
무신진찬계병
(戊申進饌稧屛)
무진진찬계병
(戊辰進饌稧屛)

제작계기
순조 사순(四旬)
대왕대비 육순(六旬),
왕대비 망오(望五)
대왕대비 주갑(周甲)

설행처
창경궁 명정
전
창경궁 인정
전, 통명전
경복궁 강녕
전

소장처
국립중앙박
물관
국립중앙박
물관
LACMA

〈표3. 19세기 전반(前半) 진찬진연계병 목록〉
① 순조 연간 1829년 《기축진찬계병》
1892년 《기축진찬계병(己丑進饌稧屛)》은 효명세자가 순조의 사순(四旬)
을 기념하여 창경궁 명정전에서 올린 진찬을 그린 그림이다(도7).40) 1폭
은 어제(御製)와 시구(詩句), 2~4폭은 명정전 외진찬, 5~7폭은 자경전 내
진찬, 8폭은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은 1744년(영조20) 《숭정전
39) 해당 의궤의 〈상전〉에 진찬소에서 병풍을 진상(進上)한 후 상(賞)으로 화원 최득현, 김
득신이 각각 무명 2필과 베 1필을, 이명규, 장한종, 윤석조, 허식은 각각 무명 2필을,
이인문은 무명 1필과 베 1필을, 병풍장 임우춘이 무명 2필을 하사(下賜) 받았음이 기록
되어 있다. 번역은 수원시 편, 『원행을묘정리의궤』 5(수원시, 1996), p. 94.
40) 1892년 《기축진찬계병(己丑進饌稧屛)》에 대해서는 유재빈, 「19세기 왕실 잔치의 기록
과 정치」, 『美術史學』 36(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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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진연도》와 1795년(정조19) 〈봉수당진찬도〉가 적절히 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에 그려진 외진연의 모습은 《숭정전갑자진연도》를 모본으
로 했고 내진연의 모습은 〈봉수당진찬도〉를 모본으로 하였다. 여기에 정
조 연간의 1783년 《진하도》 및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이 참고되었
다. 행사장 밖의 풍경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모습 등이 정조 연
간의 궁중행사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작품의 특징은 첫째, 〈봉수당진찬도〉에서 외연과 내연의 혼합으로 표
현되었던 내연이 단독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는 점, 둘째, 내연에 주렴이라
는 시각 장치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41), 셋째, 각종 정재(呈才) 및
무동들의 모습이 더욱 화려하고 크게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종 친정기의 진찬진연도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② 헌종 연간 1848년 《무신진찬계병》
1848년 《무신진찬계병(戊申進饌稧屛)》은 대왕대비(순원왕후 김씨)의 육순
(六旬)과 왕대비(신정왕후 조씨)의 망오(望五)를 기념한 진찬을 그린 그림
이다, 이 그림은 19세기 진찬진연도의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된다(도8). 19
년 전 그려진 순조 《기축진찬계병》과 비교하여 그림에 새로운 요소가 많
이 도입되었다. 우선 진하도, 내연, 야연, 익일회작이 세트가 된 구성이 처
음 시도되었다. 영조 연간 외연이 단독으로 그려졌고 정조 연간 외연과 내
연이 혼합된 모습의 내연이 그려졌으며 순조 연간 내연이 단독으로 그려
졌다면 헌종 연간에는 진하와 익일회작까지 화면 구성에 포함되었다. 헌종
연간 확립된 이 구성은 고종 친정기까지 지속되었다.
국왕이 단독 주인공이 된 야연과 익일회작이 병풍 구성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야연은 대왕대비와 국왕만이 참여하는 작은 행사였음

41) 주렴은 남녀내외를 구분하는 용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내연에 참석하기
시작한 1795년 봉수당 진찬 이후부터 연회 공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찬진연도에서 주렴은 차단의 기능 외에도 주요 참석자들을 장엄하고 호위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주렴이 진찬진연도의 시각 장치로 표현된 최초의 그림은 순조 《기
축진찬계병》이다. 이 계병에서 주렴은 실제 행사의 의주에 따라 그려진 것이 아니라 국
왕의 모습을 가시화하도록 그려졌다. 《기축진찬계병》에 나타난 주렴의 표현에 대해서는
유재빈, 위의 논문(2018), pp. 116-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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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2폭에 걸쳐 그려졌다. 익일회작은 연향 절차로 신설된 것
이 1828년이었으나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서 병풍 화면에 처음 도입되
었다. 이러한 변화는 헌종이 순조 연간에 있었던 진연 의례의 변화를 《무
신진찬계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 수가 줄고 관료들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들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왕, 왕세자, 종친, 명
부 등으로 구성된 왕실 구성원이었다. 특히 명부의 지위 상승이 주목된다.
순조 《기축진찬계병》에서 남녀의 공간이 동서(東西)로 나뉘었다면 헌종
《무신진찬계병》에서는 남북(南北)으로 나뉘며 명부의 공간이 상위를 차지
하게 되었다.42) 화면에서 명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헌종 《무신진찬계병》에서 도입된 시각 요소들은 고종 친정기의 진찬진연
도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왕실 구성원의 강조, 관료들의 비중
축소, 건물을 대신한 주렴의 표현, 공간의 비현실성 등이 그러하다. 이러
한 요소들은 3절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③ 대원군 집권기 1868년 《무진진찬계병》
1868년 《무진진찬계병(戊辰進饌稧屛)》은 대왕대비(신정왕후 조씨)의 회갑
을 축하하기 위해 고종이 경복궁에서 올린 진찬을 그린 그림이다(도9). 병
풍은 1~2폭 근정전 진하, 3~4폭 강녕전 내진찬, 5~7폭 강녕전 익일회작,
8폭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기본적으로 1848년 《무신진찬계병》
에 따라 그려졌으면서도 예외적인 요소가 화면에 많이 도입되었다.
이 계병의 예외성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드러난다. 첫째, 해당 작품의
진하 장면과 내연 장면은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 따라 그려졌지만 야연
은 그려지지 않아 당일 야연과 익일 야연이 그림에서 생략되었다. 1829년
이후의 진찬진연도에서 야연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는 1868년 《무진진찬계
42) 이러한 공간 변화를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변화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순조대
기축진찬의 자경전 연향에서 남성은 남쪽의 자경문을, 여성은 서쪽의 보경문을 이용해
입퇴장한 것과 달리 헌종대 무신진찬에서는 남쪽의 정양문 하나만을 통해 남녀 참례자
들이 순차적으로 입퇴장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세진·조재모, 「순조·헌종
조 궁중연향의 공간운용과 경계조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4)』(2013.4.),
p.133 참조. 그러나 남녀가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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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유일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 행사가 낮부터 밤까지 지속되었던 것에
서 찾을 수 있다.43) 실제 행사에 따라 그림에서도 낮 잔치와 밤 잔치의
장면이 함께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원군의 정략적인 처사로 생
각된다. 만약 당일 야연이 있었다면 왕이 대왕대비와 독대(獨對)할 기회가
생겼을 것이다. 다음날 익일야연이 있었다면 왕이 진찬소 당랑(堂郞)들과
독대할 기회가 생겼을 것이다. 대원군은 낮과 밤 행사를 합쳐 왕이 독립적
으로 대왕대비와 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자신
의 의도대로 구성한 참석자들과 낮부터 밤까지 오래도록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시 아래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둘째, 1868년 행사의 특수성은 익일회작의 참석자 명단에서도 드러난다.
익일회작은 일반적으로 왕이 명부, 진찬소 당랑이 만나 행사 준비를 주도
한 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익일회작의 참
석 범위에는 명부, 구관당상(舊官堂上), 종친, 의빈, 척신까지 포함되었다.
진찬소와 의궤청이 종친부에 설치되어 종친부에서 행사 전반을 준비하였
기 때문에 이들이 익일회작에 참석했던 것이다. 이는 대원군을 중심으로
결집한 종친이 기존 관료들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셋째, 그림에서 전각(殿閣)이 유난히 상세히 표현되었다. 대원군은 그림을
통해 이날의 행사 장소였던 경복궁의 위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무진진찬
은 1868년 7월 완공된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설행된 국가 행사로서 그 의
의가 컸다. 특히 대원군은 경복궁 준공을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사업
으로 삼고자 하였다. 대원군은 경복궁영건도감(景福宮營建都監)에 자신의
측근 인물들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재정 및 국정 운영까지 장악하려 하였
다.44) 경복궁영건도감 당상 3인이 무진진찬도감의 당상까지 겸임했다는
사실을 통해 대원군의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45) 고종은 계병 제작 시
43) 내연은 정일12월초6일 미시(未時, 오후 1~3시)경 강녕전에서 행해졌으며 정재는 일모
(日暮, 해질녘)부터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대전회작은 12월11일
묘시(卯時, 오전5~7시)에 강녕전에서 설행되었으며 정재는 일모부터 삼경까지 설행되었
다. 『무진진찬의궤』, 「擇日」 “大王大妃殿內進饌正日十二月初六日未時康寧殿設 行【呈才
以日暮延至三更設行】 大殿會酌十二月十一日康寧殿設行【呈才以日暮延至三更設行】.”
44) 대원군이 경복궁영건도감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는 홍순민, 「고종대 경복
궁 중건의 정치적 의미」, 『서울학연구』 29(2007.8) 참조.
45) 이에 대해서는 서예진·김성희·양정원, 「19세기 후반 궁중연향도」, 2018년 1학기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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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연간 성립된 도상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고 대원군 집권기에 나타난
이러한 예외적인 도상은 채택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진찬진연도 전통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되었다.
첫째, 조선 후기 진찬진연도의 체제는 정조 연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진찬진연 행사 장면은 숙종 연간 화폭에 유입되었고 영조 연간 병풍의 단
독 주제가 되었다. 정조 연간에는 진찬진연도의 생산 체제가 국가 주도의
생산 및 분급 체제로 정착되었으며 화면의 시각 질서가 국왕을 중심으로
통일되었다. 둘째, 19세기 전반기의 진찬진연도에 국왕을 부각시키는 새로
운 시각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순조 연간에는 처음으로 내연이
단독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주렴이 진찬진연도의 주요한 시각 장치로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 헌종 연간에는 진하, 당일 내연, 야연, 익일회작, 익일야
연이 한 세트가 되는 구성이 확립되었다. 셋째, 대원군 집권기의 1868년
《무진진찬계병》은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 기반하였으나 야연이 내연과
함께 그려지는 등 예외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행사 의주(儀註)와
계병이 대원군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마련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고종 친정기의 진찬진연도는 어떠한 행사를 계기로 어떠한 선례
(先例)에 따라 제작되었을까?

2)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제작 동기와 전거(典據)
이 절에서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직접적 제작 배경인 진연 의례와
의궤에 나타난 제작 전거(典據)가 함께 검토될 것이다.46) 앞서 살펴보았
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유재빈 교수 “한국화론연습” 수업 발표자료, p. 8 참조.
46) 분석 대상 의궤 목록은 별표 4 참조. 고종 친정기에 설행되었던 진연 의례가 모두 의
궤와 행사도로 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친정기에 총 9번의 진연 의례가 있었으나
의궤와 행사도로 제작된 것은 7건이었다. 1877년(고종14) 정축진찬(丁丑進饌)과 관련하
여서는 해당 의궤는 현전하지만 행사도는 현전하지 않는다. 다만 1887년 『정해진찬의
궤』 「전교」 조(條)에 계병을 정축년(丁丑年)의 예에 따라 제작하라고 한 고종의 전교가
기재되어 있어 1877년에도 행사도가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893년 10월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 기념 진찬 및 1894년 2월 왕세자 망삼(望三) 기념 진연과 관련하
여서는 의궤와 행사도가 모두 현전하지 않으며 관련 기록 또한 발견된 바가 없다.
1893년~1894년에 거행된 진연 의례에 대해 의궤와 행사도가 제작되지 않은 이유는 구
체화되기 어렵다. 다만 이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이 발발(勃發)하고 지속되어 정국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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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진연 의례는 19세기 진연 의례의 변화를 이
끌어낸 행사들이었다. 고종은 1892년 임진진찬에서 외연을, 1902년 4월
임인진연에서 내연을 일변시키며 19세기 진연 의례 발전을 이끌었다. 따
라서 필자는 1892년 이전, 1892년 이후부터 1902년 이전, 1902년 이후
로 동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작시기

작품명

제작계기

1887년 1월

정해진찬계병
(丁亥進饌稧屛)
임진진찬계병
(壬辰進饌稧屛)
신축진찬계병
(辛丑進饌稧屛)
신축진연계병
(辛丑進宴稧屛)

익종
정사대리(政事代理)
60주년과 신정왕후 팔순(八旬)
고종 망오(望五)와 즉위 30주년

국립중앙박물관

명헌태후 망팔(望八)

국립고궁박물관

고종 오순(五旬)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壬寅進宴稧屛)

고종황제 망육(望六)과 입
기로소(入耆老所)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
(壬寅進宴稧屛)

고종 어극(御極) 40년

연세대학교박물관
크리스티경매본
소더비본
국립국악원
서울역사박물관
(고려대博 1,2폭)
(경희대博 3폭)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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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계병 목록〉
가. 1892년 이전 - 1887년 정해진찬
1887년의 정해진찬은 이 해가 고종의 종통(宗統)상 아버지인 익종(효명
세자)이 대리청정한 지 60주년이 된 해이자 신정왕후가 80세 된 해임을
기념하여 설행된 진찬이었다(도10). 이 진찬은 고종의 친정 선포 이후로
설행된 세 번째 연향이자 대비를 위한 세 번째 연향이었다.
1887년의 정해진찬은 종통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기린다는 점
에서 고종에게 뜻 깊은 행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정왕후는 사실상 고
종을 왕위에 올린 인물이자 고종이 왕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었다. 따라서 신정왕후에게 효성을 표하는 행사는 고종에게 특별한 의미
가 있었을 것이다. 고종은 신정왕후에게 17년 간 7번(1873년, 1877년,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점 등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진연
의례 목록에 대해서는 김종수, 위의 논문(2004), p. 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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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1882년, 1886년, 1887년, 1888년) 행사를 올렸으며 이는 거의
격년에 한 번 꼴이었다.47) 신정왕후가 고종에게 그의 정통성을 확인해주
는 인물로 얼마나 중요히 여겨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48)
신정왕후와 고종 자신의 모자(母子)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고종이 대원
군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친정(親政)을 행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행위였다. 고종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 고종에게 공적인 효도의 대상이 된
것은 언제나 신정왕후였다. 이러한 고종의 태도는 대원군과의 정치적 관
계가 불편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되었다.49) 이와 같은 정황은 정
해진찬에서 고종이 신정왕후에게 치사를 올리며 대왕대비를 나의 어머니
(我聖母)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서도 드러난다.50) 이를 통해 고종의
생부(生父)인 대원군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부정되었다.
1887년 정해진찬의 특징은 행사에서 대왕대비, 왕, 왕세자가 주빈이 된
자리가 개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행사 시점에 대왕대비, 왕,
왕세자가 모두 건재(健在)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51) 이
때 왕은 36세의 장년이었고 왕세자는 14세의 청년이었으므로 나라를 이
끌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를 과시하듯 행사에 대비와 왕, 왕세자
가 주빈이 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익일회작이 시작된
1828년 이래 1887년 정해진찬, 1901년 5월 신축진찬 뿐이었다.52)

47) 1890년 신정왕후가 승하하기 전까지 행사가 지속적으로 설행되었다. 진찬 및 진작 이
외에도 고종은 1879년(고종16) 신정왕후 혼인 60주년을 기념하여 표리와 존호를 올리
고 대사령을 반포하였다. 1882년(고종19)에는 고종이 신정왕후 관례 60주년을 기념하여
하례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였다. 1886년(고종23)에 고종은 신정왕후가 79세 됨을 기
념하여 진찬을 계획하였다가 재변이 생겨 신정왕후에게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
裏)만 올렸다. 1888년(고종25)에는 신정왕후가 81세 됨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렸다.
48) 고종은 신정왕후에게 연향 이외에도 존호(尊號)를 올려 효성을 표하려 하였다. 고종은
신정왕후에게 재위 기간 총 22책의 옥책을 올렸으며 이는 전대(前代)에 찾아볼 수 없는
규모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 어책』 5(국립고궁박물관, 2017), p. 251.
49) 강상규,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0(2006.6), p.
33.
50) 『정해진찬의궤』, 「치사」, “어제만경전진찬시친상치사(御製萬慶殿進饌時親上致詞)”.
51) 김종수, 「1887년(고종24) 神貞王后 八旬 경축 연향과 《[丁亥]進饌儀軌》」, 『규장각 소
장 의궤 해제집』 1(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p. 139.
52) 김종수, 위의 논문(2003),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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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892년 이후 ~ 1902년 이전
① 1892년 임진진찬
고종의 41세 생일과 즉위 30년을 기념한 1892년 임진진찬은 고종 친정
기에 첫 번째로 설행된 왕을 위한 연향이었다(도11).53) 왕을 위한 연향이
열린 것은 1829년(순조29) 기축진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대
왕대비 신정왕후가 1890년 승하한 뒤 헌종 비 효정왕후가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고종이 자신을 위한 진찬을 치르기에는 무리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해 6월 신정왕후의 부묘(祔廟)가
마무리되고 여름에 익종, 신정왕후, 왕대비 효정왕후, 왕과 왕비에게 존호
가 올려진 뒤 가을에야 진찬이 설행되었다.54)
1892년 임진진찬은 고종 친정기 진연이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변곡점이
되었던 진찬 중 하나로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언급하였듯 1892년 진찬
은 고종 친정기 외연을 일변시킨 진연이었다. 고종은 1829년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 열린 이 외연의 의절을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새로 마
련하였다.55) 이 때의 외연에서 왕세자는 왕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술을 받음으로써 관료들과 차별되는 지위를 얻었다. 이와 동시
에 참연 제신들이 술과 음식을 받는 순서가 급격히 앞으로 당겨지며 이들
이 연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섭되었다. 더불어 내연에서도 주빈 설정
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있었다. 보통의 내연 절차에 따르면 이
연회의 주빈은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인 왕대비 효정왕후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스스로를 이 연회의 주빈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 연향이 신정왕후가 사망한 뒤 고종이 독자적으
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찾아진
다.56) 1873년 친정 선포 후 신정왕후의 권위를 빌어 친정 체제를 구축했
53) 고종은 이를 기념하여 1월 1일에 신하들에게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였다. 7월
25일 왕대비, 왕, 왕비가 존호를 받았다. 9월 24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외진찬이, 다
음날에 강녕전에서 내진찬이 설행되었다.
54) 심승구, 「조선시대 진찬의례의 재현과 의미」, 『1892년 고종대 진찬의 연구고증』(한국
문화재보호재단, 2008), p. 7.
55) 『壬辰進饌儀軌』 권1 「전교」 8월 21일, “內外進饌班次圖以何年例爲之乎令曰 內進饌依
戊子年例爲之 外進饌一依五禮儀例爲之參互癸巳年例爲之.”
56) 심승구, 「조선시대 진찬의례의 재현과 의미」, 『1892년 고종대 진찬의 연구고증』(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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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고종은 1890년 신정왕후 사망 이후 비로소 독자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연향의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적극
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높이고 관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고 하였
다. 또한 이를 통해 고종 자신이 명실상부하게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닌 인
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점은 고종이 이 행사를 시행하면서 이미 다음해인 1893년 임
진왜란 회란(回鸞) 오회갑(五回甲)을 기념한 대규모 진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1892년 1월 고종은 이 해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임진
년이 다섯 번째 돌아온 해임을 기념하여 선조(宣祖)에게 존호를 올렸
다.57) 다음해인 1893년 10월에는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찬(宣祖大王回鸞
五回甲進饌)을 열었는데 이는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행사 중 규모가 단연
큰 것이었다.58)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앞서 고종은 자신의 즉위 30년을
기념하였다. 고종이 다음해 스스로를 선조를 계술(繼述)한 왕으로 격상(格
上)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진찬을 기획했던 것이다.

문화재보호재단, 2005), pp. 10-11.
57)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1월 29일(기축). 이 하명에서 고종은 선조가 조선
을 재건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태조(재위 1392-1398)가 나라를 건국한 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고종이 존호 추상의 근거로 “숙종을 따라 임신년에 태조와 태종에
게 존호를 올린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숙종을 계술해 태조, 태종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근거로 삼아 선조, 선조의 두 부인인 의인왕후와 인목왕후에게까지
존호를 올린 것이다. 이에 더해 고종은 존호 추상을 왕세자가 대리하여 올리도록 지시
하였다. 이로써 왕세자가 태조, 태종, 숙종과 자신을 이을 존재임을 각인시켰다.
58) 1893년의 진찬은 의궤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러나 이 해의 진찬은 그 어느 해보다도 성대히 진행된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고종
은 1593년 10월 4일 선조가 경운궁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하례를 받고 즉조당에 참
배할 것임을 직접 지시하였다. 행사의 전거(典據)로 든 것은 영조 계사년(癸巳年) 경운
궁 진찬이었다. 고종은 행사 설행의 모든 단계를 영조 계사년의 예에 맞추어 하였다.
참석자 명단부터 심지어 진하례 때 입는 옷까지 영조대의 것을 전거로 하였다. 이 과정
을 거쳐 10월 5일 근정전에서 외진찬, 10월 6일 왕대비전 내진찬, 8일 중궁전 내진찬,
10월 10일 계조당(繼照堂)에서 왕세자 익일회작이 설행되었다. 그런데 1893년의 진찬은
여러모로 이전과 다른 정황을 보였다. 우선 상례(尙禮)와 달리 진찬을 호조에서 주관하
였다. 또한 보통 내연은 왕실의 여성 어른 1명만을 위해 1번만 설행되었으나 왕대비와
왕비를 위한 내연을 각각 설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련 정황을 살펴보면 행사장의
설치, 치사와 전문(箋文)의 제작, 상세한 의식 설행 절차 등까지 사항까지 고종이 모두
지시하며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이점들은 충분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의궤나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상세한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쉽
다. 다만 이와 연관된 궁중행사도로서 1893년 《진하도》를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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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01년 5월 신축진찬
1901년 5월의 진찬은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가 71세가 된 것을 기념한
잔치였다(도12). 이 연향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 처음 베풀어진 연향
으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설행 과정을 살펴보면 효정왕후를 위한 이 행
사가 신정왕후를 위한 행사만큼 공들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59)
효정왕후가 종통 상으로는 고종의 형수(兄嫂)가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고
종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고종
은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효명세자)과 신정왕후 사이에 입적된 양자였다.
신축진찬은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 행해진 연향들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
았다.60) 신축진찬의 간소함은 의궤의 설행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절차가 상당히 생략된 것이다. 왕(황제)과 왕세자(황태자)
가 치사 올리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여령(女伶)과 가자(歌者)가 초빙되지
않았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산호(山呼) 과정도 생
략되었다. 1901년 5월 신축진찬은 2달 뒤 고종의 생일잔치인 7월 신축진
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치러진 것으로 이미 모든 관심과 물력(物力)이 7월
신축진연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신축진찬은 7월 고종의 생일잔치
에 정당성을 더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치러진 것으로 추정된다.61)

59) 효정왕후를 위해 베푼 연향은 신정왕후 때에 비해 상당히 소략했다. 고종28년(1891)에
효정왕후의 회갑이 되었지만 고종은 1890년 신정왕후가 승하한 것을 이유로 표리(옷감)
만 올렸다. 고종30년(1893)은 효정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50년이 된 해였지만 고종은
치사, 전문, 표리(表裏)만 올렸다. 결국 고종이 효정왕후에게 올린 진찬은 1901년 5월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수, 「1901년(光武5) 孝定王后 71세
경축 연향과 《[辛丑]進饌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서울대학교규장각,
2004), p. 419 참조.
60) 예를 들어 1887년 내연 시의 내외빈이 285명이었으나 1901년 5월 내연에는 175명만
참석하여 100명 이상 적었다. 김종수, 위의 논문(2004), p. 420.
61) 신경숙, 「대한제국기 궁중연향과 문학」,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p. 86. 신경숙은 그 이유에 대해 고종50세 축하연 개최에 대한 상소가 1900년 태후를
위한 축하연이 물러졌을 때부터 올려져 이미 1년 이상 언급되어 왔다는 점, 태후를 위
한 진찬 설행 이틀 전에 고종 진연을 위한 첫 준비 회동이 있었다는 점, 태후를 위한
축하연이 한 달 반의 준비기간을 가졌던 반면에 고종 축하 진연은 두 달 반 동안 준비
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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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01년 7월 신축진연
1901년 7월 신축진연은 고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연향이었다
(도13). 이 행사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첫 번째로 설행된 왕을
위한 외연으로 의미가 있다. 왕을 위한 행사가 연향 중 가장 규모가 큰
진연으로 설행된 것은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 설행되었던 1744년
(영조20) 진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축진연은 대한제국의 첫 번째 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인 함녕전
(咸寧殿)에서 외연과 내연이 모두 설행되었다.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경운궁 즉조당(卽阼堂)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이곳을
제국의 정궁으로 삼았다.62) 제후국의 격조에 맞는 법전을 만들기 위한 중
화전 공사가 7월 3일부터 시작되었고63) 부득이 내전에서 7월 26일 외연,
7월 27일 내연과 야연, 7월 28일 황태자 익일회작과 야연이 설행되었다.
신축진연의 특징은 신식 요소가 대거 도입된 행사였다는 점이다. 황제국
으로 국격(國格)이 상승하며 1892년 진찬에서보다 2.5배에서 4배 많은 의
장이 마련되었다.64) 또한 내취(內吹) 대신 1901년 설치된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의 신식 군악대가 등장했으며 전상악(殿上樂)에
도 새로운 악기가 포함되었다.65) 제기류(祭器類)도 상당수 새롭게 마련되
었다.66) 새롭게 정비된 요소들은 병풍 그림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 고종
62) 경운궁은 세조의 증손이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私邸)였으나 선조가 임진왜란
뒤 1593년 10월 4일 이곳을 궁궐로 삼아 환도하였다.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며 경운궁(慶運宮)을 거처로 하였다. 김종수, 「1901년(光武5) 高宗 50세 경축 연
향과 《[辛丑]進宴儀軌》,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 2(서울대학교규장각, 2004), p. 434.
63) 김종수, 위의 논문(2004), 같은 쪽.
64) 1892년에 대전 의장으로 58자루, 세자 의장으로 41자루가 사용된 반면 1901년에 황
제 의장으로 228자루, 태자 의장으로 100자루가 사용되었으며 1892년에 대전 의장으로
113자루, 세자 의장으로 39자루가 사용된 반면 1901년에는 황제 의장으로 396자루, 태
자 의장으로 157자루가 사용되었다. 김종수, 위의 논문(2004), p. 435.
65) 새로 편성된 악기는 대쟁(大箏), 월금(月琴), 특종(特鐘), 특경(特磬) 등이다. 신식 요소
가 대거 도입된 1901년 7월의 진찬은 1901년 5월 진찬보다 50만 냥이나 많은 81만 냥
을 지출했던 대규모 행사였다.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일지사,
2005), p. 768.
66) 외연 장면에서 대전(大殿) 바로 바깥쪽에 진설된 제기는 안쪽에서부터 대칭으로 교의
(交椅), 부상(跗床), 중대(中臺), 타호(唾壺), 불진(佛塵), 향로(香爐), 향합(香盒), 수병(水
甁)이다. 해당 의궤의 기용(器用) 도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러한 기용의 표현은 1901
년 7월 《신축진연계병》, 1902년 4월과 11월 《임인진연계병》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마지막 11월 《임인진연계병》에 준(樽) 1개가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의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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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된 모습을 병풍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다. 1902년 이후
① 1902년 4월 임인진연
1902년 4월 임인진연은 고종의 나이 51세와 어극(御極) 50주년을 축하
한 연향이었다(도14). 이 행사는 고종 친정기에 진연 의례가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기점이 되었던 연향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1902년 4월 진연
의 내연에서부터 왕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참여자들이 술과 음식을 받는
순서가 급격히 앞으로 당겨졌다. 또한 이들은 음식을 받은 뒤 진작자(進
爵者)가 왕에게 술을 올릴 때마다 왕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이들이 술
을 받는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 구조는 외연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1902년 4월 임인진연의 내연은 내연이 외연과 혼
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67) 이러한 양상
은 내연이 왕가(王家)의 잔치에서 주요 권력자들이 한 데 모이는 국가적
인 행사로 전환되었던 19세기의 변화 양상이 극대화된 결과로 생각된다.
1902년 4월 임인진연은 고종의 입기로소(入耆老所)와 관련되어 있다.68)
고종이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은 태조가 60세, 숙종이 59세, 영조가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에 이어 조선 왕실에서 네 번째였다.69) 이 해
용 도식은 1892년 『임진진찬의궤』부터 1902년 11월 『임인진연의궤』까지 동일하게 나
타나 왜 1901년 7월 계병에서부터 이 표현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궤의 행사 도식에는 이러한 기용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67) 외연과 내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빈과 왕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술을 마
시는 순서이다. 외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자가 왕에게 1작과 치사를, 백관반수가 2작
과 치사를 올린 후 3작부터는 왕, 세자, 백관의 순서로 군신이 함께 술을 마셨다. 반면
내연의 경우 주빈에게 모든 진작자와 치사자가 진작과 치사를 올린 뒤 주빈이 왕실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술을 내려주고 내명부 이하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러한 경계가
1902년 4월 임인진연에서 무너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종수는 내연 의식
과 외연 의식이 혼합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수, 「1902년(光武6) 高宗의 耆老所
入所와 《[壬寅]進宴懿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2004), pp. 453-454.
68) 1901년 12월 22일(양력) 황태자와 대신들이 황제의 망육(望六)과 즉위 40주년 축하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을 계기로 행사가 추진되었다. 황태자가 세 번 간청을 올린 끝
에 고종이 행사를 허락하였다. 2월 20일(양력 3월 29일)에는 완평군 이승응이 영조가
51세에 기로소에 입소한 것을 전거 삼아 황제에게 기로소 입소를 제안했고 이어 24일
황태자도 기로소 입소를 청해 고종이 허락하였다. 3월 6일(양력 4월 13)에는 황태자가
기로소 입소가 500년에 4번 있는 일임을 들어 연향을 청하자 고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69) 고종은 음력 3월 27일에 영수각을 살피고 기로소에 어첩을 봉안한 뒤 직접 궤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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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기로소 입소는 무척 흥미로운 행보이다. 기로소는 정2품

70세 이

상의 전현직(前現職) 문관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입소하는 기구였다. 대
한제국 선포 후 고종이 150년 전에 있었던 1744년 영조의 고사를 되살려
신하들의 기구인 기로소에 입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로소 입소 고사(古事)는 숙종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추정된다.70) 숙종
은 자신의 입소 명분으로 태조의 입소를 꼽았으나 기로소가 정식으로 만
들어진 것이 태종 연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입소할 기로소 자체가
없었다. 숙종은 세자, 종친 및 일부 대신들과 사전에 교섭하여 본인의 입
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찾았다. 신료들은 이에 발맞춰 태조가 잠저
(潛邸) 시기에 기로소에 들어갔고 선조 또한 이에 따르려 하였다는 고사
를 만들어내었다. 숙종이 고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한 목적은
태조의 사적을 정비하여 조종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71)
영조의 입기로소는 태조, 선조와 숙종을 잇는 계술(繼述)의 의미를 지니
며72) 고종의 입소도 그러하다고 여겨진다. 입기로소는 선왕의 전통을 잇
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고종은 태조, 선조, 숙종, 영조를 잇는 계술
행위를 통해 대한제국의 뿌리가 조선 왕조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았다. 이 때 고종은 기로소 신하들을 입소하게 하였다. 고종은 다음날인 3월 28일에 백
관들의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내렸으며 기로소 신하들에게 술을 하사했다. 4월 20일에
는 기로소 당상관들을 위해 함녕전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3일 뒤인 4월 23일에는 황태
자와 백관들이 황제를 위해 함녕전에서 외진연을 올렸다. 다음날인 24일에는 함녕전에서
내진 및 야진연이 있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황태자 익일회작과 야연이 있었다.
70) 숙종의 기로소 입소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윤정, 「肅宗 45년, 국왕의 耆老所
입소 경위와 그 정치적 함의-세자(景宗) 代理聽政의 명분적 보강-」, 『역사문화연구』
43(2012.8) 참조.
71) 윤정은 이에 더해 숙종이 세자로 하여금 의례를 주도하게 함으로써 세자의 위상을 높
이고자 했음을 지적하였다. 윤정, 위의 논문(2012), p. 24.
72) 영조는 《기사경회첩》의 〈어첩자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가 개국하고 3년이 지난 갑술 기사(耆社)에 직접 들어갔다. 문신 정2품 이상에게
명을 내려 구오지위(九五之位)와 동참하라고 하였으며 신하와 더불어 나이가 든 사람을
존경하였다. 국초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아름답고도 성대하다. 300여 년이 지난 기해년
봄에 우리 성고(聖考)께서 옛 일을 답습하고자 마침내 기사에 들어가 어첩을 쓰시고 영
수각에 모셔 두었다. 그리고는 글 잘 짓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어서 첩 아래에 발문을
쓰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태조께서 행하신 지난날의 성대하신 행사, 숙종께서 전대의
업적을 계승한 효성스런 생각이 환하게 빛을 내며 기사에 구비되었다. 오호, 나는 나라
를 이어받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계승하여 왕위에 오른 지도 거의 30년, 나이가 50이
넘었다.” 임지연, 「肅宗 45년(1719) 《耆社契帖》과 英祖 20년(1744) 《耆社慶會帖》 연
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 36-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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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고종은 1893년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 진찬에서처럼 나라를 반
석 위에 올린 태조, 선조와 본인을 동일 선상에 놓고자 했다. 고종은 기
로소 입소를 통해 태조로부터 계승된 자신의 왕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② 1902년 11월 임인진연
1902년 11월의 임인진연은 고종의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15). 이 행사는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진연이자
대한제국 시기에 유일하게 정전(正殿)에서 제대로 설행된 외연이었다.
행사는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10월 18일에 맞추어 설행될 계획이었으나
중화전 공사 일정에 맞추어 11월 4일로 늦춰져 설행되었다. 고종은 2층
법전으로 완성된 중화전에서 대규모 연향을 열어 황제국의 권위를 보여주
고자 하였다.73) 구체적인 의식 설행 절차나 배설은 4월의 연향과 동일하
였다. 그러나 외연의 설행처가 함녕전에서 중화전으로 옮겨온 것에 따라
내연의 설행처가 함녕전에서 관명전으로 옮겨온 점이 주목된다. 함녕전보
다 관명전이 규모가 더 작았음에도 장소를 옮긴 이유는 관명전이 중화전
바로 뒤에 위치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도16). 이는 내연 참석자들의
동선을 반드시 중화전을 지나오도록 조정한 것으로 고종이 새로 지어진
중화전의 위용을 내연 참석자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반영하여 《임인진연계병》에서 중화전이 상당히 강조되어 크고 정세
하게 묘사되어 있다(도17). 이 시기 진찬진연도에서 궁궐 등의 배경 요소
가 생략적으로 처리된 것과 비교하여 특기할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중화
전은 이 행사 직후인 1904년 2월 화재로 소실되었다.74) 11월 임인진연은
이러한 불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행되었던 대한제국의 궁중 행사였다.
라.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 제작의 전거(典據)
1887년부터 1902년까지 총 여섯 번의 연향은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설행
73) 고종은 중화전을 대한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로 짓고자 하여 경복궁의 주요 건물
들을 경운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01년부터 1902년까지 진행된
경운궁 중화전 중건은 《중화전영건도감의궤》로 남아있다. 최형보, 「《중화전영건도감의
궤》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궤 종합정보(http://e-kyujanggak.snu.ac.kr) 참조.
74) 현재의 중화전은 1906년에 경비 부족으로 인해 단층 누각으로 재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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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행사 절차와 계병도 전례(典例)에 따라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1887년 정해진찬에서 행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의주(儀註)의 마련75)
과 계병의 제작76)은 1877년 정축진찬의 예에 준비되었다. 그런데 1877년
정축진찬의 의주77)와 계병78)은 모두 1848년 무신진찬의 예에 의거해 준
비되었다. 따라서 정해년의 것도 무신년의 예에 따른 것이 된다.79) 이러
한 방식으로 추적해보면 행사 의주와 계병 마련의 전거(典據)가 <표5>와
같이 정리된다.80)

〈 표5. 19세기 진연 의례 및 계병의 전거(典據) 〉
계병의 전거 선택은 반드시 왕의 명령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순조 연간 이후 고종 연간까지 행사 의주의 마련과 계병의 제작
은 반드시 왕과 왕세자가 지명한 특정 전례에 의거해 추진되었다. 그런데

75)
76)
77)
78)
79)

『丁亥進饌儀軌』 권1 「傳敎」, 병술 12월 11일.
『정해진찬의궤』 권1 「전교」, 정해 정월 27일.
『丁丑進饌儀軌』 권1 「전교」, 정축 11월 초5일.
『정축진찬의궤』 권1 「전교」, 정축 12월 11일.
1848년(戊申年)의 의절과 계병은 1829년(己丑年)의 것을 따랐다. 『戊申進饌儀軌』 권1
「전교」 무신 2월23일 및 3월 초7일.
80) 1892년 임진진찬의 경우 내진찬과 익일회작의 의절은 무자년의 예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외진찬의 의절은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새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壬辰進饌儀軌』 권1 「전교」, 임진 8월 23일 “口傳下令曰 內進饌時 翌日會酌儀節 依戊
子年例磨鍊” 및 8월 21일, “內外進饌班次圖以何年例爲之乎令曰 內進饌依戊子年例爲之
外進饌一依五禮儀例爲之參互癸巳年例爲之”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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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준비가 대부분 영교(令敎, 왕세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병의 전거 선택만은 전교(傳敎, 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궁중행
사도 제작에 국왕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투영되었음이 짐작되는 정황이다.
1828년에서 1902년까지 12건의 진연 의례에서 계병 제작의 전거가 언
급되지 않은 경우와 후대 그림의 전거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두 개씩이
다. 우선 제작의 전거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1829년 《기축진찬계병》과
1868년 《무진진찬계병》이다. 1829년 《기축진찬계병》에서 효명세자는 『오
례의(五禮儀)』의 ‘진연도(進宴圖)’ 및 ‘정아조회도(正衙朝會圖)’를 참고해
도식을 새로 만들며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81) 1868년
《무진진찬계병》의 경우에도 전거로 삼은 의주나 계병에 대한 언급이 의궤
에 나타나지 않는다.82) 내진찬 후에 계병 2좌를 종친부에서 준비하여 들
이라는 대원군의 분부가 있었을 뿐이다. 대원군은 전례를 참고하기보다
본인의 의도에 맞게 제반 의주와 계병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후대 그림의 전거로 선택되지 못한 것은 1868년 《무진진찬계병》과
1901년 5월 《신축진찬계병》이다. 《무진진찬계병》의 경우 대원군의 의도
가 십분 투영되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의도적으로 전거로 삼
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친정 선포 이후 고종은 대원군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왕으로 거듭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계병 제작에도 나타
나 있다. 1901년 5월 《신축진찬계병》의 경우 내연만을 다룬 계병이었기
때문에 1902년 외연이 중심이 되었던 두 차례의 진연 시 계병 제작의 모
본으로 선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 1901년
5월의 진찬이 7월 고종을 위한 진연의 선결(先決) 절차로 소략하게 진행
되었기 때문에 행사나 그림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이 그림이
81) 『己丑進饌儀軌』 권1 「筵說」, 기축 정월 초7일. 행병조판서 박종훈이 말하기를, “진찬
도식(進饌圖式)을 만들어 바칠 때 『오례의(五禮儀)』에 실려있는 진연도(進宴圖) 및 정아
조회도(正衙朝會圖)를 서로 참고해서 마련하되, 승지와 사관(史官)의 자리는 전내(殿內)
에서 동서로 나누어 서로 향하게 하고,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자리는 서반(西班)에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근례(近例)에 가까우니, 이 점에서 도식을 수정해야 하므로 감히
앙달(仰達)하옵니다.”고 하니 하령하기를 “도식은 아뢴대로 하라. 승지와 사관의 자리는
서로 향하게 설치하고 종친과 의빈의 자리는 편한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번역은 송방송·김종수, 『(國譯)純祖己丑進饌儀軌』(민속원, 2007), pp. 47-48 참조.
82) 『戊辰進饌儀軌』 권1 「전교」, 무진 12월 11일, “口傳下敎曰今番內進饌後儀軌依例修入
而稧屛二坐 令宗府造備以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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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그림의 전거로 선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는 1848년 헌종 《무신진찬계병》을 모본으로 하
여 제작되었다. 고종이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미가 1848년 계병
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848년 계병의 특
징은 1829년 순조 《기축진찬계병》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내연의 단독 재
현, 주렴의 표현 등 새로운 요소가 그림에서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축진찬 시 신설되었던 익일회작 및 익일야연 등의 절차가 1848년
계병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종 친정기의 진찬진연도는 고종
이 위와 같은 요소가 잘 표현되어 있는 1848년 계병을 모본으로 선택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신진찬계병을 바
탕으로 하여 새로운 요소를 지속적으로 계병에 도입하였으며 자신이 고안
한 계병을 이후 계병 제작의 전거로 새롭게 활용하였다.
더불어 대한제국 시기의 의례가 조선 왕실의 것을 철저히 계승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조선에서 찾고자 하였다.83)
국체(國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제국 선포 전후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전 국가인 조선과의 연속성이 사회 전
반에 배태(胚胎)되어 있었던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84) 이러한
현상이 대한제국 시기의 진찬진연 의례와 진찬진연도에 잘 드러나 있다.

3)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 나타난 왕실 구성원의 위상 변화
19세기 진연 의례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왕, 왕세자, 종친, 명부, 관료
등 이해집단들의 위상 변화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 화면에 효과적으로

83) 대한제국이 조선의 연장인지 여부는 대한제국의 성격 규정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민원 등에 의해 대한제국 선포가 당시 존명사대론(尊明
事大論)적 소중화 관념에 젖어있던 보수 유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과 자극을 준
사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독립협
회에 대한 연구성과 과제」, 『韓國史硏究』 25(국사편찬위원회, 2005) 참조.
84) 고종은 낡은 나라를 계승하되 새로운 독립 황제국으로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자신의
명분으로 하였다. 이는 1902년 11월의 진찬을 청하며 황태자가 “오래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국운을 새롭게 하”셨음을 고종의 큰 공덕으로 삼고 있었던 것에 단적으로 드러
난다. 『임인진연의궤(11월)』 권1, 「睿疏」 11월 12일. 번역은 박소동, 『국역진연의궤』 1
(민족문화추진회, 2005), p. 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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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인 변화 모습으로 왕과 왕세자의 강조, 일반 관료의
비중 축소, 왕실 친족의 위상 강화, 위계성의 표현, 배경의 축소가 있다.
가. 왕과 왕세자의 강조
왕과 왕세자는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왕이 내외빈과 함께 주
빈에게 잔치를 올린 내연, 왕이 잔치를 받은 외연, 왕 또는 왕세자가 주
빈과 단독으로 마주한 야연, 왕 또는 왕세자가 내외빈(內外賓)에게 축하를
받은 익일회작, 왕 또는 왕세자가 진찬소 당랑에게 축하를 받은 익일야연
이 모두 화면에 단독으로 삽입되었다. 화제(畵題)의 구성에서도 왕과 왕세
자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종 친정기에 설행된 6번의 행사에서
3번이 왕이 주빈이 된 외연이었다. 이 점은 19세기에 설행된 대부분의 진
연이 왕실의 여성 어른을 위한 내연이었던 상황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왕과 왕세자는 각 화면에서 여러 차례 표현되었다(도18-1).
예를 들어 1887년 《정해진찬계병》의 내연 장면에서 왕과 왕세자는 ‘막차
(幕次)’, ‘시연위(侍宴位)’, ‘배위(拜位)’, ‘진작위(進爵位)’로 4번 재현되었
다. 그림 상의 표현만으로 이들의 동선이 구현될 정도이다. 그런데 병풍
은 모든 장면이 왕과 왕세자와 관련된 행사를 담도록 꾸며졌으므로 병풍
전체에서 살펴보자면 이들은 총20번 가량 등장하는 셈이었다(도18-2). 결
과적으로 그림의 모든 부분을 왕과 왕세자가 장악하게 되었다.
왕과 왕세자의 시연위가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서 왼쪽에 위치해 있
다가(도19-1) 1868년 《무진진찬계병》부터 계속하여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 것도 유의미한 변화이다(도19-2). 이는 방위 개념 상 동쪽이 서쪽보다
우월한 자리임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85) 이와 더불어 왕세자의 자리
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익일회작과 익일야연에서 관료들을 남면(南面)한
것으로 나타났다(도19-3). 이는 제국 선포로 왕이 황제가 되고 왕세자가
왕과 같은 지위의 황태자가 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대한
제국 황태자가 조선 국왕의 권위를 누리게 되어야 황제가 진정한 황제로
서 권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의 지위가 적극적으로 높여졌던
85) 동서(東西) 개념이 자리 배치에 반영되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
의 의례운영과 건축 형식」(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 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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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86)
그림에서 왕과 왕세자가 표현된 방식도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그림 전
반에 투시원근법이 적용되어 시각이 소실점에 위치한 왕과 왕세자에게 더
욱 집중되도록 화면이 조정되었다. 이에 더해 왕과 왕세자가 그림의 정중
앙에 차비(差備)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궁중무용 정재(呈才)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었다(도20).87) 실제 왕과 왕세자는 궁중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기자였고 진연 자체가 하나의 공연이었다.88) 이들이 이제 그림
에서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나. 일반 관료의 비중 축소
반면 18세기 전반까지 진찬진연도 화면에서 중심이 되었던 일반 관료들
은 고종 친정기에 비중이 축소되었다. 우선 1829년까지 제1폭을 차지했던
당랑의 연구(聯句)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서 진하(陳賀) 도상으로 대
체되었다.89) 연구는 그림의 도입부에서 그림의 제작 동기와 정당성을 제
작 주체인 관료의 입장에서 밝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가 사라진 것
은 계병 제작의 정당성이 관료들의 입을 빌려 설명될 필요가 없게 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관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급기야는 그림
끝에 열 명 남짓의 신하들이 앉아있는 것이 표현의 전부가 되었다. 〈진하〉
장면에 표현된 문무백관의 크기도 보통 악공의 2배 가량으로 크게 그려지
던 것(도21-1)에서 점차 공연자의 일부인 선창자(先唱者)보다도 작게 표현
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도21-2).
관료들의 지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이다. 고종의 입기로소는 숙종과 영조의 고사(古事)를 계술한 것이었다.
숙종의 입기로소는 《기사계첩(耆社契帖)》으로, 영조의 것은 《기사경회첩

86)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수진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다.
87)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 표현된 정재(呈才)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표 10 참조. 해당
행사에서 공연된 정재 중 어떤 기준으로 일부가 선택되어 그림에 표현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각 정재는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되어 각 화폭에 표현되었다.
88) 사진실, 「조선시대 궁정 공연 공간의 양상과 극장사적 의의」, 『서울학연구』 15(2000),
p. 117.
89) 이에 대해서는 각주 19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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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耆社慶會帖)》으로 그려져 행사가 단독으로 기념되었다. 그런데 고종 연
간에는 입기로소 행사가 진연계병의 일부에 포함되며 진연을 설행하게 된
계기와 명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기사계첩》90)
1. 어첩봉안도
(御帖奉安圖)

《기사경회첩》91)
1. 영수각친림도
(靈壽閣親臨圖)

《임인사월진연》92)
1. 어첩봉안도
(御帖奉安圖)

-

-

2. 진궤장도(進几杖圖)

2. 숭정전진하전도
(崇政殿陳賀箋圖)
3. 경현당석연도
(景賢堂錫宴圖)
4. 봉배귀사도
(奉盃歸社圖)
5. 기사사연도
(耆社賜宴圖)

2. 숭정전진하전도
(崇政殿陳賀箋圖)
3. 경현당선온도
(景賢堂宣醞圖)
4. 사악선귀사도
(賜樂饍歸社圖)
5. 본소사연도
(本所賜宴圖)

4. 중화전진하도
(崇政殿陳賀圖)
3. 기사석연도
(耆社錫宴圖)
5. 함녕전친림사연도
(咸寧殿親臨賜宴圖)

〈표6. 기로소 입소 관련 그림의 화제(畵題) 비교〉93)
병풍 그림에 재현된 행사의 모습은 더욱 유의미하다. 《임인진연계병》은
9폭이 모두 황제와 황태자가 친림한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같은 계
기로 제작된 숙종의 《기사계첩》과 영조의 《기사경회첩》에서 기로신(耆老
臣)들이 화면의 주인공으로 그려졌던 것과 비교하여 큰 변화이다. 《기사계
첩》과 《기사경회첩》에는 기로신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90) 《기사계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어첩봉안도〉는 경희궁 흥정당에서 제작
한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 그림이다. 왕세자가 어첩을 올리는 의식을 숙종 대신 행
하였다. 2. 〈숭정전진하전도〉는 숭정전에서 기로신들이 숙종에게 축하의 글을 올리는
장면이다. 3. 〈경현당석연도〉는 경현당에서 치러진 기로신들을 위해 왕이 친림하여 잔
치를 연 장면이다. 4. 〈봉배귀사도〉는 기로신들이 은배와 음식을 가지고 기로소로 간
행렬이다. 5. 〈기사사연도〉는 은배를 받들고 기로소로 온 기로신들의 잔치 그림이다.
91) 《기사경회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영수각친림도〉는 영조가 영수각에 행
차하여 어첩에 제명한 장면이다. 2. 〈숭정전진하도〉는 경희궁 숭정전에서 진하례 장면
이다. 이때 영조는 불참하였다. 3. 〈경현당석연도〉는 영조가 기로신들에게 선온한 장면
이다. 4. 영조는 입소를 기념한 숭정전 진연 시 경로의 의미로 기로소의 재신, 종친 등
을 초대하고 남은 찬(饌)과 악대(樂隊)를 내려주었다. 〈사악선귀도〉는 영조에게 받은 악
대를 이끌고 기로소로 가는 기로신들의 행렬 모습이다. 5. 〈본소사연도〉는 기로소에서
기로신과 신하들이 숭정전 진연에서 왕이 준 음식과 음악으로 잔치를 한 그림이다.
92) 《임인진연계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어첩봉안도〉는 고종이 어첩에 친제
한 모습이다. 2. 〈사궤장도〉는 고종이 친제 후 안석과 지팡이를 받은 모습이다. 3. 〈진
하도〉는 중화전에서 치러진 진하례 장면이다. 4. 〈기사석연도〉는 고종이 진하례를 치른
날 덕경당에서 기로신들에게 선온하고 직접 지은 연구시(聯句詩)를 내려준 장면이다. 5.
〈친림석연도〉는 고종이 함녕전에 친림하여 기로소 당상들에게 사연을 베푼 모습이다.
93) 1~5의 숫자는 장황된 순서를 나타내며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같은 열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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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졌고 이들의 동선에 따라 화첩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임인진연계병》
에서 기로신들은 행사의 보조자로 등장하였다. 〈봉배귀사(奉盃歸社)〉, 〈사
악선귀사(賜樂饍歸社)〉 등 기로신들이 주인공이 된 장면은 《임인진연계병》
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병풍의 모든 장면이 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기사계첩》과 《기사경회첩》에서 한 장면으로 처리되었던 어첩 봉
안 장면이 1902년 《임인진연계병》에서는 〈어첩봉안(御帖奉安)〉(도22-1),
〈진궤장(進几杖)〉(도22-2) 두 장면으로 나뉘어 묘사되었다. 어첩에 친제하
고 안석(几)과 지팡이(丈)를 받는 의식은 영조 연간의 행사에도 있었다. 이
는 《기사경회첩》의 〈영수각친림도〉에서 궤장을 든 내시가 나타나는 것으
로 표현되었다(도22-3). 그러나 《임인진연계병》에서는 같은 곳에서 일시에
일어난 사건이 두 장면으로 분할되어 주인공인 국왕의 행동 하나하나에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왕과 왕세자의 강조”와 일맥상통하는 변화다.
다. 왕실 친족의 위상 강화
축소된 관료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명부와 종친 등 왕실 친족이었다. 우
선 명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명부는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서
부터 화면을 횡(橫)으로 1/4 가량 차지하며 관료들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왕실 가족과 접하게 되었다. 1829년 《기축진찬계병》에서 명부의 공간은
서편에 주렴으로 구획된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도23-1) 남성 참여
자들은 동쪽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848년부터 남녀의
공간이 동서(東西)가 아닌 남북(南北)으로 구획되었고(도23-2) 이 변화는
무척 유의미하다.94) 주빈의 바로 아래 공간을 명부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명부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화면 변화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종친의 비중은 외연과 내연 장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1장에서 언급하
였듯 종친은 1892년 임진진찬 외연 장면에서부터 동반(同班)에 그려지며
문무백관보다 우월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내연 장면에서도 종친은 1892년
부터 국왕과 더욱 가깝게 위치하도록 그려졌다. 1829년 기축진찬에서 종
94) 경세진·조재모는 1829년 남녀가 각각 동쪽과 서쪽을 차지한 것을 전통적인 유교 사상
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1829년 기축진찬과 1848년 무신진찬에서 있었던 남녀 참여자
들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는 각주 4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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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의빈, 척신의 자리는 전문(자경전의 자경문) 밖에 위치하였다(도24-1).
1848년 무신진찬에서 종친, 의빈, 척신의 자리는 전문(통명전의 정양문)
안까지 들어왔으나 보계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였다(도24-2). 이러한 상황
은 1887년 정해진찬까지 지속되었다(도24-3).95) 상황이 전환된 것은
1892년 임진진찬에서였다. 종친이 왕자와 같은 급으로 격상되어 왕자와
함께 문안의 보계 위에 앉게 된 것이다(도24-4).96) 문 밖에 앉는다는 것
은 사실상 의례 공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892년부터
종친은 문 안의 영역으로 편입되며 내연에서도 주요 참석자가 되었다.97)
라. 위계성의 표현
화면에서 각 참석자들의 위계는 주렴과 보계, 차일 등 여러 시각 요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주렴(珠簾)은 붉은 실로 성글게 짜인 발을 의미하며
남녀내외에 따라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98) 따라서 주렴은 남
녀가 함께 내연에 참석하기 시작한 1795년 봉수당 진찬 이후부터 연회
공간에 설치되었다.99) 주렴은 1829년 《기축진찬계병》에서부터 19세기 궁
중행사도의 가장 상징적인 시각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였다.
주렴은 화면에서 붉은 선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암시
했을 뿐만 아니라 연향 현장에서도 중요한 시각 요소로 기능하였다. 의주
상의 공간이 주렴을 기준으로 염내(簾內), 염외(簾外)로 구분되어 명명되
었던 것을 통해 주렴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100) 연향 공간은 기둥
과 주렴을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구획되어 차별화된 위계를 가지게 되었
95) 1868년 무진진찬 시 종친은 향오문 안의 계하(嚮五門內階下)에, 1887년 정해진찬 시
대유문(大有門) 밖에 위치하였다.
96) 『임진진찬의궤』 권1, 「의주」 강녕전진찬의, “設王子及宗親戚臣進饌所堂上郞廳拜位於
嚮五門內東西階上北向.”
97) 진작할 때의 위치도 상향되어 종친은 진작 시 왕자와 같이 주렴 밖까지 진출하게 되었
다. 『임진진찬의궤』 권1, 「의주」 강녕전진찬의, “設王子及宗親戚臣進爵位於簾外西階上
近南北向.”
98) 주렴과 장막(帳幕), 휘장(揮帳) 등을 포괄하여 공간 내에 둘러지는 건축 요소를 포괄하
여 유악(帷幄)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조재모, 앞의 논문(2003), p. 273. 본 논문에서는
의궤에 나타나는 표현대로 주렴(珠簾)과 홍주갑(紬甲帳)을 분리하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99) 외연에서는 남녀내외를 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계만을 사용하여 공간을 운용했
다. 조재모, 위의 논문(2003). p. 274.
100) 박정혜, 앞의 논문(2009),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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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 주렴에 의해 각 참석자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었다(부록
1 참조). 아울러 주렴에 의해 참석자들의 시각이 제한되었다. 발의 특성상
주렴과 가까운 곳에 앉은 이들은 주렴을 통해 외부를 볼 수 있었으나 주
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은 이들은 주렴 안을 볼 수 없었다(도25).102)
주렴 바로 안쪽에 앉은 명부들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주렴은 그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연향 공간에서도
위계별로 참가자들의 시각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더해 보계(補階)로 인해 참석자 간 물리적인 높이가 벌어지게 되었
다(부록2 참조). 보계는 행례 규모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 설치된 임시 덧마루를 말한다.103) 보계의 물리적인 높이는 참석자들의
위계에 따라 차별화되었다.104) 보계는 상하(上下)의 위계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의 지위를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보계는 현장에서
참석자별로 시각을 제한하는 장치가 되었다. 가장 위의 어탑(御榻)에서 보
계의 위, 아래로 진행되며 각 자리에 위치한 참석자들의 시야가 점차 좁아
졌다. 주빈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계에
의해 가시성이 위계별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101) 주렴과 기둥을 기준으로 연회 공간은 영내(楹內, 기둥 안), 염내(簾內, 주렴 안), 염외
계상(簾外 階上, 주렴 밖 보계 위), 문내(門內, 문 안)으로 구분되었다. ① 영내(楹內)는
주빈의 공간으로 주빈과 왕비 혹은 태자비가 앉았다. 주 시연자(왕, 왕세자)가 주빈에게
진작할 때 이곳까지 진입하였다. ② 염내(簾內)는 명부의 공간이다. 친왕이 주빈에게 술
을 올릴 때 이곳까지 진입하였다. ③ 염외(簾外)의 계상(階上)은 주 시연자(왕, 왕세자,
친왕 등)의 공간이다. 정재 등의 연향이 행해지는 중심 연향공간이기도 하다. 종친이 주
빈에게 진작할 때 이곳까지 진입하였다. ④ 문내(門內)는 종친, 척신, 의빈의 공간이다.
이처럼 주렴은 참석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위계별로 제한하는 장치였다.
주렴에 의해 구획된 공간을 왕실 공간-정재 공간-악공 공간-참여자 공간으로 규정한
선행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석진영, 「조선후기 궁중연회 내연무대와 주렴(朱簾)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 22. 참조.
102)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
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65.
103) 외연의 경우 기존의 월대를 활용한 반면 내연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보계를 활발
히 사용하였다. 또한 보계를 활용하여 공간을 위계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내연의 경우
상면, 하면, 서면, 동면, 후면보계 등 위치에 따라 복잡하게 높낮이를 구별했다. 조재모,
앞의 논문(2003), p. 272.
104) 사진실, 앞의 논문(2000), p. 113. 예를 들어 연회의 주인공은 가장 높은 어탑 위에
위치했다. 어탑 바로 아래의 공간은 세자비 및 태자비가 차지했다. 문무백관은 월대보
다는 낮고 마당보다는 높게 설치된 임시 좌석에 앉았다. 보계가 설치되지 않은 마당에
는 악공이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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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 또한 주빈의 위계성을 강조하도록 고안된 시각 요소이다. 차일은
일사(日射)와 강우(降雨) 등으로부터 행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런데 차일은 설치된 곳을 의례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며 차일 안의 사람
들에게 보호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이러한 안정감은 종교적
성격을 지닌 의례와 결합되며 벽사(僻邪)의 의미로 확장되었다.105) 차일은
실제로는 종친과 척신이 앉는 보계까지 확장되어 행사장 전체에 설치되었
지만106) 그림에서는 왕실 인물들이 위치한 전각에만 표현되었다. 그림에
서 왕실 인물들만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위치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주렴, 보계, 차일은 참석자들을 위계별로 세우고 물리적, 시각적
으로 주요 왕실 인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시각 장치였다.
이 요소들은 그림에 그려져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실제 연향 공간에서의
위계질서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 공간의 비현실성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특징은 배경 묘사가 극도로 축소되어 공간의
비현실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행사 공간은 어디까지 땅이고 어디부터
하늘인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화면에서 사라진 건물 외벽
(外壁), 구름과 구별되지 않는 차일, 산수와 주변 묘사의 생략 등이 그 요
인이었다. 특히 산수와 주변 묘사가 사라지며 행사 공간이 보는 이가 계
절감을 느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변화하였다(도26-1).107)
1829년 《기축진찬계병》에서 전내(殿內)의 인물들만큼이나 보는 이의 시
선을 사로잡는 요소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표현된 산수와 인물들이다(도
26-2). 각종 수목과 산수 표현으로 인해 장면에 어느 정도의 계절감이 부
여되었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인물과 건축물로 인해 화면에 현실감이 부
여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사라진 건물 표현은 특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궁중행사도의 전통에서
105) 최지영, 앞의 논문(2008), p. 39.
106) 최지영, 위의 논문(2008), p. 84.
107) 화면에서 산수가 사라진 현상에 대해 안태욱은 궁중연향도 자체가 지나치게 행사기록
보존에 충실하게 된 데에 따른 양식적 변화로 보았다. 안태욱, 앞의 논문(2014),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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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청사는 관직과 나아가 관료들을 상징해온 표상으로 기능하였
다.108) 관아가 사라진 것은 곧 왕(정전)과 신하(관아)가 균형을 이루는 것
이 이상적으로 생각되었던 정치 구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109)
구름과 차일의 뒤섞인 표현에 의해서도 공간의 비현실성이 강화되었다.
1829년 《기축진찬계병》까지 차일은 논리적으로 묘사되었다(도27-1). 반면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찬진연도에서는 차일이 논리성을 잃고 구름과 비
슷하게 보이도록 표현되었다(도27-2). 지붕에 차일이 아닌 구름이 걸린
것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의도되었던 것이다. 특히 차일의 끝 부분이 구
름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아울러 차일이 위로
솟아오르는 지점은 지지대에 의해 받쳐지는 지점이어야 하나 이러한 논리
는 무시되었다(도27-3). 차일은 구름과 같은 리듬감을 지니도록 인위적으
로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행사가 일어난 공간이 시공을 초월한 공간처럼
표현되어 이곳에 위치한 왕실 인물들의 초월적인 지위가 강조되었다. 고
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이처럼 그림에 표현된 인물들의 위계성과 초월성
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궁중행사도는 제작된 뒤 일부는 왕실에 내입(內入)되고 일부는 행사 참
석자들에게 분급(分給)됨으로써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위차(位
次)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석자들은 당일
행사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주렴, 보계 등의 시각 장애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들은 행사도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당일 행사장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自刻)하고 당일
행사의 경험을 생생하게 환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110)

108)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69.
109) 정조 연간 궁중행사도에서 궁궐 전각과 초가의 표현은 관료와 백성을 상징하였으며
이에 더해 태평한 시절까지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조 연간 《기축진찬계병》에서
부터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행사의 준비 공간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 대해
서는 유재빈, 앞의 논문(2018), p. 122 참조.
110)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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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종 친정기 진하도와 왕세자의 위상 변화
Ⅱ장에서 진찬진연도가 18세기부터 왕실로 전용되어 19세기에 발전한 모
습이 다루어졌다면 Ⅲ장에서는 18세기 말에 등장한 화목(畵目)인 진하도
(陳賀圖)가 다루어질 것이다. 진하도는 고종 친정기에 왕세자를 위한 화목
으로 특화되어 왕과 왕세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다.
진하도는 국가의 경사를 기념해 왕에게 축하를 올리는 칭경진하(稱慶陳
賀) 의례를 그린 그림이다. 진하례는 국초부터 항상 있어왔으나 단독 주제
로 그려진 것은 1783년의 《진하도》가 최초였다. 이후 진하도는 19세기에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진찬진연계병의 일부로 삽입되기도 하며 가장
인기 있는 궁중행사도의 주제로 거듭났다.
단독 화목 등장
전통
주제
표현
의미해석

진찬진연도
1706년 숙종 《진연도첩》
관원 → 왕실
관원 → 왕실 구성원
왕실 구성원의 강조
참여자들의 위계 구분
왕실에 초월성 부여

진하도
1783년 정조 《진하도》
처음부터 왕실
왕실 구성원 특히 왕세자
치사(致詞) 혹은 불특정한 도상
왕권 승계의 공고화
왕실에 초월성 부여

〈 표7. 진찬진연도와 진하도 비교 〉
19세기에는 궁중행사도가 진찬진연도와 진하도 두 종류로 나뉘어 도상과
표현 양식이 유형화되었다. 진찬진연도가 관료들의 계회도 전통을 왕실에
서 전용한 화목이었다면 진하도는 왕실 주도로 고안된 화목이다. 진찬진연
도 화면의 중심이 관료에서 점차 왕, 왕세자, 종친, 명부 등 왕실 구성원
으로 옮겨졌다면 진하도는 처음부터 왕실 구성원, 특히 왕세자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의 도상적 특징이 왕실
구성원의 강조와 비현실적 배경 표현에 있다면 진하도의 그것은 불분명한
도상 표현에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두 화목은 왕실의 존재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권 승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렇다면
진하도가 19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궁중행사도의 주제가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진하 의례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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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하 의례와 진하도
진하(陳賀)는 가례 중 가장 큰 의식인 조의(朝儀)의 일종이다. 국왕과 문
무백관이 주요 참석자가 되었던 의식은 모두 조의를 중심으로 한 정형화
된 형식으로 설행되었다. 다만 여기에 행사 성격에 따라 하례(賀禮)나 사
명(使命) 전달 등의 부분이 추가되어 설행되었다.111)
조의는 삼국 시대부터 행해진 의례였다. 『국조오례의』에 관련 항목으로
조의(朝儀), 하의(賀儀), 반교의(頒敎儀)가 수록되어 있다. 조의는 정월초하
루, 동지, 중국 황제의 생일인 성절(聖節) 등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하의
는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설행되었다. 이 때 왕이 교
서(敎書)를 내리면 반교의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세 의례가 뒤섞이며 혼
란스러워지자 영조 연간 『국조속오례의』에서 세 의주가 하나로 통합되었
다. 이것이 <친림반교진하의(親臨頒敎陳賀儀)>이다. 이후로는 조의, 하의
에 관계없이 이 의례에 기반하여 행해졌다. 19세기에 제작된 진하도 또한
이 의례에 기반하여 그려졌다. 진하도에 그려진 진하례는 분류상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설행된 ‘하의’에 해당한다.
조의는 항상 정전(正殿)에서 설행되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
다.112) ① (입장) 행사장에 3품 이하의 관원이 입장한다. 국왕 일행이 들
어온 후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한다. ② (행사 시작) 입장이 완료되면 관
원이 국왕에게 네 번 절하는 사배례(四拜禮)를 한 뒤 주요 행사 절차가 진
행된다. ③ (행사 종결) 참석자들이 사배례하고 차례로 퇴장한다.113)
조의에 하례가 추가될 경우 중간에 삽입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치
사, 致詞) 신하들이 왕의 공적을 찬양하는 치사문(致詞文)을 올리고 대치
사관(代致詞官)이 어좌 앞에서 이를 낭독한다. ② (선교, 宣敎) 왕이 이날
행사의 의미와 소감을 밝힌 교지(敎旨)를 선교관(宣敎官)에게 전달하면 선
111) 강제훈, 『만남의 제도화, 조선시대 조정의례』(민속원, 2017), p. 26.
112) 유재빈, 앞의 논문(2012) pp. 185-186 및 『국조속오례의』, 「친림반교진하의(親臨頒敎
陳賀儀)」 참고.
113) 행사장의 기본 설비는 다음과 같다. 대청에는 중앙의 어좌를 중심으로 보안(寶案), 향
안(香案), 교서안(敎書案)이 어좌 남쪽에 놓이고 전안(箋案), 예물안(禮物案)은 계단 위에
놓였다. 의례의 설행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서 승정원을 통하여 왕과 대강의 사
항을 정한 뒤 통례원(通禮院)에서 이행하게 하였다. 집행은 통례원 소속의 집사자(執事
者)가 담당하였고 대치사관, 선교관, 선전관 등은 모두 통례원 관원 중에서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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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이 계단 위 동쪽에서 이를 낭독한다. ③ (산호, 山呼) 신하들이 머리
를 세 번 조아리며 천세(千歲)를 외친다. ④ (선전, 宣箋) 신하들이 전교를
내리심에 감사하며 전문(箋文)을 바치면 선전관(宣傳官)이 어좌 앞에서 낭
독한다. 매 행례 사이에는 신하들이 사배례를 올리고 음악이 연주된다. 이
러한 하례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위계성과 유동성이다.
가. 위계성
진하례는 의례의 모든 요소가 국왕을 높이도록 조정되어 있는 의례였다.
의례에 참여한 관원들은 일상에서 분리되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소속되
었으며 여기서 자신의 서열과 위치를 몸으로 확인하게 되었다.114) 의례의
시공간 안에서 문무백관은 반드시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움직여야 했고
절대 권력자인 국왕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115) 이러한 질서 체제
는 사배례 절차에서 극대화되었다. 신하들이 국왕에게 매번 사배례를 올리
는 동안 왕은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격2등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답례
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국왕은 곧 하늘(天)과 같았으므로 그 자리에 가
만히 있는 것 자체로 충분했던 것이다.116) 따라서 국왕 앞에 엎드려 축하
를 올리는 모습이야말로 국왕과 문무백관이 엄연히 구별됨을 명확히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진하 의례는 이와 같이 국왕과 문무백관이 서로의 분별
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의례는 왕과 문무백관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이기도 하였다.
국왕과 문무백관이 서로의 입장에서 본 행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례는 문무백관이 국왕의 덕을 기리
114) 강제훈, 앞의 책(2017), pp. 88-89. 조회의 효용성에 대하여 세조는 다음과 같이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회는 그 시행 과정에서 국왕과 신하 사이의 예를 익히기에
소중한 것이다. 예가 중요한 이유는 국왕과 신하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
이다. 조회 현장에서 엄격한 절을 하고 자기가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위치를 알게 되면
(신하 위치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9년 계미(1463) 2월 경진(庚辰), 강제훈, 위의 책(2017), p. 124에서 재인용.
115) 의례의 시점에서 문무백관이 보조자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안내 받아야만 적절한 행동
을 취할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음은 강제훈, 「조선시대 조참의식의 구성과 왕
권」, 『조선왕실의 가례』(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 161 참조.
116) 이에 대해 신하들이 정성을 다해 행례하는 것이 천도(天道)가 실현된 모습이라고 보
았다. 강제훈, 앞의 책(2017),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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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사(致詞)를 올려 국왕에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사였다. 따라서 진하례는 본 행사의 부속 의례로 행해졌음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신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행사였다.117)
나. 유동성
진하례는 국왕의 선택에 의해 설행되는 유동적인 의례였다.118) 진하례의
설행 계기는 특별하게 기념할 만 한 무엇이면 충분한 것이었다. 이 경우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은 진하례를 받는 주체인 국왕 혹은 올
리는 주체인 문무백관이었으나 대부분 진하를 받겠다고 선포한 것은 국왕
측이었다. 따라서 진하례는 국왕의 의사에 의해 개시되는 의례였다. 신하
들이 국왕에게 축하를 올리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국왕의 선택에 의해 설행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진하례는 본 의식의 앞뒤에 따르는 부속 의례로서 대부분의
왕실 행사에서 설행되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었다.
진하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의례의 성격이다. 진하
도는 국왕과 문무백관의 위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아울러
진하도는 정해진 계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국왕이 특
정 행사를 선택하여 축하를 받고 이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었다. 그러므
로 진하도는 국왕의 의도에 따라 그려졌다는 점에서 제작 과정에서 상당
한 자의성과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검토될 19세기 진하도 중에는 설행 계기인 의례가 정확히 도
해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 많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이전의 관행만을 좇은 진하도가 양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
다. 그러나 필자는 그림의 생산자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모호한 도상을 선
택하였다고 보았다. 진하도의 핵심은 문무백관이 사배례하는 장면이었으므
로 이외의 요소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진하 도상은 진하 의례의 성격에 기
117)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62-163. 더 나아가 유재빈
은 진하가 신하들이 주체인 행사이지만 군주가 신하에게 행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
의 입과 행동으로 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내용이나 형식 모두 군주의 입장을 강화하
는 행사의 마무리라고 보았다.
118) 진하례의 유동적 성격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유재빈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다.

- 45 -

반하여 어느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확장적인 도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
과 그림을 주문하고 보는 사람의 해석을 자유롭게 열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의례를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한 도상으로 그려진 고종 친정기 진
하도는 조선 후기 궁중기록화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궁중기록화는 기본적으로 왕실의 중요한 가례를 시각적으로 기록
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궁중기록화가 언제나 기록의 기능
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에는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한 의도가 투
영되었으며 이것은 왕실에서 제작한 그림일 때 더욱 강해지는 성질이었
다.119)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하도는 왕과 왕세자를 높이기 위한 화목으
로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단순한 의례의 기록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진하도가 19세기에 가장 유행하는 궁중행사도 화목이 된 이유도 진하도
의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진하도는 1783년 처음 등장한 이
래로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진찬진연도와 함께 19세기 궁중행사도를
형성하는 한 축이 되었다.

2. 고종 친정기 진하도의 변화
1) 선행 양식 분석
이 절에서 단독 진하도의 선행 양식으로 검토될 작품은 총 6건이다. 이
중 진하도로 명명된 작품은 1783년 《진하도》,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
병》,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으로 총3건이다. 진하도로 명명되
지 않은 작품은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1819년 《효명세자관례계병》으로 총3건이다. 후자의 3건은 왕세자의 책례
(冊禮)와 관례(冠禮)를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들이 선행 양식으로 검토된
이유는 이들이 진하도와 유사한 화면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건
의 작품은 치사를 올리는 장면이거나 어떤 상황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관
료들이 정전에 늘어서있는 장면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필자는 6건의 제작
목적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선행 양식으로 함께 검토하였다.
119) 권력자 입장에서 생산된 미술의 특성에 대해서는 Karen M. Gerhart, The Eyes of
Power-Art and Early Tokugawa Authority(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참조.

- 46 -

시기
1783

유물명
진하도
(陳賀圖)

1784

문효세자책례
계병( 文孝世
子冊禮稧屛)
왕세자책례
계병( 王世子
冊禮稧屛)
왕세자관례
계병( 王世子
冠禮稧屛)
헌종가례진하
계병( 憲宗嘉
禮陳賀稧屛)
신정왕후사
순칭경진하
계병( 神貞王
后四旬稱慶
陳賀稧屛)
왕세자탄강
진하계 병( 王
世子誕降陳
賀稧屛)
왕세자두후평
복진하계병
( 王世子痘候
平復陳賀稧屛)

1812

1819

1844

1847

1874

1879

1892

선조회란오
회갑진하계병
(宣祖大王回
鸞五回甲陳
賀稧屛)

제작계기
문효세자
탄생 기
념 사도
세자부부
상존호
문효세자
책례

장면
복합

설행처
창덕궁
인정전

구도
정 면부
감시

발의
규장각
각신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선책의,
수책의

창덕궁
인정전,
중희당
창덕궁
희정당

정 면부
감시

세자시
강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정 면부
감시

옥션단 13.12월,
케이옥션
16.6/
18.7월 출품
미상120)

동아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동아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효명세자
책례

?

효명세자
관례

치사

경희궁
숭정전

정 면부
감시

왕세자
책례도
감
승정원
승지

헌종
례

가

치사

경희궁
숭정전

평 행사
변형

선전관
청

조 대 비
사순(四
旬)

치사

창덕궁
인정전

정 면부
감시

오위도
총부

?

창덕궁
인정전

평 행사
변형

산실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선책의,
수책의

창덕궁
인정전

정 면부
감시

용양위
호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오위도
총부
육방승
지 추
정

고려대박물관

순종
생

탄

순종 두
후 회복

선조 회
란 300
주년

수책의,
진하의
?

경복궁
근정전,
경운궁
즉조당

평 행사
변형

국립중앙박물관

〈 표8. 조선 후기 단독 진하도 목록 〉121)
가. 18세기 – 정조 1783년 《진하도》와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1783년 《진하도(陳賀圖)》는 정조가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의 탄
120) 박정혜, 앞의 책(2000), pp. 536-539, (도94)에서 소개되었다.
121)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72, <표20>과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107-110, <표17>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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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축하하며 사도세자 부부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도28). 정조는 친부모를 추숭함과 동시에 갓 태어난 세자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해 행사를 설행하고 이것을 그림을 제작하였다.122) 아울러 그림에
정조의 친위 세력과 관련이 깊은 궐내각사(闕內各司), 홍문관(弘文館), 이
문원(摛文院), 보경당(寶慶堂) 등의 공간을 묘사하게 하여 그의 국정 방향
을 투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23)
1783년 《진하도》는 최초의 진하도로서 19세기 진하도 제작에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진하도가 처음 그려진 계기가 왕이 선조(先祖)
와 세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진하도는
처음 화목(畵目)이 고안되었을 때부터 국왕이 특정 행사를 선택하여 의미
를 부여하고 이 의미를 신하들의 입을 통해 확인받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
히 세자의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진하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후 제작된 진하도가 대부분 왕과 왕세자 사이의 후계 구도 강화와 연관되
어 있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듬해 문효세자의 책례 의식을 그린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
子冊禮稧屛)》은 책례가 행사도로 재현된 최초의 그림으로124) 고종 친정기
까지 지속적으로 왕세자 관련 계병의 모본(母本)이 되었다(도29).125) 이 작
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문효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1874)의 의주(儀註)
와 『승정원일기』의 당일 행사 기록, 이 계병의 도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126)
선행 연구에서 유재빈은 계병의 두 장면 중 첫 번째 〈선책도(宣冊圖)〉에
행사의 의주가 아니라 정조가 조회의 형식을 정비하며 만든 〈정아조회지
도(正衙朝會之圖)〉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림이 의식의 특정
122) 1783년 《진하도》에 대해서는 유재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陳賀圖〉의 정치적 성격
과 의미」, 『東岳美術史學』 13(2012) 참조. 또한 유재빈은 진하 의례 시 이례적으로 규
장각 각신을 승전(陞殿)하게 함으로써 정조가 이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보았다.
123) 유재빈, 위의 논문(2012), pp. 192-193.
124) 왕세자의 책례를 기념한 계병은 1690년 경종의 책례를 기념한 산수인물도, 1800년
순조의 책례를 기념한 것은 요지연도로 그려졌기 때문에 왕세자 책례가 행사 장면으로
그려진 것은 1784년의 예가 유일하다. 유재빈, 앞의 논문(2016), p. 90.
125)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36.
126)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에 대해서는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
책례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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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모든 요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두 번째 〈수책도(受冊圖)〉에도 의식의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나
타나있으며 의주와 다른 여(輿), 연(輦)의 표현 등이 중희당 수책의에 정조
가 친림하여 직접 신하들에게 진하를 받았던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진하는 경종(景宗)과 사도세자의 책례에서 생략되었던 것
을 정조가 특별히 부활시킨 것이었다.127)
《문효세자책례계병》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실제의 재해석이었다는 선행
연구의 평가는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하도를 해석하는 데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진하도는 처음부터 행사를 면밀히 기록할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
았다. 국왕이 문무백관에게 축하를 받는 장면을 기리기 위해 화목이 고안
되었고 그만큼 국왕의 의사가 자유롭게 투영될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진
하도는 처음부터 재구성과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화목으로 만들어졌다.
나. 19세기 전반(前半)
① 순조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과 1819년 《효명세자관례계병》
순조 연간 제작된 2점의 진하도는 왕세자와 관련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
해 그려졌다. 왕세자와 관련한 행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화첩과 병풍이 함
께 제작되었다는 점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데 화첩은 행사
기록을 목적으로 상세히 그려진 반면 병풍은 기록의 목적에서 멀어져 다
른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음이 그려진 양태(樣態)를 통해 드러난다.
우선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孝明世子冊禮稧屛)》은 효명세자의 책례
를 그린 그림이다(도30-1). 이 작품은 최근 옥션을 통해 공개되었다.128)
현재 병풍의 8폭 중 2폭이 소실되었으며 순서가 뒤섞인 채 장황되어 있
다. 순서를 바로잡아보면 원래의 병풍은 행사 한 장면이 가장 가운데에 배
치되며 주변 산수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7) 정조는 왕세자가 국왕에게 책례를 직접 받지 않는 견사내책(遣使內冊)으로 행했으나
앞서 경종과 사도세자의 책례에서 생략되었던 진하례를 부활시켰다. 사전에 의주를 점
검하며 2품 이하 백관들이 인사를 올리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유재빈, 앞의 논문
(2016), pp. 105-106.
128) 해당 작품은 2013년 12월 옥션 단(DAN), 2016년 6월 케이옥션, 2018년 7월 케이옥
션에서 출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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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2). 각 폭이 장황된 순서는 왼쪽부터 현전(現傳) 당상(堂上) 좌목 1
폭 - (소실된 그림 1폭) – 현전 행사도 4폭 – (소실된 그림 1폭) – 소실
된 낭청(郎廳) 좌목 1폭 순이었을 것이다.
《효명세자책례계병》은 그림의 도상이 사실상 어떤 의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그려졌다.129) 좌목에 나타나 있듯 이 그림
은 왕세자책례도감에서 발의해 제작되었다. 도감의 관원들은 누구보다 의
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림이 의주에 의거하지 않고
그려진 것은 실수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필자가
해당 병풍을 실사한 결과 어좌 및 문무백관의 금관조복(金冠朝服)에서 금
니(金泥)로 처리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도30-3). 금니는 해당 병풍이
적지 않은 공력이 들어간 그림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그림에 실제 행사
가 도해되지 않은 것은 제작 목적이 행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문무백관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7년 뒤 1819년 효명세자의 관례를 기록한 《효명세자관례계병(孝明世子冠
禮稧屛)》을 통해서도 병풍이 의례의 기록보다 축하 의미 전달에 더욱 초
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31). 1819년 효명세자의 관례
는 《효명세자관례계병》과 《수교도첩(受敎屠帖)》으로 각각 병풍과 화첩 형
식으로 제작되었다. 병풍인 《효명세자관례계병》에서 중심 도상은 대치사관
이 치사를 읽는 모습이며 의주에 따른 기물 등은 생략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화첩인 《수교도첩》의 〈임헌명빈찬의(臨軒命賓贊儀)〉(도32)에서는 《효
명세자관례계병》보다 훨씬 정확히 의례의 단계가 묘사되어 있다.130) 중앙
129)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에 따르면 당시의 행사는 7월 6일 창덕궁 희정당 왕세자 책
례, 7월 7일 진하 반교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림을 7월 6일의 책례 행사
혹은 7월 7일 반교의 행사 장면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책례 장면이
도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림에 책례 시 반드시 놓여야 하는 교명책인안(敎命
冊印案)이 없기 때문이다. 왕세자가 받는 죽책(竹冊)과 옥인(玉印)이 책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교명책인안이 없는 이 상황은 책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림은 7월 7일에 있
었던 진하 반교의가 도해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조 대 작성된 『국조속오례의』의
「친림반교진하의」나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의 「칭경진하반교의(稱慶陳賀頒敎儀)」
에 나타난 행사장 설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사항은
보안(寶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에 두고 향안(香案) 2개는 각각 전 밖의 좌우에 두며
교서안(敎書案)을 보안의 남쪽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는 보안과 교서안이 나
타나있지 않다. 계단 아래 전안(箋案)으로 추정되는 함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다.
130) 《수교도첩》은 총13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첫 번째 장면인 〈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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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서함(敎書函)을 중심으로 좌우(左右)에 위치한 승지(承旨)와 사관(史
官)이 엎드려 왕명을 전달받는 모습이 정확하게 도해되었다.
병풍의 핵심 장면은 문무백관이 국왕 앞에 늘어서서 경하(慶賀)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의주에 따른 의례 순서가 화면에 상세히 묘사되지 않
았다. 반면 화첩은 어린 왕세자가 주인공이 되어 치러야 했던 행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131) 의례가 정세하게 그림에 묘사되었다.
② 헌종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과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
헌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해 후사(後嗣)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세자와
관련한 계병을 제작할 수 없었다. 헌종 연간 제작된 두 건의 진하도는 헌
종 자신의 가례(嘉禮)132)와 조대비의 사순(四旬) 축하 진하를 그린 것이다.
1844년 헌종의 가례는 경희궁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헌종가례진하계병
(憲宗嘉禮陳賀稧屛)》 그림의 배경은 경희궁이 아닌 창덕궁 인정전이다(도
33). 전각의 구조와 배치가 1874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있었던 《왕세자탄
강진하계병》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133) 행사 장면으로는
가례가 아닌 진하가 그려졌다. 조선 시대 궁중행사도의 전통에서 가례 장
면이 직접적으로 그려진 경우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134) 유일하게
그려진 경우는 의궤에 수록된 행렬 반차도에서였다.135) 따라서 《헌종가례
진하계병》은 ‘가례’라는 새로운 주제가 그려지면서도 행사 장면이 진하 장

명반찬의〉 장면만 왕이 직접 드러나는 장면으로 병풍 그림과 비교가 가능하다. 〈임헌명
빈찬의〉 장면은 왕이 정전에서 빈찬에게 관례를 행할 것을 명하는 관례의 가장 첫 번째
순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181번 참조.
131) 박정혜, 앞의 논문(2005). p. 48.
132) 여기서 가례는 좁은 의미에서의 가례인 혼례(婚禮)를 뜻한다.
133) 이에 대해 박정혜는 인정전 진하가 진하계병의 대표 도상으로 19세기에 제작된 많은
진하계병의 일부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박정혜, 앞의 책(2000), p. 455.
134) 정조대왕 가례 시 계병이 요지연도(瑤池宴圖) 형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물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현수, 「조선후기 요지연도 연구」(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70 참고.
135) 의궤 행렬 반차도로 그려지는 장면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신부가 동뢰연(同
牢宴)을 치르기 위해 신부가 머물던 별궁에서 대궐로 가는 장면이다. 둘째, 왕이나 왕세
자가 별궁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의를 마친 후 신부와 더불어 대궐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미, 「왕실의 행사가 화폭에 펼쳐지다-반차도를 통해 본
국가 의례」,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국립고궁박물관 편(2015), pp. 359-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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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대체되었던 19세기 진하도의 유동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趙大妃四旬稱慶陳賀稧屛)》은 진하도에
평행사변형 구도가 도입된 새로운 도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도34). 평행
사변형 구도의 진하도는 이 그림과 고종 친정기 진하도 2건을 합쳐 총 3
건이다. 이 구도로 인해 2층 누각의 정전이 더욱 입체적이고 장대하게 화
면에 구현되었다. 정전의 기둥이 실제보다 그림에서 훨씬 높게 그려져 화
폭에 상승감이 부여되었고 정전 안 어좌의 존재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평행사변형 진하도의 등장은 당시의 유행과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시기 산수와 서운(瑞雲)에 둘러싸인 전각을 그린 모습은 곽분양
행락도(郭汾陽行樂圖), 백동자도(百童子圖), 한궁도(漢宮圖) 등 궁중 장식
용 병풍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18세기 이후 차비대령화원 녹취재(祿取財)
시험에 누각(樓閣) 화문이 신설되었던 것에도 이러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
다.136) 특히 헌종 연간 녹취재에 누각 화문의 출제 비율이 높았는데137) 건
물을 통해 입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진하도 창
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하도가 평행사변형 혹은
평면부감시 구도로 그려진 것에 일정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2
층 누각의 정전에서 치러진 행사가 반드시 평행사변형 구도로 그려졌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문자에 따라 임의로 선택되었던 측면이 크다.138)
1873년 정조 《진하도》에서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까지 총 여섯
점의 선행 양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논점이 주목되었다. 첫째, 진
하도는 그림이 그려진 계기가 된 진하 의례에서부터 유동적인 성격을 띠
었다. 둘째, 진하도는 관련 행사를 도해하는 기록적 성격이 약하며 문무백
관이 왕에게 올리는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
셋째, 진하도는 왕, 대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과 관련한 행사를 축하하
기 위해 그려졌으며 특히 왕세자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136)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上(돌베개, 2001), p. 608.
137) 강관식, 위의 책(2001), p. 529.
138) 박정혜, 앞의 책(2000), p.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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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종 친정기 진하도의 제작 동기
고종 친정기 진하도는 현전하는 작품으로 왕세자의 탄생, 천연두 회복,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을 기념한 진하도 3건과 기록으로 전하는 작품으로
왕세자의 관례를 기념한 진하도 1건이 있다. 이 장은 고종 친정기의 진하
도가 왕세자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피는 것에 초
점을 맞추었다. 특히 주제 측면에서 진하가 전통적인 왕세자의 일생 의례
(一生儀禮) 주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화목으로 등장한 정황이 주목된다.
가.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王世子誕降陳賀稧屛)》은 1874년 2월 14일
창덕궁 인정전에서의 진하례를 그린 그림이다(도35). 이 작품은 산실청(産
室廳) 관원들의 발의로 제작되었다.139) 그러나 그림에 의례의 어떤 순서가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시기 진하도의 일반적인 도상이 대치사관
이 치사하는 모습인 것과 달리 이 그림에는 대치사관이 묘사되어 있지 않
다. 또한 그림은 의례가 특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그려져 있다.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의 도상은 어떤 의례의 반차도
(班次圖)와도 일치하지 않는다.140) 따라서 이 진하도는 실제의 행례를 정
확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무백관이 사배례하며 왕에게 진하를 올리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불분명한 사배례 도상은
1893년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에서 다시 나타난다.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은 왕세자의 탄생이 행사도 장면으로 그려
진 유일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41) 왕세자 탄생이 그림으로 기념
된 것은 1809년 《(순조)왕세자탄강계병》이 최초였으나 이 병풍 그림은 행
139) 박정혜, 위의 책(2000), pp. 458-459.
140)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대한예전』의 진하례와 모두 비교해보았
으나 전내(殿內) 중앙 양 옆으로 향안이 설치되었고 중앙에 화준(花罇)이 배치되었으며
홍양산(紅陽傘)이 가운데에 그려지지 않은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141)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한 계병은 1819년(순조19)에 제작된 것이 처음이다. 적장자(嫡
長子)인 원자(元子)가 왕 재위 중에 탄생한 것은 조선 왕조에서 성종7년의 사례가 처음
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왕은 백관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후 중종 5년에 맏아들인 원자
(훗날 인종)가 태어난 것, 현종2년(1661)에 왕세자(숙종)가 태어난 것이 같은 이와 경우
였다. 심재우, 「조선의 세자」,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돌베개, 2013),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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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가 아닌 요지연도 형식이었다.142) 고종 11년 왕세자 이척((李坧, 1874
-1926, 순종)의 탄생은 순조 이후 현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이은 최초의
사례였다.143) 왕세자 탄생은 고종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준 사건이었다. 정
통성이 끊임없이 공격 받았던 고종에게 왕세자가 탄생하며 왕가(王家)가
번창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이에 고종은 왕세자 탄
생을 진하 장면으로 그려 대대적으로 축하하며 자신에게서 왕세자로 이어
지는 왕위 승계의 정통성과 후계 구도의 건실함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나.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두 번째 제작된 고종 친정기 단독 진하도는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계병(王世子痘候平復陳賀稧屛)》이다(도36). 이 그림은 왕세자의 천연두 완
치를 기념하여 1879년 12월 28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진하례를 행한 것을
그린 작품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제작된 계병은 행사도 3점, 일반 회화
24점으로 최소 27점에 이른다.144) 특히 일반 회화는 순종의 완치와 관련
하여 포상을 받은 6개 기관에서 각 4병씩 최대한 겹치는 화목 없이 다양
하게 병풍을 제작해 대전(大殿)과 세자전(世子殿)에 진상하였으며 화제(畫
題)는 15종에 달하였다.145) 그런데 《왕세자두후평복계병》의 제작 상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7점에 이르는 수많은 계병이 왕세자의 천연두 완치를
축하하며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왕세자의 천연두 완치를 기념해 행사도가
그려진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경우가 유일하다.146) 왜 왕세자가
천연두에서 건강을 회복한 것이 그림으로 남길 만한 일이 되었던 것일까?
142) 1809년(순조9) 순조는 원자인 효명세자가 탄생하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직접 왕
대비전(王大妃殿), 혜경궁(惠慶宮), 가순궁(嘉順宮)에게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
裏)를 올리고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순조실록』, 순조 9년(1809) 8월 15일(계묘).
143) 정조 6년 문효세자가 의빈 성씨(成氏)에게서 태어났을 때에도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
한 계병은 제작되지 않았다.
144) 1879년에 왕세자의 천연두 완치와 관련하여 제작된 병풍에 대해서는 김수진, 「1879
년 순종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의 제작과 수장」, 『미술사와 시각문화』19(2017) 참조.
145) 김수진, 위의 논문(2017), pp. 103-104.
146) 1801년 12월 순조의 수두(水痘)가 나은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계병으로 김홍도(金弘
道, 1745-1806 이후)가 그린 <삼공불환도(三公不還圖)>가 있다. 이 때 함께 제작된 계
병은 신우수치도(神禹治水圖), 화훼영모도(花卉翎毛圖) 등으로 모두 행사도가 아닌 일반
회화 형식이었다. 박정혜, 앞의 책(2000),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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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두는 6~7세기 경 한반도에 유입된 이래로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많
은 피해를 입힌 질병 중 하나였다.147) 1390년대부터 1910년까지 조선에서
천연두 유행이 확실한 경우가 11회였고 천연두 유행이 의심되는 경우가
30회였다.148) 천연두가 20세기 초까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는지는 전
염병 통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10년 호열자(콜레라), 성홍열, 두창 등
6개의 전염병 사망자 수 중 천연두의 경우가 43%를 차지하였다.149)
이렇게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다양한 이름으로 칭해졌다.
두창(痘瘡)이란 이름은 허준(許浚, 1539-1615)이 『두창집요(痘瘡集要)』를
저술한 이후로 쓰인 것이며 동시에 대역(大疫), 두역(痘疫), 두진(痘疹), 마
마(媽媽), 백세창(百世瘡), 손님, 제구실, 천연두(天然痘), 천행두(天行痘)
등의 이름이 쓰였다.150) 그 중 백세창과 제구실이란 이름이 흥미롭다. 천
연두가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걸리는 질병(백세창)이며 이를 겪어야만 자
기의 몫을 하게 될 수 있는 질병(제구실)이라는 것이다. 천연두가 새로운
일생 의례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족들도 천연두의 위협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조선 시대에 왕족이 천연
두를 앓거나 사망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다.151) 그런데 숙종 때부터 왕
과 왕세자가 천연두를 극복한 것에 성스러운 의미가 덧입혀져 기념되기
시작하였다. 숙종은 1683년 천연두에 걸렸다가152) 완치되었다. 이를 기념
하여 숙종은 종묘사직(宗廟社稷)에 경사를 고(告)하고 진하를 받았다.153)
이에 이현석(李玄錫, 1647-1703)과 윤기(尹愭, 1741-1826)가 성두가(聖痘
歌)를 지어 왕에게 복종할 것을 되새겼다.154) 천연두 극복이 임금의 전능
147) 신동원, 『호환마마 천연두-병의 일상 개념사』(돌베개, 2013), p. 166.
148)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
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6.
149) 이꽃메, 위의 논문(1993), pp. 7-8.
150) 신동원, 앞의 책(2013), pp. 160-176.
151) 1418년 태종의 아들이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1424년 세종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고
1444년 세종의 동생이 천연두에 걸렸다, 1517년 중종의 아들이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1590년 선조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 1668 현종의 한 딸이 천연두로 사망하고 다른
딸들이 천연두에 걸렸다, 1675년 숙종이, 1680년 숙종의 처가, 1699년 숙종의 아들이,
1711년 숙종의 다른 아들과 며느리가 천연두에 걸렸다. 홍순원, 『조선보건사』(함북일보
사 1981), 이꽃메, 앞의 논문(1993), p. 7에서 재인용.
152) 『승정원일기』 숙종 9년 계해(1683) 10월 18일(을묘).
153) 『승정원일기』 숙종 9년 계해(1683) 11월 17일(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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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확신과 칭송을 나타내는 계기로 형상화된 것이다. 가장 더럽고 불
결한 질병인 천연두를 이겨낸 것은 왕이 보다 완전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
정이자 하늘의 보우로 완치된 왕의 권능을 보여주는 일로 칭송되었다.155)
천연두 극복 과정의 신성화는 숙종 연간 이후 꾸준히 추진되었다. 숙종은
1699년(숙종25) 열두 살이었던 왕세자(경종, 1688-1724)의 천연두가 낫자
신하들에게 진하를 받고 경과(慶科)를 열었다.156) 1725년(영조1) 영조는
왕세자가 천연두에서 완치되자 종묘에 고하고157) 경과를 열었으며158)
1757년(영조33) 다시 왕세자가 천연두에 걸렸다가 낫자 죄인 석방 및 조
세 탕감을 행하고159) 경과를 열었다.160) 이어 왕세손의 천연두가 낫자 종
묘에 고하고 반교하였다.161) 순조162)와 헌종163)도 천연두에서 완치된 것을
기념하여 관료들에게 진하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과 왕세자의 천연두 극복이 신성화되었다. 숙종 이
후 국왕이 걸린 천연두는 ‘성두가’에 근거하여 특별히 성두(聖痘) 혹은 신
두(神痘)로 칭해졌으며 이들의 천연두 극복 과정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순
조롭게 회복된 것으로 미화되었다. 고종은 숙종 연간부터 이어진 천연두
극복 신성화 작업에 동참하여 결국 이를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왕세자의 천연두 극복 과정은 매우 극적이다. 12
월 12일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왕세자의 “맥도가 평순하나 발진이
있으니 두후(痘候)가 틀림없다”고 보고하였다. 12월 17일과 19일에 의관
154) 숙종의 두후 평복과 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김영주, 「조선 한문학에 나타난 두
역」, 『한문교육연구』 29(2007) 참조.
155) 김영주, 위의 논문(2007). pp. 529-534.
156)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 기묘(1699) 2월 1일(신축).
157) 『조선왕조실록』 영조 1년 을사(1725) 6월 13일(기묘).
158) 『조선왕조실록』 영조 1년 을사(1725) 6월 14일(경진).
159) 『조선왕조실록』 영조 33년 정축(1757) 3월 5일(병신). 왕이 판서 이현석(李玄錫)이 지
은 성두가(聖痘歌) 가운데, ‘덕의를 펴도록 재촉하여 조세를 감해 주니[催頒德意蠲祖
稅], 밤은 조용한데 의금부의 형구가 한가하도다.[夜靜金吾閑械杻]’고 한 구절을 외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번의 이 거사도 옛날의 덕의를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60) 『조선왕조실록』 영조 33년 정축(1757) 9월 11일(경자).
161) 『조선왕조실록』 영조 37년 신사(1761) 12월 7일(신미).
162) 『조선왕조실록』 순조 5년 을축(1805) 윤 6월 10일(신묘). 왕이 “숙조(肅祖)의 성두(聖
痘)가 쾌차한 데에 대한 송가(頌歌)를 생각하니 오늘날 그런 일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다행스럽고”라고 하였다.
163) 『조선왕조실록』 헌종 9년 계묘(1843) 10월 22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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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왕세자의 돌기가 부풀어 오른 후 곪을 징조가 보이고164) 딱지가 앉을
것으로 보인다165)고 보고하였다. 이 때 이유원은 “돌기가 진주 같고 광택
이 창랍(蒼蠟) 같으며…참으로 거룩한 두후”라고 하며 “종묘 사직의 경사
이고 신민의 복”이라고 찬양하였다.166) 이를 기념하여 고종은 중희당에서
조하를 받았다. 고종은 왕세자가 완치된 것이 “조종께서 말없이 도우시고
조야의 신민이 축원한 바”라고 하며 이것의 신성함을 거듭 강조하였다.167)
이 진하례를 그림으로 남긴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의 서문(序文)은
‘신두(神痘)’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168) 왕세자가 하늘의 힘으로 고
난(병환)을 극복하고 후계자로 거듭났음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고
종은 왕세자의 신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으로 천연두 완치를 선택하
여 기념하였다. 문무백관은 국왕의 임의적 선택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대한
계병을 앞 다투어 제작해 올렸다. 왕실에서 왕실의 신성성을 강조할 수 있
는 사건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신하들이 진하도를 제작하여 이에 대한
호응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고종 친정기 진하도의 궁극적인 기능이었다.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은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의 도상
을 차용하여 그려졌다.169) 기존 연구에서는 이것이 국가 의식의 시각적인
재현과 보존이라는 궁중행사도의 특성이 무시되고 계병 제작 자체에만 의
미를 두어 계병이 양산되었던 결과로 설명되었다.170) 그러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의 도상으로 왕세자 책례가 선택되었던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
다. 왕세자 책봉 의례는 왕세자가 자신의 후계자로 거듭났음을 왕이 직접
천명하는 의례였기 때문이다. 책례는 후계자를 직접 지명해 권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왕과 이 권력을 부여받은 왕세자를 동시에 높이는 의례였다.
164)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기묘(1879) 12월 17일(병진).
165)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기묘(1879) 12월 19일(무오).
166)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기묘(1879) 12월 19일(무오).
167)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기묘(1879) 12월 21일(경신).
168) 도입부는 다음과 같다. “성상(聖上)이 즉위하신 지 16년 기묘 12월 28일은 곧 우리
세자저하께서 두후(痘候)가 강복(康復)하신 날입니다. 우리 황천(皇天)이 종팽(宗祊)을
말없이 도우사 지난 숙종 때부터 처음으로 신두(神痘)라 일컬으며 대대로 천년만년 동
안 경사를 도타이 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편, 『궁중서화』(2012), p. 371 참조.
16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선책의와 수책의를, 고려대박물관 소
장본의 경우 수책의와 진하의를 그렸다. 박정혜, 앞의 책(2000), pp. 452-453.
170) 박정혜, 위의 책(2000), p.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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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의 책례를 최초로 행사도로 제작한 정조는 《문효세자책례계병》의
〈선책도(宣冊圖)〉에서 자신이 직접 왕세자의 책봉을 명하고 〈수책도(受冊
圖)〉에서 행사장에 친림하여 백관들이 왕세자에게 진하를 올리게 한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조는 왕세자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171)
고종은 《문효세자책례계병》에 나타난 시각 요소를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
병》에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고종이 이 계병의 도상으로 왕세자의 책례
와 진하례를 선택했던 것은 왕세자가 왕권의 차기 계승권자임을 선포하고
국왕 중심의 질서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한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아울러 고종은 책봉례를 정조의 문효세자 책봉례에 근거하여 행하였다.
따라서 정조가 수책의 이후 백관이 왕세자에게 진하를 올리게 한 것처럼
고종도 왕세자 책봉 다음날 백관이 왕세자에게 진하를 올리게 하였다.172)
이를 통해 고종은 왕세자를 왕과 같이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는 지위로 격
상시켰다. 그러므로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이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
병》에 의거하여 그려진 것은 그림의 제작자가 문맥에서 동떨어진 예를 차
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고종이 정조대의 왕세자 책례를 상
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조대의 계병을 전거로 하여 그림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고종 자신은 정조를 계승한 왕으로 거듭나
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 1882년 순종 《왕세자관례진하계병》
이 그림은 현전하지는 않지만 기록으로 전하는 중요한 작례로 주목된다.
이 그림이 왕세자의 일생 의례인 관례(冠禮) 도상이 진하도로 편입되는 변
화 양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병풍의 존재는 김수진이 장서각 소장
발기인 「별고소재물품(別庫所在物品)」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173)
관례와 관련한 궁중행사도로는 1679년 《시민당도첩(時敏堂圖帖)》, 1819
년 추정 《수교도첩(受敎圖帖)》 등의 그림이 현전하며 1625년(인조3)에도
〈춘궁관례도(春宮冠禮圖)〉가 그려진 것이 기록으로 전한다. 그러나 앞서
171)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 213–214.
172)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을해(1875) 2월 19일(정해).
173)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152.

- 58 -

언급하였듯 이러한 사례들은 복잡한 행사의 절차를 도해한 반차도의 성격
이 강했다. 1625년 〈춘궁관례도(春宮冠禮圖)〉는 세자의 관례에 앞서 정경
세(鄭經世, 1563-1633)가 오례의의 절목(節目)을 그림으로 그려 세자에게
올린 그림이다. 이 화첩에는 세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명빈찬(命賓贊)’
과 ‘회빈찬(會賔贊)’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다.174) 이는 화첩이 세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1882년 《왕세자관례진하계병(王世子冠禮進賀稧屛)》은 제목에서 확인되듯
진하 장면이 그려진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75) 고종은 이 계병을 제
작하면서 왕세자 관례를 진하 도상으로 편입시켰다.176) 그 이유는 관례가
사대부 일생 의례의 하나로 의례 절차에서 계급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에 있다.177) 유교의 성인식인 관례는178) 왕세자가 성인이 되는 절
차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사(士)의 의례였다.179) 혼례(婚禮), 상례(喪
禮), 제례(祭禮) 등의 의례가 각자의 신분에 따라 설행된 것과 다르다. 아
울러 관례는 절차에서도 아버지인 왕이 행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의례
였다. 아버지인 주인(主人)이 직접 역할을 하지 않고 초대된 빈객(賓客) 중
한 사람이 당사자에게 관을 씌우고 자(字)를 지어주는 주례자(主禮子) 역
할을 했기 때문이다.180)
고종은 왕세자의 관례를 병풍 그림으로 제작하면서 의례에 국왕의 역할
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일반 사대부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행사 장면을 전
174)“… 臣遂分爲十七節, 逐節作圖以更考閱, 其中, 命賓贊, 會賔贊兩節, 世子不與故不作
圖 ….”정경세, 『우복집(愚伏集)』 권15, <序春宮冠禮圖後>, 진홍섭, 『韓國美術史 資料
集成: 朝鮮後期 繪畵篇』 4(일지사, 1998), p. 412에서 재인용.
175) 「별고소재물품」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은 “황태자임오년관례시진하도병(皇太子壬午年
冠禮時進賀圖屛)”이다. 대부분의 진하계병에서 진하는 陳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발기
에는 進賀로 표기되어 있다.
176) 순조 또한 1819년(순조19) 왕세자의 관례를 기념해 제작한 계병을 《왕세자관례교시
시진하반차도(王世子冠禮敎是時陳賀班次圖)》라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혜, 앞의 책(2000), p. 442 참조.
177) 이욱, 「조선 후기 왕세자 관례의 절차와 의미」, 『1882년 왕세자 관례 발기』(한국학중
앙연구원출판부, 2017), p. 399.
178) 이순구, 「세자의 혼례」,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돌베개, 2013), p. 114.
179) 『의례』 「사관례」에서는 “천자의 원자(元子)도 관례를 행할 때에는 오히려 사례(士禮)
를 사용하였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고까지 하였다. 이욱, 앞
의 논문(2017), 같은 쪽.
180) 왕실에서는 종친 중 적당한 이가 주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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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고종이 내세운 것은 관료들이 왕과 왕세자에
게 축하를 올리는 진하 장면이었다. 국왕이 계병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보
여주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도상이 진하였다. 1882년 《왕세자관례진
하계병》에서 직접적인 관례 장면이 배제되고 진하 장면이 삽입된 것은 이
처럼 왕실에서 사대부의 의례인 관례 대신 왕실의 의례인 진하례를 전면
에 내세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181)
라. 1893년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
마지막으로 소개할 병풍은 189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조대왕회
란오회갑진하계병(宣祖大王回鸞五回甲陳賀稧屛)》이다(도37). 이 병풍은 국
립중앙박물관에서 2008년에 공개한 유물로 2017년에 김수진이 ‘선조대왕
회란오회갑진찬계병(宣祖大王回鸞五回甲進饌稧屛)’으로 명명하였다.182) 그
러나 이 병풍은 진찬계병이 아닌 진하계병이라고 할 수 있다.
1893년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을 기념하여 진찬례와 진하례가 모두 설행
되었다. 필자는 해당 작품이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을 기념한 그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림이 진찬례가 아닌 진하례를 그린 것으로 추정하였
다. 해당 작품은 19세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진하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
19세기에는 진찬진연계병과 진하계병의 도상이 분리되어 제작되었다. 만
약 해당 작품이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찬계병》이라면 전형적인 진찬진연
계병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183) 그러나 이 작품은 전형적인 19세기 진하
계병의 모습을 띠고 있어 진찬계병으로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선
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81) 같은 맥락에서 19세기에는 병풍 뿐 아니라 화첩에서도 관례 과정에서의 국왕의 역할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장면이 추가되었다. 《수교도첩》의 〈임헌명빈찬의〉가 그것
이다. 이 장면은 국왕이 현장에 나아가지 않고 빈(賓)과 찬(贊)에게 교서를 내려주며 관
례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관례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이 장면은 1625년 처음 세자
의 관례가 <춘궁관례도>로 그려졌을 때 포함되지 않았으며 1679년 《시민당도첩》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헌명빈찬의〉 장면은 일러도 18세기 이후 관례 절차에서 왕
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로 고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2)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12 - 114.
183) 특히 이 계병이 진찬계병이었다면 1887년 〈정해진찬계병〉, 1901년 5월 〈신축진찬계
병〉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1901년 5월 신축진찬 시 정해년(1887년)과 계사년(1893
년 10월) 진찬을 참조하여 의절을 마련하라는 영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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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진하도에는 진하례가 한 장면만 그려진다. 반면 《선조대왕회란오회
갑진하계병》은 행사가 두 장면이나 그려진 특이한 사례다. 병풍에 두 개의
행사 장면이 그려진 것은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을 기념한 진하가 두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진하는 1892년 5월 2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있
었다. 이 의례는 4월 25일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선조대왕(宣祖大王),
의인왕후(懿仁王后), 인목왕후(仁穆王后)에게 종묘에서 책보(冊寶)를 바친
것을 기념하여 설행되었다. 고종은 1892년이 선조대왕이 회란한 300년이
된 해임을 기념하여 선조와 그의 비 의인왕후, 인목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이 때 고종은 1890년 승하한 익종계비 신정왕후의
상을 치르는 중이라 직접 존호를 올릴 수 없었다. 이 경우 왕이 지정한 사
신(使臣)을 보내 대신 존호를 올리게 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그러나 고
종은 전통을 깨고 왕세자가 직접 존호를 올릴 것을 명하였다.184) 조선 왕
실 역사상 처음으로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존호를 올리게 된 것이다.185)
이를 기념하여 5월 2일 고종은 근정전에서 신하들에게 진하를 받았다. 고
종은 “동궁(세자)이 대신 옥책과 금보를 올려 우러러 조종(祖宗)의 영령(英
靈)을 위로한 것 또한 매우 기쁘고 가상한 일이니, 뜻을 보여 주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이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186)
두 번째 진하는 1893년 10월 4일 경운궁 즉조당에서 있었다.187) 선조에
게 존호를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종은 다시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
사건을 언급하며 진하례를 설행할 것을 전교하였다.188) “전에 선조(宣祖)
께서 계사년(1593, 선조26) 10월 4일 경운궁(慶運宮)에 돌아와서 위태한
나라 형편을 수습하여 반석(盤石)에 올려놓으셨으며 … 영조대왕(英祖大
王)께서는 옛일을 추억하여 의로운 생각을 일으키시어 같은 계사년(1773,
영조49)에 이 궁에 거둥하여 축하를 받았으니 상고할 만한 고사(古事)가
있다. 마침 계사년이 다시 돌아왔으니 … 경운궁에 나아갔다가 이어 즉조
184)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2월 17일(병오).
185)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3월 5일(계해).
186)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5월 2일(기미).
187) 이 진하례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설행되었던 1893년 〈선조대왕회란오회갑기
념진찬〉에 앞서 설행되었던 것이다. 이 진찬 의례에 대해서는 각주 58번 참조.
188)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8월 2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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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卽阼堂)에 참배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고종은 진하례를 ‘선조대왕
회란오회갑(宣祖大王回鑾五回甲)’을 기념한 것으로 직접 명명하였다.189)
이 진하례에서 왕세자는 왕과 함께 종친과 문무백관의 진하를 받았다.190)
첫 번째 경복궁 근정전에서 있던 진하례가 오른편의 2층 누각에 그려진
장면이고 두 번째 경운궁 즉조당에서 있던 진하례가 왼편의 1층 누각에
그려진 장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외적으로 병풍 그림에 두 번의 진하례
가 그려진 것은 행사가 선조대왕 회란 오회갑을 기념하여 두 번 설행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에 명명된 행사의 명칭과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
여 해당 병풍을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찬계병》이 아닌 《선조대왕회란오회
갑진하계병》으로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찬진연계병에 삽입된 진하도
19세기 진하도 중 단독 진하도로 그려진 것과 함께 진찬진연계병의 일부
(一部)로 삽입된 진하도(이하 ‘삽입 진하도’라 한다)도 있다. 삽입 진하도는
1848년 《무신진찬계병》에서 등장하여(도38) 고종 연간 진찬진연계병에 지
속적으로 그려졌다. 단독 진하도와 삽입 진하도는 왕, 왕세자 및 문무백관
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단독 진하도
와 삽입 진하도는 등장 시점, 화면 구성, 화면 시점, 주요 도상 등에서 차
이를 보인다. 차이점은 〈표9〉와 같이 정리된다.
등장 시점
화면 구성
화면 구도
장면
등장하는 경우

A. 단독 진하도
1783년 《진하도》
8폭에 1장면 혹은 2장면
정면부감시 혹은 평행사변형
치사+복합
왕세자와 관련된 경우

B. 진찬진연계병 삽입 진하도
1848년 《무신진찬계병》
1~2폭
등변사다리꼴
치사
외진연이 없는 진찬진연 시

〈표9. 단독 진하도와 진찬진연계병 삽입 진하도 비교〉
필자는 삽입 진하도가 진찬진연계병의 서문(序文)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
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병에서 서문은 본 행사의 당위성과 정
189)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8월 9일(무오).
190)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10월 4일(임자). 먼저 고종이 왕세자, 종친, 문무
백관의 사배례를 받았고 뒤이어 왕세자가 종친, 문무백관의 사배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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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행사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
당하게 설행된 것인지 서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서문은 1848
년 이후 진하도로 대체되었다. 진하 장면은 본격적인 행사를 보여주기에
앞서 이 행사가 문무백관의 인정을 받은 행사임을 병풍 도입부에서 보여
주었다. 이를 위하여 삽입 진하도는 항상 1~2폭에서 대치사관이 치사를
읽는 장면으로 그려졌다.191) 삽입 진하도가 등장한 시점은 1848년 《무신
진찬계병》부터로 계병에서 관료들의 서문이 사라진 시점과 일치하였다.192)
이와 더불어 삽입 진하도는 내연이 중심 행사일 경우에만 그려졌다는 특
징이 있다(별표11 참조). 1848년 이후 진찬진연도에서 진하 장면이 삽입되
지 않은 경우는 고종의 41세 생일과 즉위 30주년을 기념한 1892년 《임진
진찬계병》, 50세 생일을 기념한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 즉위 50주년
을 기념한 1902년 11월 《임인진찬계병》이다. 이 계병들의 공통점은 외연
을 중심 행사로 한 그림이라는 점이다. 외연이 중심 행사인 경우 왕과 문
무백관의 직접적인 만남이 외연 장면에서 표현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하도
가 추가로 삽입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삽입 진하도는 내연이 중
심 행사가 되어 왕과 문무백관만 참석하는 조정의 회동이 없을 경우에 그
려져 국왕과 문무백관의 지위 고하(高下)를 외연 대신 드러내 주었다.

3) 고종 친정기 진하도에 나타난 왕세자의 위상 변화
고종 친정기 단독 진하도는 왕세자의 탄생, 천연두 회복, 관례, 선조대왕
회란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왕세자와
연관되어 있었다. 앞의 세 행사는 국왕을 이을 후계자의 건실함을 보여주

191) 치사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진하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19세기 진하도의
전형적 도상이 되었음이 박정혜에 의해 지적되었다. 박정혜, 앞의 책(2000), p. 443.
192) 실질적으로 관료들의 서문이 사라진 것은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29년 《기축진찬계병》에서 1폭의 서문은 주원(廚院, 사옹원)과 이원(梨園, 장악
원) 제조(提調)의 연구(聯句)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에서 1폭
의 서문은 가례후진하교시반교문(嘉禮後進賀敎是頒敎文)로 대체되었다. 이 반교문은 예
문제학(禮文提學) 조병귀(趙秉龜, 1801~1845)가 지은 것이나 국왕의 명의로 반포한 것
이기 때문에 기존 관료들의 연구와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관료들의 연구는
형식적으로도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부터 사라졌으며 1848년 《무신진찬계
병》부터는 1폭의 서문이 사라진 자리에 삽입 진하도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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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마지막 행사는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왕과 함께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기
1513년
1663년
1670년
1784년
1784년
1800년
1812년

유물명
중묘조서연
관사연도
시민당야대지
도
시민당도첩
문효세자책
례계병
문효세자보
양청계병
순조왕세자
책례계병
효명세자책
례계병

1817년

왕세자입학
도첩

1819년

효명세자관
례계병
수교도첩

1819년
1828년
19세기
1874년
1879년

참의공사연
195)
도
회례반차도
첩
순종탄강진
하계병
순종두후평
복진하계병

제작계기
서 연 관
사연
1658년
야대
왕 세 자
관례
왕 세 자
책례
원 자 와
보 양 관
상견례
왕 세 자
책례
왕 세 자
책례
효명세자
성 균 관
입학
효명세자
관례
효명세자
관례
효명세자
성균관입학
회강
왕 세 자
탄생
왕 세 자
천 연 두
회복

1882년

왕세자관례
진하계병

왕 세 자
관례

1893년
추정

선조대왕회
란오회갑진하
계병

왕세자 국
왕 대리

장면
서연관 사연

발의
좌목없음

형식
원 화축
현 화첩
화축

야대

세자시강원

행사도 16
장면193)
책례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세자시강원

화첩

소장
홍익대박물관 등
이본(異本) 다수
서울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장서각

병풍

서울대학교박물관

상견례

보양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요지연도

선전관청

병풍

행사도
요지연도
출궁-헌작왕복-수폐입학-수하
치사

책례도감
의약청
세자시강원

병풍
병풍
화첩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케이옥션 출품
개인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승정원승지

병풍

소재불명

행사도 13
장면194)
왕세자입
학(수하의)
회강

좌목없음

화첩

국립문화재연구소

세자시강원
보덕 서정보
좌목없음

화첩

규장각

화첩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사도

산실청

병풍

선책-수책
수책-진하

용양위호군
오위도총부

병풍

십장생도
행사도

의약청
?

병풍
병풍

행사도

좌목없음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고려대박물관
오리건대학교박물관
*「별고소재물품」
(장서각1856)196)
기록으로만 남음.
국립중앙박물관

193) 시민당도첩은 시민당도(時敏堂圖)-세자수궁관급집사배도(世子受宮官及執事拜圖)-세자
여이품이상답배도(世子與二品以上答拜圖)-세자수삼품이하배례도(世子受三品以下拜禮
圖)-세자강계사부빈객도(世子降階拜師傅賓客圖)-세자여주인답배도(世子與主人答拜圖)세자영교서도(世子迎敎書圖)-세자수교서도(世子受敎書圖)-세자승계입계동서도(世子陞階
入東序圖)-초가도재가삼가도(初加再加三加圖)-세자수예도(世子受醴圖)-빈자세자도(賓者
世子之圖)-관필배사부빈객도(冠畢拜師傅賓客圖)-관필여이품이상답배도(冠畢與二品以上
答拜圖)-관필수삼품이하배례도(冠畢受三品以下拜禮圖)-익일선정전조알도(翌日宣政殿朝
謁之圖)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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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조선시대 왕세자 관련 궁중행사도〉197)
고종 친정기 진하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진하도가 왕세자와 관련하여 제작
되었다는 점이다. 고종은 정조 연간 이후 등장한 왕세자 관련 화목을 취사
선택하여 발전시켰다. 특히 전통적인 왕세자의 일생 의례가 아닌 탄생, 병
환의 극복, 국왕 업무 대행으로서의 업적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 사건들
은 현명한 신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성균관 입학, 관례 등의
일생 의례와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도움 없이 천명(天命)에 의
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탄생, 병의 완치, 국왕 업무 대행이 왕세자의
업적으로 기념됨으로써 문무백관과 차별되는 왕실의 지위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왕세자의 성장 과정에서 문무백관의 역할이 최소화되었다.
고종 친정기에 왕세자 관련 그림의 주제에서 성균관 입학이 배제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을 그린 《왕세자입학도》는 19세기 초반에 계병과 화첩으로 자주 그려진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고종 친정기에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은 왕실 주
도로 그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조 연간 이후 왕실에서는
왕세자의 입학례를 간소히 하려고 노력하였다.198)
194) 수교도첩은 임헌명빈찬도(臨軒命賓贊圖)-세자수궁관급집사배도(世子受宮官及執事拜
圖)-세자여이품이상답배도(世子與二品以上答拜圖)-세자수삼품이하배도(世子受三品以下
拜圖)-세자강계사부빈객도(世子降階拜師傅賓客圖)-세자여주인답배도(世子與主人答拜
圖)-세자수교도(世子受敎圖)-세자승계입동서도(世子陞階入東序圖)-삼가도(三加圖)-세자
수예도(世子受禮圖)-빈자세자도(賓字世子圖)-조알도(朝謁圖)-회빈객도(會賓客圖)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 《정축참판공보덕시익종대왕입학도(丁丑參判公輔德時翼宗大王入學圖)》는 1817년(순조
17) 8월 서정보(徐鼎輔, 1762~?)가 시강원보덕겸하례모관(侍講院輔德兼荷禮貌官) 자격
으로 익종(翼宗)의 성균관 입학례에 참여한 후 당시의 정경을 기록해 남긴 화첩이다.
이 화첩에 입학례와 관련하여 〈참의공서연관사연도(參議公書筵官賜宴圖)〉, 〈입학도기
(入學圖記)〉 및 〈입학도(入學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6)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110.
197) 〈표10〉은 박정혜, 앞의 논문(2005), p. 42, <표>와 황정연, 앞의 논문(2011), p.130,
〈표5〉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98) 일례로 정조는 왕세자(훗날 순조)의 관례, 책례, 가례를 함께 시행하되 입학례를 배제
하였다. 이에 대한 의궤로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가 있다. 고
종 또한 1882년에 왕세자(훗날 순종)의 성균관 입학례, 관례, 가례를 함께 시행하게 하
였다. 1월 10일에 성균관 입학례를, 20일에 관례를 행하고 같은 봄에 가례까지 행하도
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의궤로 1882년 『순종순명후왕세자가례도감의궤(純宗純明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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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입학례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세자가 성균관에 나가 문묘에 제사
하고 성균관 박사에게 제자의 예를 시행하는 의례로서 유학에 대한 왕실
의 관심을 표명하는 행위로 여겨진다.199) 따라서 이 의례는 국본(國本)을
이을 계승자인 왕세자가 유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 유교적 이상 정치
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례였다.200) 그러므로 이러한
입학례가 축소되었다는 점은 군신이 균형을 이루는 정치 형태가 고종 친
정기에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성균관 입학례는 왕세자가 왕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료들을 거
느리는 것이 아니라 왕세자가 제자의 입장에서 성균관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는 의례였다. 왕과 왕세자가 일반 관료들과 차별됨을 보여주기에는 어
려운 의례였던 것이다. 이에 성균관 입학례가 고종 친정기에 궁중 행사 계
병 주제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01)
이처럼 고종은 왕세자 관련 화목을 취사선택하여 왕의 후계 구도 강화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19세기 중반까
지 문무관료의 도움을 받아 설행하였던 일생 의례는 이제 궁중행사도의
전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고종 친정기의 진하도는 천명(天命)으로 왕세
자가 대권을 이을 인물로 성장해간 과정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고종은 진하도를 왕세자와 결부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정
조 연간에는 왕세자와 관련한 행사가 《문효세자책례계병》, 《문효세자보양
청계병》 등 다양한 행사도 계병으로 제작되었던 반면 고종 친정기에는 왕
세자와 관련한 행사가 진하 계병으로 통일되어 제작되었다.202) 고종 친정
后嘉禮都監儀軌)』가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신사(1881) 11월 15일(계묘) 참조.
199) 한형주, 「조선초기 왕세자의 국가의례 참여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30(2009.7), p.
83.
200)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p. 13.
201) 성균관 입학례를 왕실이 사대부 관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자에게 알현(謁見)해야 했
던 의례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자는 군도(君道)가 아닌 사도(士道)를 전수한 인물이며
성균관 알성(謁聖)은 공자로 대표되는 사도에 대해 왕실이 존숭을 표하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 연간 이후 왕실에서 성균관 입학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
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정조의 세자 책례(冊禮) 시행에 나타난
“군사(郡師)” 이념」, 『人文學報』(2007), p. 291 – 292 참조.
202) 순조 연간에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왕세자의 관례와 관련한 계병이 1819년 《수교
도첩》과 《효명세자관례시진하반차도》로 제작되었다. 반면 고종 친정기에는 1882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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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왕세자와 진하도 그림이 의도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이다. 진하도를 왕세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곧 왕세자를 왕과 함께 관료들
에게 진하를 받는 주체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왕과 왕세자가 진하도를
받는 것은 이들이 관료들에게 왕실 사업과 왕실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
는 행위였다. 진하도는 이를 영구히 남기기 위해 제작되었다.

세자관례시진하도병》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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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의 제작 배경과 의도
1.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 제작 배경
Ⅳ장에서는 고종 친정기에 왕실 주도로 생산되었던 궁중행사도의 구체적
인 제작 배경과 양상이 검토될 것이다. 우선 관료들의 계회도 전통이 왕실
주도로 전용된 결과로서의 궁중행사도 생산 정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과정이 검토될 것이다. 이어 필자는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의 구체적인
제작 배경 및 의도를 밝히고 이를 대표적 왕실 이미지인 어진과 어사진
제작 의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1) 계회도(契會圖) 전통의 왕실 전용(轉用)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조선 시대 회화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가 조선 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계회도
전통의 마지막 변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의 회화 전통이 어떻
게 변화하고 소멸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궁중행사도 전통은 관료들의 계회도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계(契)는 어떠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사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
을 의미한다.203) 고려 시대에 기로회(耆老會), 문인 계회 및 소속 관청이
나 관직을 매개로 한 요계(僚契)가 시작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특히 관청
동료들 간의 결계가 성행하였다. 이들의 결계에 대한 기록은 성명, 관직,
본관(本貫), 생년, 등제년(登第年) 등을 담은 문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러한 계회도는 점차 계회 장면을 포함한 제목-화면-좌목의 3단 구조로 발
전하여 16~17세기에 가장 성행하였다. 다만 17세기에 들어 궁중 행사와
관련한 도감(都監)의 계병과 왕이 내린 사연(賜宴)과 관련한 계회도 제작
이 증가하였다.204)
17세기까지 계회도가 관료들의 동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면
18세기부터 계회도는 왕실 주도로 제작되었다. 문헌상으로도 명칭이 계병
203) 박정혜, 앞의 책(2000), p. 60.
204) 윤진영, 앞의 논문(2003),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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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屛)이 아닌 계병(稧屛, 禊屛)으로 대체되었다.205) 실제 사용에서나 명칭
에서나 모임(契)을 기록한다는 성격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림의 제작과 왕
실 내입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최초의 사례는 영조 연간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206) 뒤이어 정조는 숙종과 영조 연간의 궁중 회화 전통을 통일시키고
19세기에 전범이 될 시각화 방식을 만들었다.207) 정조는 1783년 《진하
도》, 178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과 《문효세자책례계병》, 1785년 《을사
친정계병》, 1795년 《화성능행도병》 등의 제작을 통해 왕실에서 계병을 제
작하고 관료들에게 하사(下賜)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이 병풍들은
서문과 좌목에 신하의 이름을 기명해 명목상 관료들이 왕에게 헌상하는
형식이었다는 점, 신하 분하용(分下用)과 왕실 내입용(內入用)으로 나뉘어
제작되었다는 점, 형식이 병풍으로 통일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전 시기의
계회도와 전통을 달리 하였다.208) 이로써 정조 연간에 계회도 전통이 왕실
로 완전히 전용되어 이것이 고종 친정기까지 계승되었다.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는 조선 시대 계회도 전통의 가장 말기적 변형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회도는 동관
계회도(同官契會圖)와 도감 계회도(都監契會圖)이다. 동관 계회도는 같은
관청에 소속된 동료 관원들 간의 계회를 기록한 그림이다.209) 동관 계회도
의 경우 주로 왕의 측근에 있었던 승지(承旨), 선전관(宣傳官), 산실청(産
室廳),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관원 등이 자신들의 관청 명의로 계병을
제작하여 왕의 측근 지위를 과시하고 서로 간의 결속을 다졌다.210) 동관
계회도가 17세기까지 관원들의 결속이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
다면 18세기 이후에는 국왕을 송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211) 특별히 기념
205)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99.
206) 박정혜, 앞의 책(2000), p. 271.
207)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30. 정조 연간의 궁중회화에
대해서는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참고.
208) 김수진, 위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35.
209) 윤진영, 앞의 논문(2003), pp. 40-42.
210) 윤진영, 위의 논문(2003), p. 321;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60.
211) 윤진영, 위의 논문(2003),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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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관원들이 왕실에 축하를 올리기 위해 계병이 제작
되었던 것이다. 고종 친정기에 산실청에서 발의한 1874년 《왕세자탄강진
하계병》과 의약청과 오위도총부에서 발의한 1879년《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
병》이 그 예다.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의 서문에 “우리 세자저하께서
두후(痘候)가 강복(康復)하신 날”을 기념해 계병이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제작 목적이 왕실에 축하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212)
한편 도감 계회도의 전통은 고종 친정기에 진찬소와 진연청의 진찬진연
계병으로 계승되었다. 17세기까지 도감 계회도는 왕실의 특정 행사를 치
르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인 도감(都監) 소속 관료들이 그들의 정회(情
懷)를 남기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참가자의 인적 사항과 그들의 소
회를 나타낸 서문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반면 18세기 이후 도
감 계회도는 국왕이 지시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왕이 진하를 받는 모
습을 보여주는 행사 장면 자체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궁중행
사도에서 관료들의 정회(情懷)를 적은 서문은 사라지고 이들의 관직명과
성명을 나열한 좌목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소처럼 병풍의 마지막 폭에
삽입되었다.
좌목의 기술(記述) 방법은 고종 친정기에 계회도 전통이 왕실로 완전히
전용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17세기에 제작된
계회도에서 좌목은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 사항이 상세히 기록된 부
분으로 계회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출신지, 호, 본
관, 과거 급제년도 등이 좌목에 포함되었다. 반면 19세기에 왕실 주도로
제작된 계병의 좌목에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아닌 국가에서 받은 품계와
품직만이 기술되었다. 관료의 인적 사항이 좌목에 포함된 것은 1868년
《무진진찬계병》이 마지막이었으며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하도에는 나타
나지 않는다(별표12 참조). 아울러 좌목에 기입된 이름 앞에 점차 신(臣)자
가 추가되었다. 신(臣)자는 계병이 공식적으로 왕에게 보이게 될 가능성을
의식하여 추가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213) 신(臣)자는 영조, 정조 연간 불
규칙하게 나타나다가 1829년 《기축진찬계병》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났
212) 이 서문에 대해서는 각주 168번 참조.
213) 유재빈,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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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4) 이와 같은 인적 사항 삭제 및 신(臣)자 병기(倂記)는 계병이 온전히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정황을 알려주는 변화이다.
현전하는 궁중행사도가 정조 연간 이후 일관되게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
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궁중행사도를 포함한 궁중기록화가 병풍으로 제
작되었다는 점은 중국 및 일본 병풍과 비교되는 한국 병풍의 가장 큰 특
징 중 하나이다.215) 궁중행사도가 병풍 형식으로 제작된 것은 왕실에서 계
병 전통을 전용한 정조 연간 이후로 꾸준히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때부터 궁중기록화에서 글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6폭이
한 장면으로 처리되는 왜장(倭裝) 병풍이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216) 이는
병풍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병풍은 펼쳐놓을 경우 보
는 이의 시야 전체를 차지하는 장대한 경관을 형성하였다.217) 궁중행사도
계병은 거대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왕실의 재정 능력과 함께 왕실에서
주도한 정책의 효과를 전면에 보여주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에 궁중행사도가 진찬진연도와 진하도 두 화목으로만 제작되었던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고종 친정기에 이르러 화목이 진찬진연도와
진하도 두 종류로 완전히 좁혀졌던 것은 이 시기에 궁중행사도가 왕과 관
료의 관계보다 왕실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기 때
문이다. 18세기에 궁중행사도는 다양한 왕실 행사를 계기로 제작되었으
며218) 특히 국왕과 문무백관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사가 중점적으로 그
214) 예외적으로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에서만 신(臣)자가 좌목에 쓰이지 않았다.
215) 한국, 중국, 일본 병풍의 특징에 대해서는 장진성, 「동아시아의 병풍」, 『조선, 병풍의
나라』(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pp. 324-329 참조.
216)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병풍」, 『조선, 병풍의 나라』(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p. 286.
217) 병풍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흥, 서성 역, 『그림 속의 그림』(이산, 1999) 및 Jerome
Silbergeld, Chinese Painting Style-Media, Methods, and Principles of
Form(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2), p. 12 참조.
218) 영조 연간에는 친정(親政), 선온(宣醞) 및 사찬(賜饌), 대사례(大射禮), 청계천 준천(濬
川), 기로연(耆老宴), 입기로소(入耆老所) 등 다양한 행사를 계기로 화첩과 병풍이 제작
되었다. 작례로 1728년 《무신친정계병》, 1734년 《갑인춘친정계첩》, 1743년 〈대사례
도〉, 1741년 《경현당갱재첩》, 1744년 〈종친부사연도〉, 《기사계첩》, 1760년 《준천계첩》,
《내사보묵첩》, 《사찬첩》, 1763년 《기영각시첩》, 1765년 〈영수각송〉, 〈친림선온도〉, 〈기
로연·수작연도〉, 1770년 〈사옹원선온사마도〉 등이 있다. 정조 연간에도 친정,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왕세자 책봉, 화성 원행 등의 주제로 병풍이 제작되었다. 해당 작품으
로 187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문효세자책례계병》, 1785년 《을사친정계병》,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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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다. 예를 들어 국왕이 이조(吏曹)와 병조(兵曹)의 도목정사(都目政事)
에 친림한 친정(親政), 국왕과 신하가 군례(軍禮)를 익히는 대사례(大射禮
),219) 국왕이 문무백관에게 어찬(御饌)을 내려준 선온(宣醞) 및 사찬(賜饌)
등이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19세기 전반(前半)에는 왕과 문무백관의 관계
가 아니라 왕실 구성원의 지위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었던 왕세자 책례,
관례, 가례, 성균관 입학 등 일생 의례 및 진찬진연, 진하가 집중적으로
그려졌다.220) 고종 친정기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일생 의례조차 제외되고
진찬, 진연, 진하 의례만 궁중행사도로 그려졌다. 관료 계회도의 본래 의
미가 퇴색되고 왕과 왕세자가 얼마만큼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지, 왕실 구
성원들과 관료들의 서열은 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궁중행사도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2)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 제작 재원(財源)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왕권의 혈통적 승계를 명확히 하고 왕실이 건
재함을 홍보하기 위하여 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 제작 주체
가 명백히 왕실이었기 때문에 궁중 행사를 실시하고 궁중행사도를 제작하
는 비용도 왕실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집중된 궁중 행사
설행과 궁중행사도 제작은 상당한 재원이 소비된 일이었다. 18세기의 진
연과 비교하여 고종 친정기의 행사는 훨씬 화려하고 장대하게 행해졌다.
일례로 1892년의 임진진찬 시 근정전에서 열린 외연에서 상(床)을 받은
이는 총 1,602명이었다.221) 이때의 내연에서 대전(大殿) 한 사람에게 올려
년 《화성원행도병》 등이 있다.
219) 대사례는 영정조 연간 특히 중시된 의례였다. 1743년 영조는 중종 이후 단절되었던
대사례를 의도적으로 부활시켰다. 정조는 대사례를 주제로 〈어제어필대사례도(御題御筆
大射禮圖〉와 〈어사화(御射畵)〉를 남겼다. 정조가 제작한 〈어제어필대사례도(御題御筆大
射禮圖〉와 〈어사화(御射畵)〉의 존재는 장서각 소장 『봉모당봉장서목(奉謀堂奉藏書目)』
을 통해 확인된다. 이 서목은 1910년 이왕직에서 봉모당을 신축한 뒤 소장 자료를 이
전하기 직전에 전체 소장 자료의 목록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1911년까지 동
그림이 창덕궁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진영, 「봉모당 舊藏
逸失 繪畵資料의 현황과 행방」, 『장서각』 29(2013) 참조.
220) 해당 작품으로 1812년 《왕세자책례계병》, 1817년 《왕세자입학도첩》, 1819년 《수교도
첩》 및 19세기 추정 《회강반차도첩》 등이 있다.
221) 김상보, 「19세기의 조선왕조 궁중연향 음식문화」,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민속원,
2005), p.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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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찬안은 그릇 수만 해도 113개였으며 상(床)의 수는 12좌였다. 숙종 연
간 대전 찬안이 2좌였던 것에 비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222)
진찬진연 시 소요된 예산은 진찬진연 의궤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의
궤』의 「재용」 항목에는 행사 설행 시 소요된 예산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 무용수의 옷값(呈才女伶服色價), 음식 준비 임시 기관인 내숙설소의
각종 비용 및 요리사 식비(內熟設所各種價錢及熟手食價), 연습 시 악사 및
참여자들의 식비(正日及肄習時工伶食價)와 월급, 내입할 진연도병 및 당상
이하에 나눠줄 계병 제작비(內入進饌圖屛及堂上以下稧屛) 등이다. 대략
80% 가량이 식비로 쓰였으며 각종 인건비, 물품 제작비, 계병 제작비 등
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궤에 기재된 소요 예산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궤의 소요 재원 내역
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궤에 기록되지 않은 재원들
도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이다.223)
고종대의 진찬진연계병 제작 비용이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이다. 병풍 제작 비용은 1795년 정조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부터 1902년
『임인진연의궤』까지 동일하게 기입되었다.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서 내입(內入)된 계병의 단가는 대병(大屛)이 1좌(座)에 100냥, 중병(中屛)
이 50냥으로 책정되었다. 이 단가는 1902년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별표13 참조). 더군다나 19세기는 왕실에서 무분별하
게 통화를 주조(鑄造)하여 물가가 폭등(暴騰)과 폭락(暴落)을 반복하던 시
기였다. 예를 들어 1882년부터 임의적으로 발행된 당오전(當五錢)의 폐해
로 미(米) 1석의 가격이 1853~4년 6냥에서 1892~3년 138냥으로 23배나
상승하였다.224) 또한 1894~5년 갑오개혁 이후로는 당오전이 폐지되고 신
222) 김상보, 「20세기의 조선왕조 궁중연향 음식문화」,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민속원,
2005), p. 334.
223) 의궤에 기재된 내역이 실제 설행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김수진에 의해 지
적 되었다. 김수진은 의궤나 등록이 왕실의 공식 기록으로서 왕실의 규준(規準)에 어긋
난 실제 설행 내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였던 것
으로 보았다. 김수진, 「19세기 궁중 병풍의 제작과 진상-장서각 소장 발기의 검토를 중
심으로」, 『장서각』 40(2018.10.), p. 291.
224) 이영훈, 「大韓帝國期 皇室財政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51(2011.12.),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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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화폐인 원(元)으로 통화가 바뀌었으며 이때 제반 물가가 일률적으로
1/5로 절하되었다.225) 그러나 1895년 이후에 제작된 진연 의궤에서 여전
히 원(元) 대신 냥(兩)이 단위로 사용되었다. 실제 물가나 기준 화폐 변동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채 1795년부터 동일하게 병풍 제작 비용이 기
재되어 있는 것이다.
병풍 제작 단가가 형식적으로 기입되었을 가능성은 의궤 내에서 물가 환
산 체계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예를 들어 1887년 『정
해진찬의궤』에서 항목마다 쌀과 목(木)이 다르게 환산되어 있는 점이 주목
된다. 급료 항목에서는 쌀 1섬이 20냥, 목 1필이 4냥으로 계산되었는데
잔치 경비의 재원 항목에서는 쌀 1섬이 4냥, 목 1필이 2냥으로 계산되었
다.226) 1892년 『임진진찬의궤』에서도 재용 항목에서는 쌀 1섬이 20냥, 목
1필이 4냥으로 계산된 반면 품목 항목에서는 쌀 1섬이 80냥, 목 1필이 20
냥으로 계산되어 있는 등 환산 체계가 혼란스럽다.227)
이와 더불어 의궤에 기록된 수입과 지출이 실제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 의궤에 나타난 행사의 재원은 왕의
사적 재원인 내하전(內下錢)과 호조 및 탁지부 등 회계 기관에서 이관한
돈이 주를 이루었다(별표14 참조). 그러나 왕실에서는 이러한 수입으로 턱
없이 부족했던 소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왕실에서는 반인(泮人), 시민(市民), 공인(貢人)을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
였다. 19세기에 궁중 행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연향을 만민과 함
께 나누는 의미로 왕실에서 반인, 시민, 공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내려주었
다는 것이다. ‘내탕고에서 돈을 내어 공인에게 10만 냥, 시민에게 20만 냥
을 나누어주고 (반인의) 현방 요역을 탕감’하는 식이다.228)
225) 이영훈, 위의 논문(2011), p. 15.
226) 김종수, 앞의 논문(2003), p. 150.
227) 김종수, 「1892년(고종29) 보령 41세와 즉위 30년 경축 연향과 《[壬辰]進饌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p. 173.
228) 공인, 시민, 현방에 대한 재정 혜택은 19세기 왕실 행사와 관련한 기록 전반에서 확
인된다. 이러한 기록은 1809년(순조9) 기사진표리진찬 시에 처음 등장하여 고종 친정기
에 특히 자주 등장하였으며 공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갑오개혁 직전까지 계속되
었다. 1874년(고종11)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여 시민에게 쌀 20석씩, 공인에게 쌀 10석
씩이 분급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11년 갑술(1874) 2월 14일 기사). 1877년(고종14)
신정왕후 칠순을 기념한 정축진찬과 관련하여 시민의 한달치 요역(徭役), 반인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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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민은 시전 상인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 왕실에서는 필요한 물
자(物資)를 시민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제공받아 문제가 되
었다.229) 왕실에서는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에게서도 필요한 물품을 진상
(進上) 받았다.230) 반인은 성균관 소속의 공노비로 소를 도축해 팔 배타적
인 권리를 지니고 있었던 천민층을 말한다. 왕실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
들에게서 고기를 매우 싸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231) 다시 말해 왕실
에서는 시민, 공인, 반인에게서 왕실 재정으로 충당되지 못한 연향 소요
물자를 제공받고 내탕금(內帑金)으로 지불을 대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국가가 재정 위기로 지불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
에232) 왕실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연향 비용을 충당했던 것이다.
왕실에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이들 사
이의 불균형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진상이 국가에 대한 역(役)
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233) 시전 상인 및 공인과 왕실 사이의 거래는
시장거래가 아니라 호혜성에 입각한 인격적인 거래였다.234) “도민(都民)의
직업이 하나는 시민이오, 하나는 공인”235)이라 칭해질 정도로 공인과 시민
치 현방속(懸房贖), 공인의 오래된 빚 1,000섬이 탕감되었고 1887년(고종24) 신정왕후
팔순을 기념한 정해진찬과 관련하여 시민의 1달치 요역과 반인의 20일치 현방속이 탕
감되었다. 1888년(고종25) 신정왕후 망구(望九)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1달치 요역과 반
인의 20일치 현방속이 탕감되었고 1893년 왕세자 20세 생일을 기념하여서는 공인애개
10만냥, 시민에게 20만냥이 분급되고 반인의 30일치 현방속이 탕감되었다. 1894년(고
종31) 왕세자 망삼(望三)을 기념해서는 공인과 시민에게 내탕전 50만냥이 지급되고 2달
치 현방속이 탕감되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김종수, 앞의 논문(2003), pp. 136-139.
229) 이러한 변칙은 점차 종친과 고위관료까지 확대되어 문제가 되었다. 시전의 어용적 성
격에 대해서는 고동환, 「조선후기 王室과 시전상인」, 『서울학연구』 30(2008) 참조.
230) 이영훈, 「19세기 서울 시장의 역사적 특질」,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404.
231) 강관식, 「조선후기 체제의 반인(泮人) 지배와 반인의 대응」, 『한국문화연구』15(2008),
p. 98.
232) 예를 들어 1892년 국가의 미결제 채무액은 23만 2천 냥에 달했다.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면주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 393.
233) 이는 상품을 상인이 납품하는 것임에도 어디까지나 신하된 도리로 왕에게 물품을 올
린다는 의미였다. 이영훈은 이렇게 역의 체제로 성립된 시장의 성격이 궁방이 폐지되는
1906년까지 서울 시장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훈, 앞의 논문
(2010), p. 404.
234) 박기주, 「공인(貢人)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經濟學硏究』 56(2008), p. 257.
235) 『비변사등록』 영조23년 3월 13일, 박기주, 위의 논문(2008), p. 2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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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비중을 차지한 도성 구성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이
들이 궁중 연향을 위해 재정 부담을 지어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왕실에서는 왕실 의례와 관련한 비용을 궁방(宮房)이라
는 사고(私庫)를 통해 확보하였다. 왕실에서는 사사로운 용도로 시중 물품
을 구입하기 위하여 궁궐 밖에 궁방을 설치하였다.236) 명례궁을 비롯한 1
사4궁(내수사,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은 서울 시장의 소비를 주
도한 왕실 재정의 최대의 수혜자였다.237) 각 궁에서는 시전에서 식료품을
구입해 왕실로 유입하였다. 일례로 명례궁에서 구입한 재화 중 거의 절반
이 식료품이었다.238) 대부분이 공물 목록에 포함된 것이었으나 공물만으로
궁중의 연회와 다례의 소비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방에서 추가로
구입했던 것이다.239) 이러한 물품의 가격에 대해 궁방에서 제대로 값을 치
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240)
궁방의 재정은 호조, 선혜청 등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돈을 이관(移管) 받
아 유지되었다.241) 갑오개혁 이후로는 황제 개인 자금인 내입금(內入金)
혹은 내하금(內下金)이 궁방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 내입금은 정부 재정에
서 황제 개인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간 돈으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파악
되지 않는다.242) 그러나 내입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부문에
주로 지출되었으므로 진찬 및 진연 등의 행사비로도 내입금이 쓰였을 것
236) 이영훈, 앞의 논문(2010), 같은 쪽.
237) 이 중 내수사(內需司)는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수진궁(壽進宮)은 빈궁, 명
례궁(明禮宮)은 왕비, 용동궁(龍洞宮)은 대왕대비, 어의궁(於義宮)은 왕대비의 속궁(屬宮)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전의 속궁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전의 수
요만을 충당한 것은 아니었으며 상호 대체 또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관계였다. 대동미
납부기관이었던 선혜청은 왕실 각 전과 각 궁에 생활물자를 조달하는 데에 전체 재정의
약 1/3을 공식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 정부기구의 재편과 서
울」, 『서울학연구』 49(2012.11), p. 141.
238) 이영훈, 앞의 논문(2010), p. 407.
239) 이영훈, 위의 논문(2010), 같은 쪽.
240) 1895년에서 1906년까지 12년간 명례궁에서 물품을 진배(進排) 받고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6만원을 웃돌았다. 고동환, 앞의 논문(2008), p. 87.
241) 조영준, 앞의 논문(2009), p. 210.
242) 황실 재정 전담 부서인 내장원(內藏院)의 지출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입금(內入金)이다. 1901년의 내장원 지출내역에서는 무려 72만 냥에 달하는 금
액이 내입되어 1년 지출의 80.9%를 차지하였다. 이윤상, 「대한제국기 內藏院의 皇室財
源 운영」, 『한국문화』 17(1996),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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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짐작된다. 명례궁의 경우 1882년 이후 내하금이 수입원의 80~90%를
차지하였는데 이렇게 이관 받은 내입금은 70% 이상이 궁중의 연회, 상식
(上食), 다례(茶禮)를 위해 소비되었다.243)
이처럼 왕실에서는 궁방을 통해 공적 자금을 사적 자금으로 세탁하여 연
회를 위한 각종 식료품과 물품을 조달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의궤의 재용
편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의궤에 기재된 소요
재원이 실제 소요 재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왕실에서 궁중 연향을 위
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소비했는지 정확히 추정이 불가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왕실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야기
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왕실에서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했던 수단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244)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폐 주조권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이었다. 자의적인
화폐 주조로 마련된 돈은 상당 부분이 황제의 개인 곳간으로 반입되었다.
이에 더해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는 황실 재산 관리 기구였던 내장원(內
藏院) 직영 사업으로 홍삼 전매(專賣), 광산 경영, 사기(沙器) 제조, 직조
(織造)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잡세(雜稅)를 수취
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수입 확대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성
장이나 상공업자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등은 고려되지 못했다. 황실에서
오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변용하였던 측면이 크다.245)
대규모로 설행된 궁중 행사가 이러한 재원을 기반으로 설행되었다.
궁중행사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백성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19
세기는 궁중 계병 및 장식 병풍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제작된 시기
였다.246) 왕실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장식 병풍을 지속적으로 제작하
였다. 특히 19세기에는 궁중 행사도가 기록화 형식과 일반 장식화 형식
두 가지로 병행되어 활발히 생산되었다. 예를 들어 고종 친정기에 진하 계
병으로 제작된 작품에는 영모(翎毛), 화조(花鳥), 곽분양행락(郭汾陽行樂),
243) 이영훈, 앞의 논문(2011.12.), pp. 11-18.
244) 대표적으로 이윤상,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황실재원 운영」, 『한국문화』 17(1996); 동
저,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현실』 26(1997.12) 등이 있다.
245) 이윤상, 위의 논문(1996), pp. 278-279.
246)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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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연(瑤池宴) 등 다양한 화목이 포함되었다.247)
19세기 왕실에서는 새롭게 영건되고 수리된 궁궐의 공간을 장식하기 위
해 다양한 병풍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248) 궁중 행사는 병풍 제작에 정
당성을 부여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를 계
기로 계병채(禊屛債)를 걷어 계병을 제작하는 것이 궁중의 병풍 소요에 대
처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 관료들은 왕과 왕
세자를 위한 공식 행사를 명분으로 하여 지방관들에게 계병채의 상납을
요구할 수 있었다. 계병채는 17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해
19세기에 포진채(鋪陳債, 왕실 행사에 필요한 방석, 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로 지방관으로부터 상납(上納)되었다.249) 계병채는 처음
에는 외방(外方)에 부임한 지방관이 중앙 관청에 사례의 의미로 상납하던
것이었으나 점차 공식화, 비대화되어 점차 영수증까지 발급되는 공적인 성
격으로 변하였다.250) 이러한 비용 부담은 거듭된 궁중 연향 설행과 궁중행
사도 제작으로 인해 규모가 점차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는
계병채를 줄여달라는 지방관의 상소가 줄을 잇게 되었다.251) 아울러 이러
한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민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52)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를 포함한 수많은 초대형 병풍들이 제작될 수
247) 이에 대해서는 김수진, 「1879년 순종의 천연두 완치 기념 계병의 제작과 수장」, 『미
술사와 시각문화』 19(2017) 참조.
248) 궁중 병풍의 다양한 쓰임 및 선행 연구사에 대해서는 박윤희, 「궁궐 전각의 장식그
림: 창호그림과 부벽화」, 『궁궐의 장식그림』(국립고궁박물관, 2009), pp. 98-108; 박은
경, 「조선후기 왕실 가례용 병풍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1-7; 유재
빈, 「조선시대 궁중 병풍의 제작과 활용」, 『조선, 병풍의 나라』(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pp. 297-302 참조.
249) 김수진, 앞의 논문(2017), pp. 110-116.
250) 계병채의 수급 체계 및 폐단에 관해서는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14-123 및 동저, 위의 논문(2017), pp. 110-116 참조.
251) 김수진, 위의 논문(2017), p. 119.
252) 계병채가 지방민들의 수탈로 이어졌음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대비께서 전교하시길, 나라의 경사를 축하한 후에 나라의 여러 부처에서 관료들이
계병을 만들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알리곤 했는데 근래에는 습속이 변하여 본래의 의
도를 잊고 소용 물자를 구하는 것을 급히 여기고 돈을 구하는 것을 빙자함이 있으니,
외읍의 폐단(외방에 파견나간 관리들이 고을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의미)이 되었으니 계
병 구청은 지금부터 거론하지 말 것을 각 사에 분부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승정원일
기』, 고종 1년(1864) 2월 20일(신묘), 김수진, 앞의 논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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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지방민들의 이러한 재정 부담을 전제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왕실에서는 연향에 필요한 음식, 옷, 병풍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국
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워야 했다. 그럼에도 궁중 행사 설행과 궁중행사
도 제작이 고종 친정기에 지속되었던 명분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고종 친정기 왕실 이미지 제작 의도
1)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 제작 의도
고종은 조선 시대의 어떤 왕보다 시각 매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왕
이었다. 고종 친정기 왕실에서 수많은 다종다양한 병풍을 제작할 수 있었
던 것은 시각 매체에 대한 고종의 취향과 안목에 기댄 바가 크다. 고종은
시각 매체의 효과와 기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궁중행사도,
어진, 어사진 등 이 시기에 제작된 왕실 관련 시각 매체에서 잘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들이 철저히 전통적인 맥락에서 생산되었다는 것
이다. 고종 연간에 활발히 시행되었던 서양식 접견례(接見禮)는 그림으로
그려진 적이 없었다.253) 고종은 본인의 생일 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여
러 번 설행하였으나 전통적인 궁중 행사만을 그림으로 남겼다. 일례로 대
한제국 시기에 설행된 4번의 진연 중 2번, 즉 1901년 신축진연과 1902년
4월 임인진연은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萬壽聖節)을 기념한 것이었다. 만
수성절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인 1895년부터
각부 대신, 협판(協辦), 고문관(顧問官) 및 각국 공사(公使), 영사(領事)에게
축하를 받는 것으로 기념되었다.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수성절
행사와 전통적인 궁중 행사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궁중 행사만이
그림으로 제작되었다. 궁중행사도가 내부 권력 관계에 있는 이들을 관자
(觀者)로 상정하여 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궁중행사도만이 이들에
게 전달할 수 있었던 효과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친정기에 잇달아 있었던 궁중 행사의 설행과 궁중행사도의 제작의
253) 고종 친정기의 서양식 접견례에 대해서는 이정희, 『근대식 연회의 탄생 : 대한제국
근대식 연회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의』(민속원, 2014) 참조.
254) 대한제국기 고종의 만수성절 경축 행사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정희,
「고종황제와 만수성절 경축문화」, 『공연문화연구』 34(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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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 고종은 궁중 행사를 통
해 새롭게 정치 주체로 등장한 종친, 척신, 명부 등 왕실 구성원들을 적극
적으로 포섭하는 한편 국왕 입장에서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19세기에는 정치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서로 마주하여 서로의 위
치를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진연은 국왕이 이러한 권력 투쟁 집단들
을 표면적으로나마 좋은 모습으로 어울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
에서 왕은 본인의 의도를 투영하여 의례를 기획하고 이를 궁중행사도로
남겨 의례 참가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왕실에서 적자 계승의 원칙은 헌종 이후 중단되었다. 헌종 연간부터
대왕대비의 수렴청정과 외척의 세도 정치가 심화되었으며 철종과 고종은
기형적인 형태로 왕위에 오른 이들이었다. 고종은 재위부터 정통성에 흠결
(欠缺)이 있었다. 고종은 조선 왕조 역사상 선왕(先王)과 가장 혈통이 먼
방계 혈족으로 즉위하였다. 고종은 철종과는 5촌 숙질(叔姪)간이며 헌종과
는 8촌 형제간으로 혈연관계가 상당히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도 고
종의 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만연하였다.255) 고종의 왕위 승계는 왕
위의 계승자가 왕실이 아닌 일반 사대부 출신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었다.256) 이에 선왕의 적자(嫡子)가 아닌 국왕에 비해 선왕과 혈연
상으로 더욱 가까웠던 명부, 종친, 의빈, 척신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주
체가 되었다. 왕은 자신의 부족한 혈통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과 결탁하여 정국을 이끌고자 하였다.
종친, 의빈, 척신 등 왕실 친족과 왕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상황은 19세
기에 국왕권이 약화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 지배 세력의 당파적 결
집, 일부 주도 가문의 성장 등이 국왕권의 제어를 벗어나게 되자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왕실에서는 혈족 관계에 있는 가문의 힘을 빌리게 되었
다.257) 고종 친정기에는 여흥민씨(驪興閔氏)로 대표되는 척족 세력이 정
255) 고종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은신군(恩信君)은 영조47년 ‘왕손추대(王孫推戴) 사건’으로
죄를 받아 귀양 중 사망하였으나 영조50년 복관(復官)되었다. 그러자 고종의 조부인 남
연군(南延君)이 후사가 없는 은신군에게 입후되었다. 임혜련, 「19세기 神貞王后 趙氏의
생애와 垂簾聽政」, 『한국인물사연구』 10(2008), pp. 229-230.
256)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일지사, 2008), p. 39.
257) 대표적으로 혼인 관계로 맺어진 외척 세력과 국왕이 결탁하였다. 정조가 말년에 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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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주도하며 최대 이권의 수혜자가 되었다.258) 아울러 흥선대원군을 필
두로 종친이 주요한 정치 참여 집단으로 등장하였다.259) 왕의 친족을 활
용한 정치 체제는 권위에 위협을 느낀 국왕이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선
택하여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60) 왕실 가문과 혈연 및 혼인으로
맺어진 이들은 국왕과 상호 수혜 관계에 있었다. 국왕도 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었다.
명부의 지위 상승은 19세기에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현상이 반
영된 결과이다. 순조 즉위년(1800년)에 「수렴청정절목(垂簾聽政節目)」이
제정되었던 사실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확인된다.261) 19세기에 어린 왕이
즉위하며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수렴청정이 공식적
인 통치 체계 중 하나로 인정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私)적 존재였던 여
성이 국가 통치라는 공(公)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262) 이러한 변화는 명부 등 왕실과 관계된 여성들이 공적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세기까지 국왕과 균형을 이루며 국정을 주도했던 관료 집단은
점차 와해되어 집단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에 관료 집단은
극히 일부 엘리트를 중심으로 기반이 좁혀졌다. 비변사(備邊司)에 권한이
집중되었던 것, 경(京)-향(鄕) 분기로 인해 중앙 이외 지역 엘리트들이 정
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것 등이 그 배경으로 추정된다.263) 이에 따라 정치
순에게 세자의 안위를 맡긴 것, 순조가 손자 헌종을 조만영의 동생 조인영에게 맡긴 것
등이 그 예다. 오수창, 「세도정치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1991.2.), p. 140.
258) 연갑수, 앞의 책(일지사, 2008), pp. 127-133.
259) 흥선대원군은 종친이 4대(代)가 지나지 않아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등 적극
적으로 종친을 정치 참여자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갑수, 앞의 논문(2009.12),
pp. 263-302.
260) 오수창, 앞의 논문(1991), p. 143.
261) 수렴청정은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 혹은 대왕대비
가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정치 운영 방식이다. 순조가 11세에 즉위하자 영조비 정
순왕후가 15세까지, 헌종이 8세에 즉위하자 순조비 순원왕후가 15세까지, 철종이 즉위
하자 순원왕후가 3년간, 고종이 즉위하자 신정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임혜련,
「조선후기 ‘대리정치'의 권한 범주와 왕권」, 『역사와 담론』 85(2018), pp. 166-168.
262)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의 공과 사」, 『역사와 현실』 93(2014), p. 73.
263) 김영민, 「친족 집단의 정치적 정당성」, 『한국학논집』 47(2012.6.), p. 221. 조선 후기
관료 집단의 경-향 분기와 특권화 경향에 대해서는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
구』, 일지사(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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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관료 집단이 아닌 왕의 친족 집단 및 소수의 왕의 근친에 의해 장
악되었다.
왕과 왕세자가 지속적으로 궁중 행사를 기획하고 궁중행사도를 남기는
것을 통해 얻으려했던 효과는 이처럼 세력이 커진 왕실 구성원들을 자신
의 세력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이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었
다. 대왕대비, 명부, 종친, 척신 등은 당시의 주요한 정치 세력들이었다.
왕실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정치라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던 이들은
궁중 연향을 통해 열린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19
세기 정치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가 혈연 등의 사적인 관계로 이어진 이
들이 사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정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264) 고종은
신정왕후와 대원군의 권력 다툼을 겪으며 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종 친정기에 여러 차례 설행된 궁중 연향은 왕이 사
적 영역에서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숨어있는 정치 세력
을 공적인 행사에서 마주해 이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행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종은 만민 평등(萬民平等)을 지향했던 근대화 흐름에 맞서 왕권
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왕이 왕권에 초월성을 부여하고
자 한 것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
도는 왕실이 실질적인 존폐(存廢) 위기를 겪은 고종 친정기에 특별히 강조
되었다. 고종 친정기 이전에 왕실이 겪은 위기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물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이 시기 왕실의 위기는 과연 왕
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조선의 사회 질서가 급변한 시기였다. 1894년 동학농
민운동과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것이 큰
변동 중 하나였다. 만민평등의 이념이 광장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왕에게
만 특별한 핏줄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적인 작업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고
종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포함한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천자(天子)로서의 지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264) 임혜련, 앞의 논문(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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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채택되었던 방안이 조선 왕조 개창기(開創期)와 유교 명분론
(名分論)에 대한 강조였다. 조선 초기와 태조에 대한 강조는 조선의 성리
학적 사회 질서를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하였다.265) 고종과 신정왕
후, 대원군은 즉위 초 능행(陵幸)과 원행(遠行), 친경(親耕), 선왕의 어진
제작과 추숭(追崇), 존호(尊號) 가상 등을 통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과시
하고자 하였다.266) 아울러 고종은 태조로부터 이어진 혈통적 승계를 강조
하여 국왕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고종은 지속적으로 선대의
고사를 계술하며 궁중행사도를 포함한 왕실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위협받았다. 1881
년(고종18)에는 안기영(安驥永), 권정호(權鼎鎬) 등이 고종의 이복형인 이
재선(李載先)을 추대(推戴)하려고 하였고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 일본
군의 경복궁 점령, 1895년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등의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상황을 타개(打開)하기 위해 고종은 1897년 황제국
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권 강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267) 이후에도
고종은 지속적으로 폐위 위협에 시달렸다.268) 지속적인 왕권 강화 정책에
도 불구하고 고종은 절대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고종의 불안을 극대화한 것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일었던
입헌군주제(立憲君主制) 논의였다.269) 지금까지 언급된 위협이 일부 개인
265) 연갑수, 앞의 책(2008), p. 48.
266) 고종 초기 왕실행사와 국왕권의 강화에 대해서는 김세은, 「高宗初期(1863~1876) 국
왕권의 회복과 왕실행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267) 고종의 4대조인 장조(사도세자) 추숭, 태조 조상의 터전인 건지산의 조경단(肇慶壇)
조성, 황실 계보인 선원속보(璿源續譜)의 대대적 수정, 1900년 준원전(濬源殿) 정비와
1901년 7조(組) 영정(影幀) 모사(模寫)사업, 1899~1902년 경운궁의 대대적인 정비 등이
있다. 대한제국 시기의 왕실 행사와 황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
의 황실 追崇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 근현대사 연구』 19(2001) 및
이윤상,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 사업」, 『진단학보』 95(2003) 참조.
268) 1898년 7월 안동수가 중심이 되어 순종에게 황위를 양위하게 하려는 모의가 있었고
그 해 9월에는 김홍륙 등이 황제와 황태자에게 독차(毒茶)를 올리려고 하였다. 서진교,
위의 논문(2001), p. 82. 1898년 말에는 박영효 일파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왕세자를 폐
하고 의화군을 추대할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영희, 「광무정권의 형성과 개혁정책
추진」, 『역사와 현실』 26(1997), p. 20.
269) 대한제국기의 입헌군주제 논의에 대해서는 서진교, 「1899년 高宗의 '大韓國國制' 반
포와 專制皇帝權의 추구」, 『한국 근현대사 연구』 50(1996) 및 도면회, 「황제권 중심의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현실』 50(2003) 참조. 이에 대한 고
종의 대응 및 고종의 국민 인식에 대해서는 주진오, 「한국 근대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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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면 입헌군주제 논의는 고종이 권력 분배를 원
하는 다수의 국민을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었다. 근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민(民)’ 개념이 부상하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왕권은 위태로워지는 것이 수
순이었다. 근대 국가 체제의 지향점은 국가 기관의 권력을 배분하여 자의
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민권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전근대적인 왕권을 제
한해야 ‘민’ 개념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종은 어디까지나 전제적인 왕권을 수구(守舊)하려고 하였다. 고종은 왕
권에 위협이 되었던 근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270) 황제권에 대한 도전에서 맞
서기 위해 고종이 택했던 방법은 전통적인 유교의 명분론을 강조하는 것
이었다.271) 유교의 명분론에 의거해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본분과 신분을
지키며 천명에 의해 권력을 위임 받은 군주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다스리
는 것이 고종과 당시 대다수의 지배층이 추구했던 이상이었다. 신분제가
폐지되어 만민평등의 사회가 도래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이 도입된다 하
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까지 일시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종
은 궁중행사도 제작을 통해 유교적 관념에 기반한 천자의 지위를 강조하
며 자신의 존재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2) 고종 친정기 어진(御眞)과 어사진(御寫眞) 제작 의도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왕과 왕세
자가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왕권의 혈통적 승계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다.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는 조선 왕실 전통에 기대어 왕권을 존속시
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이것은 동 시기 왕실에서 제작된 왕실
이미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궁중행
사도와 함께 왕과 왕세자가 직접 화면에 드러나 정체성을 투영한 장르인
왕권의 역할(1880~1894)」, 『역사와 현실』 50(2003);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894)」, 『역사문제연구』(2009);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
권 강화와 개혁논리」, 『역사학보』 208(2010) 참조.
270) 고종의 ‘인민’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는 김윤희, 위의 논문(2009); 김소영, 「대한제국
기 ‘국민’ 형성론과 통합론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271) 서진교, 앞의 논문(2001),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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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과 어사진의 제작 의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고종은 재위 기간 동안 어진 제작과 봉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
다.272) 고종은 태조(太祖, 재위 1392-1398)와 현왕 어진 모사를 통해 조
선 왕실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강화하려 하였다. 아울러 고종은 새로운
시각 매체인 사진을 적극 도입하여 왕위 승계의 정통성을 시각화하려고
하였다.
가. 선왕(先王) 어진 모사 – 왕실 혈통의 시각화
고종은 대한제국 건립 이후에도 자신의 정통성을 조선 왕조의 선왕을 계
술하는 것에서 찾고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선왕의 어진 모사를
택하였다. 고종은 22세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하기 직전인 1873년에 태조
와 자신의 어진을 제작하였다.273) 어진 모사에 앞서 고종은 1872년 임진
년이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개국한 때로부터 8회갑(480주년)에 해당하
는 것을 기념해 태조와 태종에게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종
은 경기전(慶基殿) 태조 어진과 숙종 연간에 모사한 태조 어진을 다시 모
사하도록 지시하였다.274) 이를 통해 고종은 태조, 태종, 숙종과 자신으로
이어진 왕권 후계 구도를 환기시켰으며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과시하
고 측근 세력을 만들 수 있었다.275) 이때의 태조 어진 모사는 숙종14년의
272) 고종 대 제작된 어진 및 어사진에 대해서는 권행가, 「高宗 皇帝의 肖像 : 近代 시각
매체의 流入과 御眞의 변용 과정」(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273) 태조는 개국 시조로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용이 생시부터 많이 그려져 봉안되었
다. 태조 어진은 명종 대에 무려 26축에 이르렀다. 따라서 많은 수의 어진이 영흥(永興)
의 준원전(濬源殿), 경주(慶州)의 집경전(集慶殿), 한양(漢陽)의 문소전(文昭殿), 전주(全
州)의 경기전(慶基殿), 평양(平陽)의 영숭전(永崇殿), 개성(開城)의 목청전(穆淸殿) 등 5
당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었다. 세종20년 진전 제도를 정비하며 경복궁 문소전 동북쪽
에 선원전이 지어져 어진이 모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진전
은 양란을 겪으며 극히 일부만 남기고 전소되었다. 김지영, 「1713년(肅宗 39) 御眞 圖
寫와 《御容圖寫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p.
529. 고종대 어진의 정치적 사용에 대해서는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 高宗代의
太祖 御眞과 眞殿」, 『미술사연구』 20(2006) 참조.
274) 숙종 1688년 태조 영정 모사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윤정, 「숙종14년 太祖 影幀
模寫의 경위와 政界의 인식」, 『한국사연구』 141(2008) 참조.
275) 김세은, 앞의 논문(2003), pp. 176-181. 조인수는 고종이 태조 어진 모사를 지시했던
배경으로 고종과 민비 사이에 첫 아이인 원자가 태어났다가 4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지
목했다. 적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라는 중대사가 좌절된 사건을 위로하고 조상의 음덕에
기대기 위해 어진 모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인수,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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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어진 모사 이후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276)
고종이 선왕 어진 모사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노력은
1900년 진전 정비 사업으로 이어졌다. 고종은 1900년과 1901년 선조들의
어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277) 이 때의 어진 제작은 지금까지의 어진
모사가 태조, 세조 및 숙종 등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제작된 것에 반해
처음으로 7조(祖)의 영정을 정립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278) 이로써 고
종은 왕조의 정통성이 7조를 통해 본인에게 계승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 현왕(現王) 어진 모사 – 현왕의 신격화
고종 연간의 현왕 어진 모사는 태조 어진 모사와 같이 태조로부터 이어
진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국왕의 치적을 시각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고종은 자신의 국방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 어진 모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873년 친정을 시작하며 자신의 어진을 제작하였던 고종은
1903년에는 자신의 어진과 왕세자의 예진(睿眞)을 모사하여 서경(西京, 평
양)의 풍경궁(豐慶宮)에 봉안하였다. 이 때 고종은 서경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 중국과 같이 두 개의 서울을 둔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
다. 동시에 태조의 거처였던 평양을 강화함으로써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주
고자 하였다.279) 이를 위해 고종은 풍경궁 건설에 대대적인 물자와 인력을
쏟았다. 풍경궁은 최고 권력자의 공간으로 장대하게 건축되었다.280) 1903
년 11월 풍경궁의 태극전과 중화전이 완공되자 고종은 자신의 어진과 황
태자의 예진을 이곳에 봉안하였다. 봉안 과정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르는
(2006), p. 38.
276) 1836년(헌종4년)에 태조 어진 모사가 있었지만 이는 함흥부 준원전 태조 어진이 훼손
되며 부득이하게 다시 모사된 것이었다. 권행가, 앞의 논문(2006), 같은 쪽.
277) 1901년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선원전에 7조의 어진을 모시는 작업은 40명의 화원
이 참여해 어진, 오봉병, 해반도병, 반차도 등을 9개월에 걸쳐 제작한 대대적인 정비 사
업이었다. 조광,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해제」,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국립고궁
박물관, 2013), p. 17.
278) 여기에는 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이 포함되었다. 조선미, 『한국초상
화연구』(열화당, 1994), p. 156.
279) 여기에는 일본 침입 시 러시아와 협력이 가능한 방어 기지로 평양에 진위대(鎭衛隊)
를 신설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서경 건설 계획에 대
해서는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및 김윤정·서치상, 「광무 6년의 평
양 풍경궁 창건공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2009) 참조.
280) 풍경궁의 정전인 태극전은 정면 9칸, 측면 5칸으로 45칸이라는 단일 건물로는 이례
적인 크기로 지어졌다. 김윤정·서치상, 위의 논문(2009)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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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을 통해 대외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어진모사도감의궤』에 수록된 〈어
진예진서경풍경궁봉안반차도(御眞睿眞豊慶宮奉安班次圖)〉(도39)를 통해 행
렬의 장대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고종 어진과 순종 예진 봉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권을 직접 체험하게
된 행사였다. 풍경궁에 어진과 예진을 봉안하고 온 사건에 대해 이근명(二
根命, 1840~1916)이 “배봉(陪奉)하는 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관리들과
유생들이 배종하였는데 그 숫자가 1천 명을 헤아렸”으며 “사녀(士女)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도로 양쪽에서 구경하였는데 모두 춤추고 환호하며 즐
거워하는 기색”이었다고 전하였다.281) 고종은 시각, 청각, 미각적 경험을
동반한 장대한 행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진 예진 봉안’이라는 같
은 경험을 각인시키며 기억을 내면화하려 하였다.282) 이를 통해 고종은 서
경 건설이라는 국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경에 권위를 불어넣었
다.283) 이는 어진을 모시는 것이 왕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
졌던 조선 왕실 시각 전통에 기반하여 가능했던 정책이었다.284) 이처럼 고
종 친정기 왕실 이미지 제작과 활용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어진의 권위
281) 『고종실록』 고종40년 (1903) 10월 22일(양력 12월 10일).
282) 조인수, 앞의 논문(2006), pp. 29-30. 조선 후기 국왕의 행차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서는 김지영, 「朝鮮後期 국왕 行次에 대한 연구: 儀軌班次圖와 擧動記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동저, 『길 위의 조정 : 조선시대 국왕 행
차와 정치적 문화』(민속원, 2017) 참조.
283) 고종이 서경을 통해 군사정책을 보완하려 했음은 1902년 5월 임인진연 설행과정에도
나타났다. 이때의 외진연 악장의 내용은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 고종을 칭송하며 서경
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였음을 치하하고 있다. 신경숙, 앞의 논문(2005), p. 99.
284) 어진(御眞)은 용어에서부터 왕이 깃드는 곳이라는 장소성을 내포하였다. ‘어진(御眞)’
에 함축된 장소성은 용어가 확립된 경위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어진’이라는 용어 자체
가 확립된 것은 1713년 숙종의 어용을 그릴 때였다. 당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어용의 초본을 그릴 때 비망(備
望) 중 정자(幀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지칭하는 것이
지 아랫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영정의 ‘정’은 오직 그림을 열어 펼
친다는 뜻이고 족자로 만든 이후에는 쓸 수 없는 말이며, 예로부터 써온 쉬용(粹容)이란
말은 오늘날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모든 전신(傳神)을 사진(寫眞)이라고 하니 어진
(御眞)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조(提調)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어진이 송 인종 구양수의 차자(箚子, 상소문) 중 등장하는 용어로서 사용
이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숙종은 ‘영자’는 아랫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하며. 영희전
(永禧殿)을 이미 진전(眞殿)이라 칭하였으니 이에 기인해 ‘어진’이라고 하기로 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 계사질, 5월 6일 기사
참조). ‘진전(眞殿)’의 ‘진(眞)’에 따라 어진(御眞)이라 칭한다는 것은 용어에 장소성이 내
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어진은 왕이 기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와 연계되었다. 또한 어
진을 모시는 장소에는 왕이 계신 수도와 같은 권위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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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대어 이루어졌다. 고종은 어진을 활용해 태조에게서 이어진 자신의
혈통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어진 봉안 행렬로 장대하게 가시화하였다.
다. 왕과 왕세자의 어사진 – 부계 혈통의 시각화
고종 친정기에 어진이 선왕으로부터 이어진 왕실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다면 어사진은 고종과 순종 사이의 부계 혈통을
시각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시기 어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왕과 왕세
자가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두 인물이 한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상
(人物像)은 조선 후기 어진 전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어진은 단독상(單
獨像)으로 그려져 진전의 개별 공간에 봉안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1880년
대 신문물인 사진이 도입되면서 제작된 어사진에서 왕과 왕세자는 한 화
면에 나란히 등장하였다. 왕과 왕세자 사이의 부계 혈통이 사진이라는 새
로운 매체를 통해 시각화 된 결과이다.285)
최초로 촬영된 고종의 어사진은 1884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이 창덕궁 농수당에서 왕과 왕세자를 촬영한 것이다(도40-1,
2).286) 이 사진에서 왕과 왕세자는 동일한 배경을 바탕으로 동일한 포즈를
취하여 둘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왕과 왕세자는 18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한 화면에 등장하며 적극적으로 왕권 승계를 시각화하였다(도
41). 특히 대한제국 시기 어사진에서 부자(父子)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포즈를 취하여 양자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더욱 강조하였다(도42). 고종은
본인과 왕세자가 드러나는 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일례로 1896년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 1831-1904)이 왕과 왕세자를 촬영했을
때 고종은 세자가 잘 나오도록 그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고 한다.287) 어사
진의 재현 방식이 국왕이 직접 의도한 결과물이었음이 나타나는 정황이다.
왕과 왕세자가 한 화면에 나란히 등장한 어사진은 둘 사이의 혈통 승계
285) 왕과 왕세자는 함께 사진으로 구현되지만 왕비는 제외되었다는 측면에서 고종 친정기
의 왕실 사진이 ‘부계 혈통’ 위주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권행가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왕과 왕세자가 함께 어사진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되지 못하
였다. 권행가, 「明成皇后와 國母의 표상」, 『미술사연구』 21(2007), pp. 208-212.
286) 당시 열 살이었던 왕세자 이척(훗날 순종)은 로웰이 사진기를 들이밀자 문을 닫고 달
아나버렸다고 한다. 퍼시벌 로웰, 조경철 역, 『내 기억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예담,
2001). 권행가, 앞의 논문(2006), p. 209에서 재인용.
287) 이사벨라 버드 비숍,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집문당, 2000), pp.
404~410. 권행가, 앞의 논문(2006), p. 2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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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히 시각화된 장면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중국의 조상 초상(
ancestor portrait) 전통에서 당(唐)대에서 민국(民國)시대까지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던 방법이다.288) 열성(列聖) 중 혈통으로 이어진 왕들이 한 화면
에 담겨 현왕의 혈통적 계승권이 그림을 통해 드러나거나(도43)289) 한 화
면에 선조(先祖) 부부의 모습이 나란히 그려져 그림을 통해 후손들의 족보
(族譜) 상의 위치가 재확인되는 식이다(도44).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에서
등장인물 간의 시계열적(時系列的) 관계가 표현되었다.
어진을 통해 선왕과 현왕 간의 시계열적 관계를 드러내는 시각화 방식은
고종 연간에 이미 사용되던 것이었다. 한 화면에 여러 인물이 담기지 않더
라도 어진이 한 공간에 놓이는 것으로 왕권 승계가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철종의 어진은 다른 선왕들의 어진과 함께 선원전에 봉안되지 못하여 왕
실 승계에서 배제되었다.290) 그런데 고종은 진전에 어진을 봉안한다는 기
존의 용례를 넘어 실제 사진을 통해 혈통 승계를 시각화하려는 새로운 시
도를 하였다. 이는 고종 친정기에 궁중행사도를 통해 왕과 왕세자의 승계
구도가 시각화 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어사진과 관련하여 하나 더 주목되는 점은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어사진
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으며 왕실 여성이 사진에 등장한 시점이 고종이 황
위에서 내려온 1907년 이후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고종 친정기에 어사진
이 어디까지나 조선 왕실의 어진 제작 전통에 의거해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291) 현전하는 조선 왕실 회화 중 왕비나 궁중 여성이 그려진 초상은
없다. 조선 전기에는 왕비 상이 왕의 어진과 함께 제작되었으나292) 조선
288) 어진 및 동아시아 초상화의 제의적 사용에 대해서는 조인수, 「중국 초상화의 성격과
기능 : 명청대 조종화(祖宗畵)를 중심으로」, 『위대한 얼굴: 한·중·일 초상화 대전』(서울
시립미술관, 2003); Jan Stuart, Worshipping the Ancestors: Chinese
Commemorative Portraits(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289) 열성의 초상화 제작을 통한 혈통 승계의 강조에 대해서는 Ning Qiang, “Imperial
Portraiture as Symbol of Political Legitimacy: A New Study of the "Portraits
of Successive Emperors", Ars Orientalis, Vol. 35(2008), pp. 96-128.
290) 김지영, 「19세기 眞殿 및 御眞奉安處 운영에 대한 연구」, 『장서각』 26(2011), p. 26.
291)
292) 태조의 정비인 신정의왕후의 영정은 사후에 그려져 인소전에 봉안되었고 태조의 계비
인 신덕왕후(?~1396)의 영정 역시 사후에 원찰인 흥천사에 봉안되었다. 정종의 비인 정
안왕후의 영정은 중종실록에 등장하여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영정 모두 그려졌다는 사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왕비의 영정에 대한 기록은 없다. 조선미, 앞의 책(1994),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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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는 왕비 상이 그려지지 못했다.293) 이렇게 조선 왕실의 어진 제작
전통에 의거한 대한제국 시기의 어사진 제작은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황위(皇位)를 넘기기 전까지 지속되었다.294)

293) 숙종은 1695년 강화도에 봉안할 자신의 영정을 제작하면서 갑술옥사(甲戌獄事, 1694
년)로 복위된 중전 인현왕후의 영정까지 그리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그리지 못
하였다. 숙종의 이 시도는 세종 이후 처음으로 현 왕비의 어진을 그리려 했던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1년 을해(1695) 7월 27일(정해) 기사, 진준현,
「肅宗代 御眞圖寫와 畵家들」, 『고문화』46(1995.6.), p. 93, 각주 25번 참조.
294) 대한제국 시기 왕실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권행가, 앞의 논문(2007), pp. 208-212,
동시기 천황가 황실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타키 코지, 박삼헌 역. 『천황의 초상』(소명
출판, 2007);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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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고종 친정기(高宗 親政期, 1873-1907) 궁중행사도(宮中行事
圖)가 당시 왕실의 의도에 맞추어 제작되었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고종은 궁중 행사 설행(設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위계
(位階) 질서를 분별하였으며 이를 궁중행사도로 시각화하는데 적극적인 역
할을 하였다.
필자는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進饌進宴圖)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종 친
정기 진찬진연 의례와 진찬진연도의 화면 변화가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
朝續五禮儀)』 및 19세기 진찬진연 의궤 10종의 의주(儀註)에 나타난 의례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종 친정기 진연이 종친(宗親), 척신(戚臣), 명부
(命婦), 관료 등 다양한 정치 참여 세력의 위계를 국왕 입장에서 규정하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왕과
왕세자는 초월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의례의 변화는 진찬진연도
의 화면 변화와 궤를 같이하였다.
고종 친정기 진찬진연도에서 그림의 중심이 된 것은 왕과 왕세자였다.
왕과 왕세자는 한 화면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그림의 정중
앙에 차비(差備)들에게 둘러싸여 공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처럼 등장하였
다. 그림에서 명부와 종친, 척신, 의빈(儀賓) 등 왕실 친족의 비중은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왕실 친족이 아닌 일반 관료들의 비중은 상
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등장인물들의 위계는 그림의 주제, 인물들의 위치와
표현, 배경 묘사, 주렴(珠簾), 보계(補階), 차일(遮日) 등의 시각 요소로 구
현되고 차별화되었다. 주요 왕실 인물들의 초월성은 배경의 축소 및 비현
실적인 배경 표현을 통해 강조되었다.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는 구체적인
의례의 설행(設行) 단계를 보여주기보다 그림에 표현된 인물들의 초월성과
위계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필자는 진하도(陳賀圖)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종 친정기 진하도가 이전
시기의 그림을 답습했으며 그림 제작 계기와 맞지 않는 화면만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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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는 오명을 벗기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필자는 이 시기에 제작된 진
하도가 왕세자와 관련된 화목(畵目)으로 특화되어 발전되었음을 증명하려
고 노력하였다. 진하도가 설행 계기와 일치하지 않게 그려진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진하 의례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하례(陳賀禮)의
가장 큰 특징은 위계성(位階性)과 유동성이었다. 진하례는 관료들이 서열
대로 나열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이 행사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
러한 진하례를 그린 진하도는 국왕과 관료 사이의 위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의 핵심이며 왕을 향해 전정(殿庭)에 늘어선 관료들의 모습이 이를 가
장 잘 보여주는 도상이었다. 아울러 진하례는 정해진 계기에 설행(設行)되
는 것이 아니라 왕이 특정 행사를 선택하여 설행하는 의례였기 때문에 진
하도 역시 특별히 선택되어 그려졌다. 그 결과 진하도는 국왕의 의도에 따
라 그려졌다는 점에서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자의성과 유연성을 보여준다.
고종 친정기 진하도는 왕세자의 탄생, 천연두 완치, 관례(冠禮), 국왕 업
무 대행을 기념해 제작된 것이었다. 《왕세자탄강진하계병(王世子誕降陳賀
稧屛)》은 이제까지 한 번도 행사도로 그려지지 않았던 왕세자의 탄생이
진하도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王
世子痘候平復陳賀稧屛)》 역시 고종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천연두 완치가
그림의 주제가 되었던 것으로 궁중행사도에서 왕세자의 위상이 크게 높아
진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병풍은 왕세자가 천연두를 극복하고 건강
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일생의례(一生儀禮) 중 하나로 정착되는 상황을 구
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한편 《왕세자관례진하계병(王世子冠禮進賀稧屛)》
은 전통적인 왕세자의 일생의례였던 관례(冠禮)가 진하 도상으로 편입되는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아울러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
병(宣祖大王回鸞五回甲陳賀稧屛)》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진찬계병’으로
설명되었지만 이 병풍은 ‘진하계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진하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왕세자의 후계
자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세기 중반까지 단독 화목으로 존재했던 왕세자의 책례(冊禮), 관례, 성
균관 입학 등의 일생의례 도상이 고종 친정기에 진하도로 흡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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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는 왕세자가 관료들의 도움과 별개로 천명(天命)에 의해 대권을
이을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칭송하기 위해 진하도가 제
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고종 친정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회도(契會圖) 전통의 왕실 전용(轉用) 양상을 검토하였다. 궁중행
사도 제작은 관료들의 계회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점차 왕실 주도로
변화되어 고종 친정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고종은 왕세자 관련 화목
을 취사선택하여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이 주요 행위자가 된 화
목은 배제되었고 왕실이 단독 주체가 된 화목이 선택되어 그림으로 제작
되었다.
계병 제작 주체가 명백히 왕실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실시하고 계병을 제
작한 비용도 왕실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왕실은 궁중 행사 설행
과 궁중행사도 제작을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거나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왕실이 이처럼 무리하게 궁중 행사 설행과 궁중행사도 제작을 지속했던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 고종은 궁중 행사를 통해
새롭게 정치 주체로 등장한 종친, 척신, 명부 등 왕실 구성원들을 적극적
으로 포섭함과 동시에 국왕 입장에서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종은 만민평등을 지향했던 근대화 흐름에 맞서 왕권에 초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궁중행사도와 함께 왕과 왕세
자가 직접적으로 화면에 드러난 장르인 어진(御眞)과 어사진(御寫眞)에서
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고종은 태조(太祖, 재위 1392-1398)와 자신의 어진 제작을 통해 태조로
부터 이어진 왕위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매체인 어
사진을 통해 고종은 왕에서 왕세자로 이어진 부계 혈통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고종 친정기 왕실 이미지가 대한제국 시기까지 얼
마나 조선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궁중기록화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화목이다. 그러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주문자는 각자의 선호와 목적에 맞게 그림을 고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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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종 친정기의 궁중행사도이다. 고종
친정기의 궁중행사도는 제작 명분부터 전거(典據)까지 전통에 의거하면서
도 당시 왕실의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고종은 왕
실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 왕실의 전통 계승을 명분으로 하
여 궁중행사도를 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종은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성
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 요소를 궁중행사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
였다. 고종 친정기의 궁중행사도는 19세기 말에 궁중기록화가 도식화되었
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궁중행사도는 이 시기 왕실이
시각 매체를 능동적으로 고안하여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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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ugawa

부

록

[부록 1] 19세기 연향 공간의 구성

1. 영내(楹內) : 기둥 안의 공간이다. 주빈(대왕대비 혹은 왕)과 주빈을 제외한
왕실의 가장 높은 여성 어른(왕비 또는 태자비)이 앉았다. 주빈과 가장 가까운
혈족인 주 진작자(태자, 태자비)가 주빈에게 술을 올릴 때 여기까지 진입하였다.
2. 염내(簾內): 제1 주렴295) 안의 공간이다. 제1주렴은 의궤에서 염내/외를 구분
지었다. 여기에는 주된 내빈인 군부인과 좌우명부가 앉았다. 황태자비는 주빈에
게 절하기 위해 ①에서 나와 ②에 위치하였다. 또한 친왕은 주빈에게 술을 올릴
때 여기까지 진입하였다.
3. 염외(簾外)의 계상(階上): 제1주렴부터 황목장(黃木帳) 사이의 공간이다. 이 공
간은 다시 두 층위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제1주렴과 제2주렴 사이의 공간으로
주된 공연인 정재가 시행되며 황태자와 친왕이 앉았다. 황태자와 친왕은 이 공간
에서 연회에 참여하고 주빈에게 절을 올렸다.
두 번째는 제2주렴과 황목장 사이의 공간이다. 이곳에 등가(登歌)가 진설(陳設)
되었다. 종친은 주빈에게 술을 올릴 때 여기까지 진입하였다.
295) 구분을 위해 주빈과 가까운 주렴을 제1주렴, 먼 주렴을 제2주렴으로 가칭(假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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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내(門內) : 황목장 밖에서 문(門) 안까지의 영역이다. 헌가(軒架)가 배설(排
設)되고 종친, 의빈, 척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의궤에서 정
확히 명명하고 있지 않다. 설행되는 내전의 문(함녕전의 致中門, 만경전의 大有
門 등) 안쪽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임의로 문 안쪽(門內)라 칭하였다.
5. 문외(門外) : 전각의 문 밖의 영역이다. 의례 영역에서 벗어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887년 정해진찬에서 종친, 의빈, 척신이 문(대유문) 밖에
위치하였다.

[부록 2] 보계(補階)에 따른 참석자의 위차(位次)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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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별표 1] 19세기 행사별 참여집단

내연
외연
야연
익일회작
익일야연
재익일회작
재익일야연

대왕대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친왕

군부인

명부

종친

의빈

척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찬소 당랑
○
(○)
○
○
○
○

[별표 2] 19세기 행사부서 설치현황
연도
1795년
1829년
1848년
1868년
1887년
1892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작품
화성능행도병
기축진찬계병
무신진찬계병
무진진찬계병
정해진찬계병
임진진찬계병
신축진찬계병
신축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관련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축진찬의궤
무신진찬의궤
무진진찬의궤
정해진찬의궤
임진진찬의궤
신축진찬의궤
신축진연의궤
임진진연의궤
임인진연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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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소
진찬소
진찬소
진찬소
진찬소
진찬소
진찬소
진찬소
진연청
진연천

진찬진연소 설치
장용영, 의궤청 이문원
훈련도감, 의궤청 훈련도감
총위영, 의궤청 별군직청
상호도감→종친부, 의궤청 종친부
친군우영, 의궤청 친군우영
예조, 의궤청 예조
교방사, 의궤청 교방사
장례원, 의궤청 장례원
장례원, 의궤청 장례원
장례원, 의궤청 장례원

행사도 좌목
없음

진찬소 당랑

[별표 3] 고종 친정기 진찬소 및 진연청 당상관(堂上官) 구성
직책

1887년

진 찬소

정해진찬

당상관

1892년

진 찬소

임진진찬

당상관

1901년 5월

진 찬소

신축진찬

당상관

1901년 7월

진 연청

신축진연

당상관

1902년 4월

진 연청

임인진연

당상관

이름

직위

본관

비고

윤자덕

용양위 상호군 겸 규장각 제학

파평(坡平) 윤씨

규장각

정범조

호조판서 독판내무부사 겸 규장각 직제학

동래(東萊) 정씨

규장각

김영수

독판내무부사 규장각제학 겸 세자우빈객

광산(光山) 김씨

규장각, 고종의 대표적인 근신

민응식

병조판서 협판내무부사 겸 규장각 직제학

여흥(驪興) 민씨

척신

민영환

협판내무부사 겸 규장각 검교직 제학

여흥(驪興) 민씨

척신, 흥선대원군의 자형인 민겸호의 아들

김영수

행지중추부사

광산(光山) 김씨

민영준(=민영휘)

행예조판서

여흥(驪興) 민씨

척신,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정양

행호조판서

반남(潘南) 박씨

아버지 박제근이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7촌

민영휘

장례원경

여흥(驪興) 민씨

홍순형

명헌태후궁대부

남양(南陽) 홍씨

척신, 헌종의 비인 효정왕비(孝定王妃)의 조카
고종의 대표적인 근신, 궁내부 협판으로 민비의 장례를 총지휘.

윤정구

궁내부 서리대신

해평(海平) 윤씨

민영휘

궁내부 특진관

안동(安東) 김씨

김성근

의정부 찬정

안동(安東) 김씨

고종의 대표적인 근신

이지용

의정부 찬정

전주(全州) 이씨

척신, 고종의 5촌 조카,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성근

궁내부 특진관

안동(安東) 김씨

궁내부 소속 근신

윤정구

궁내부 특진관

해평(海平) 윤씨

상동

김학수

장례원경

광산(光山) 김씨

고종의 대표적인 근신인 김영수의 아들

김성근

궁내부 특진관

안동(安東) 김씨

상동

1901년 11월

진 연청

윤정구

궁내부 특진관

해평(海平) 윤씨

상동

임인진연

당상관

이지용

원사부 기록국 총장(元師府記錄局總長)

전주(全州) 이씨

상동

김주현

궁내부 특진관

광산(光山) 김씨

상동

* 김영수(金英洙, 1829~1899) : 6번의 진연 중 2회 당상관으로 참여, 아들인 김학수(金學洙, 1848~?) 또한 당상관으로 1회 참여
민영휘((閔泳徽, 1852~1935) : 6번의 진연 중 3회 당상관으로 참여
윤정구(尹定求, 1841~?) : 6번의 진연 중 4회 당상관으로 참여
김성근(金聲久, 1835~1919) : 6번의 진연 중 3회 당상관으로 참여
이지용(李址鎔, 1870~1928) : 6번의 진연 중 2회 당상관으로 참여
- 107 -

[별표 4] 19세기 진찬진연의궤 목록
연도

의궤명

설행 계기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

혜경궁 홍씨 회갑(回甲)

1819년

기축진찬의궤

순조 사순(四旬), 즉위 30주년

1848년

무신진찬의궤

순원왕후 육순(六旬), 왕대비 망오(望五)

1868년

무진진찬의궤

신정왕후 회갑(回甲)

1887년

정해진찬의궤

신정왕후 사순(四旬)

1892년

임진진찬의궤

고종 망오(望五), 즉위 30주년

1901년 5월

신축진찬의궤

명헌태후 망팔(望八)

1901년 7월

신축진연의궤

고종 오순(五旬)

1902년 4월

임인진연의궤

고종 망육(望六), 입기로소(入耆老所)

1902년 11월

임인진연의궤

고종 즉위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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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19세기 내연의 변화
1795년
주
빈

자궁(慈宮)

1829년
왕

1848년

1868년

1887년

1892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대왕대비

대왕대비

대왕대비

왕, 왕비

대왕대비

황제

황제

황제

악장

악장

악장

악장

악장

악장

악장

악장

행 사 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시작 자궁 찬안

왕 찬안

대왕대비 찬안

대왕대비 찬안

대왕대비 찬안

왕, 왕비 찬안

태후 찬안

황제 찬안

황제 찬안

황제 찬안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왕 치사

1작 왕세자(치사)

1작 왕(치사)

1작 왕(치사)

1작 왕(치사, 전문)

1작 세자→왕,왕비(치사, 전문)

1작 황제(치사없음)

1작 황태자(치사)

1작 황태자(치사)

1작 황태자(치사)

2작 왕세자빈(치사)

2작 왕비(치사)

2작 왕비(치사)

2작 왕비(치사)

2작 세자빈→왕, 왕비(치사)

2작 황태자(치사없음)

2작 황태자비(치사)

2작 황태자비(치사)

2작 황태자비(치사)

세자, 세자빈 찬안

대왕대비 차

대왕대비 차

대왕대비 차

왕, 왕비 차

태후 차

황제 차

황제 차

황제 차

왕 차

3작 경빈(치사)

왕, 왕비 찬안

3작 왕세자(치사, 전문)

세자, 빈 찬안

3작 태자비

황태자, 태자비 찬안

왕, 왕비, 경빈 찬안

주빈
축하

4작 세자빈(치사)

삼무도 산호 사배

삼무도 산호 사배

3작 좌명부(치사)

좌명부(치사)

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 찬안

3작 좌명부(치사)

황제, 태자, 태자비 찬안

3작 친왕(치사)

황태자, 태자비 찬안

황태자, 태자비 찬안

4작 우명부

우명부(치사)

5작 좌명부(치사)

4작 우명부(치사)

4작 군부인(치사)

4작 군부인(치사)

황제→태자 술

황제→태자 술

5작 종친

종친(치사)

우명부(치사)

5작 왕자(치사)

5작 좌명부(치사)

5작 좌명부(치사)

황제→태자비 술

황제→태자비 술

6작 의빈

의빈(치사)

종친(치사)

6작 종친(치사)

우명부(치사)

6작 우명부(치사)

황태자, 태자비 차

황태자, 태자비 차

7작 척신

척신(치사)

척신(치사)

7작 척신(치사)

종친(치사)

7작 종친(치사)

3작 영왕(치사)

3작 친왕(치사)

영왕 이하 찬안

친왕 이하 찬안

태자 이하 술

황태자 이하 술

4작 군부인(치사)

4작 군부인(치사)

척신(치사)

함께
즐김

삼고두, 산호, 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없음

삼무도 산호 사배

태자 이하 술

황태자 이하 술

왕 이하 찬안

좌명부 이하 찬안

좌명부 이하 찬안

대원군 이하 찬안

좌명부 이하 찬안

명부 이하 찬안

군부인 이하 찬안

친왕 이하 찬안

5작 좌명부(치사)

5작 좌명부(치사)

태후→황제 술

황태자, 태자비 차

태자 이하 술

황태자 이하 술

1작 전하

왕→세자 술

대왕대비→왕 술

대왕대비→왕 술

대왕대비→왕 술

왕, 왕비, 집사→세자 술

태후→태자 술

황제→태자 술

6작 우명부(치사)

6작 우명부(치사)

자궁→왕 술

왕→세자빈 술

대왕대비→왕비 술

대왕대비→왕비 술

대왕대비→왕비 술

왕, 왕비, 집사→세자빈 술

태후→태자비 술

황제→태자비 술

태자 이하 술

황태자 이하 술

7작 명부(치사)

7작 종친(치사)

태자 이하 술

태자 이하 술

2작 명부반수

대왕대비→경빈 술

자궁→명부 술
3~7작 자궁선택

명부 이하 술

명부 이하 술

왕세자, 세자빈 차

왕, 왕비, 경빈 차

대왕대비→세자 술
왕, 왕비 차

대왕대비→세자빈 술

세자, 빈 차 받음

황제,태자,태자빈 차

대원군 이하 술

명부 이하 술

명부 이하 술

군부인 이하 술

친왕 이하 술

왕, 왕비, 세자, 세자빈 차

8작 종친(치사)
태자 이하 술
9작 척신(치사)
태자 이하 술

행 사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종결 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 밑줄 표시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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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19세기 외연의 변화
1829년
주빈

위치

행사 시작

주빈 축하

함께 즐김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왕

왕

황제

황제

황제

왕세자위 서향

왕세자위 서향

황태자 좌 서향

황태자 좌 서향

황태자 좌 서향

문관 2품 이상 동

종친 문관2품 이상 동

종친 문관 2품 이상 동

종친 문관 2품 이상 동

종친 문관 2품 이상 동

종친의빈무관 2품 이상 서

무관 2품이상 서

무관 2품 이상 서

무관 2품 이상 서

무관 2품 이상 서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왕 찬안

왕 찬안

황제 찬안

황제 찬안

황제 찬안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1작 왕세자(치사)

1작 왕세자(치사)

1작 황태자(치사)

1작 태자(치사)

1작 황태자(치사)

왕 탕, 만두 받음

왕 탕, 만두, 탕, 차 받음

황제 탕, 만두, 탕, 차

황제 탕, 만두, 탕, 차 받음

황제 탕, 만두, 탕, 차 받음

2작 반수(치사)

2작 반수(치사)

2작 반수(치사)

2작 반수(치사)

2작 반수(치사)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무도, 산호, 사배

삼무도 산호 사배

삼무도, 산호, 사배

가자, 금슬

가자, 금슬

가자, 금슬

가자 금슬

가자, 금슬

왕세자 찬안

왕세자 찬안, 제1잔

황태자 찬안, 제1잔

태자 찬안, 제1잔

황태자 찬안, 제1잔

종친 이하 찬안

종친 이하 찬안

종친 이하 찬안

종친 이하 찬안

종친 이하 찬안

왕세자 제2잔

황태자 제2잔

태자 제2잔

황태자 제2잔

3작~9작 진작재신

3작~9작 진작재신

3작~9작 진작재신

3작~9작 진작재신

왕세자 제3잔~9잔, 문무백관 술

황태자 제3잔~제9잔, 문무백관 술

황태자 제3잔~제9잔, 문무백관 술

황태자 제3잔~제9잔, 문무백관 술

왕, 왕세자 대선

황제, 황태자 대선

황제, 태자 대선

황제, 황태자 대선

상물림

상 물림

상물림

상물림

상물림

사배

사배

사배

사배

사배

3~9작 진작재신

행사 종결

1892년

* 밑줄 표시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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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19세기 야연의 변화
야연은 내연이 있는 날 저녁에 치러지는 잔치로 1828년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처음 시도되었다. 처음에는 ‘야진별반과’라 하여 밤에 간식(별반)을 올리는 것
이라 표현되었으나 1829년에 정식 연향이 되며 ‘야진찬’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진연에서 야연은 빠지지 않고 행해졌다.

주빈
행사 시작

1829년

1848년

1887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1월

왕

대왕대비

대왕대비

태후

황제

황제

왕세자 사배

왕 사배

왕, 왕세자 사배

황제,태자 사배

황태자 사배

황태자 사배

왕 찬안

대왕대비 찬안

대왕대비 찬안

태후 찬안

황제 찬안

황제 찬안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왕세자 술 올림

왕 술 올림

왕 술 올림

황제 술 올림

황태자 술 올림

황태자 술 올림

왕세자 치사 올림

왕 치사 올림

왕 치사 올림

황제 치사 없음

황태자 치사 올림

황태자 치사 올림

태후 술 드심
주빈 축하

황제, 태자 찬안
여령, 가자

여령, 가자

여령, 가자

여령, 가자 없음

여령, 가자

여령, 가자

전하 술 드심

대왕대비 술 드심

대왕대비 술 드심

황태자 술 올림

황제 술 드심

황제 술 드심

왕세자 술 올림

태후 술 드심

왕세자 치사 올림

황태자 치사 없음

황태자 삼무도 산호

황태자 삼무도 산호

황태자 찬안

황태자 찬안

대왕대비 술 드심
함께 즐김

행사 종결

왕세자 산호 사배

왕 삼고두,산호,사배

왕, 왕세자 산호

왕세자 찬안

왕 찬안

왕, 왕세자 찬안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왕세자 사배

왕 사배

왕, 왕세자 사배

황제, 태자 사배

황태자 사배

황태자 사배

* 밑줄 표시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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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없음

[별표 8-1] 19세기 왕 익일회작의 변화
익일회작은 행사의 주최자(왕 혹은 왕세자)와 명부, 당랑이 만나는 자리이다. 익일회작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인 1828년에 처음 시도되었고 1829년에 정식 절
차가 되었다. 이후 익일회작은 주빈이 대왕대비일 경우 왕과 왕세자가, 주빈이 왕일 경우 왕세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나뉘어 설행되었다.
1848년

1868년

1887년

1901년 5월

주빈

왕

왕

왕

황제

위치

전하좌 남향

전하좌 남향

전하좌 남향

전하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명부 당랑 사배

명부·구관당상·종친·의빈·척신 사배

명부 당랑 사배

명부 이하 사배

왕 휘건

왕 휘건

행사 시작

주빈 축하

반화(頒花)
왕 찬안

전하 찬안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왕 작, 미수, 탕

전하 작, 미수, 탕

왕 휘건, 꽃

황제 휘건

반화(頒花)

반화(頒花)

왕 찬안

황제 찬안

명부 치사

진찬구관당상 치사

명부 치사

명부 치사

전교

전교

전교

전교

당랑 치사

당랑치사

당랑 치사
전교
함께 즐김

행사 종결

전교

전교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무도 산호 사배

명부 당랑 찬안

명부 이하 찬안

명부 당랑 찬안

명부당랑 찬안

왕 차

왕 차

왕 차

황제 차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명부 당랑 사배

사배

명부 당랑 사배

명부 당랑 사배

* 밑줄 표시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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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2] 19세기 왕세자 익일회작의 변화
1829년

1887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1월

주빈

왕세자

왕세자

황태자

황태자

황태자

위치

왕세자좌 서향

왕세자좌 서향

황태자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명부 재배

명부 당랑 재배

명부 이하 사배

명부 당랑 사배

명부 당랑 사배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왕세자 휘건

황제 휘건

황태자 휘건, 꽃

황태자 휘건, 꽃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반화(頒花)

왕세자 찬안

황제 찬안

황태자 찬안

황태자 찬안

명부 치사

명부 치사

명부 치사

명부 치사

선령

선령

선령

선령

당랑 치사

당랑치사

당랑 치사

당랑 치사

선령

선령

선령

선령

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삼고두 산호 사배

명부 찬안

명부 당랑 찬안

명부 당랑 찬안

명부 당랑 찬안

명부 당랑 찬안

왕세자 차 -명부 이위국궁

왕세자 차

황태자 차

황태자 차

황태자 차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명부 재배

명부 당랑 재배

명부 당랑 사배

명부 당랑 사배

명부 당랑 사배

왕세자 휘건 -명부 이위국궁
행사 시작

왕세자 주기-명부 이위국궁
왕세자 꽃 -명부 이위국궁
반화(頒花)
왕세자 찬안-명부 이위국궁
선창악장
왕세자 술 -명부 이위국궁
왕세자 탕 -명부 이위국궁

주빈 축하

왕세자 만두-명부 이위국궁
왕세자 별행과-명부 이위국궁

함께 즐김

행사 종결

* 밑줄 표시는 변화가 있었던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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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19세기 익일야연의 변화
익일야연은 행사 주최자인 왕 혹은 왕세자와 행사 실무를 준비한 기관의 당상(堂上)과 낭청(郎廳)이 만나는 자리이다. 행사의 마무리로 왕과 당랑이 독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1848년

1887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1월

주빈

왕

왕

황제

황태자

황태자

위치

전하좌 남향

전하좌 남향

전하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황태자좌 남향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선창악장

왕 작, 탕

왕 찬안

황제 찬안

황태자 찬안

황태자 찬안

당랑 치사

당랑 치사

당랑 치사

당랑 치사

당랑 치사

당랑 삼고두 산호 사배

당랑 삼고두 산호 사배

당랑 삼무도 산호 사배황제

당랑 삼고두 산호 사배

당랑 삼고두 산호 사배

왕 차

왕차

차

황태자 차

황태자 차

당랑 술

당랑 찬탁, 술

당랑 찬탁, 술

당랑 찬탁, 술

당랑 찬탁, 술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후창악장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당랑 사배

행사 시작

주빈 축하

함께 즐김

행사 종결

왕 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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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고종 친정기 궁중행사도에 표현된 정재(呈才)의 종류
1887년 《정해진찬계병》

1901년 5월 《신축진찬계병》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

무득무(無得無)
가자(歌者), 금슬(琴瑟)

헌천화(獻天花)
무득무(無得無)
가자(歌者), 금슬(琴瑟)

외연

-

-

만수무(萬壽舞)

내연

아박무(牙拍舞)
무산향(舞山香)
몽금척(夢金尺)
보생무(寶相舞)
향발(響鈸)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무고(舞鼓)
사선무(四仙舞)
헌선도(獻仙桃)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포구락(抛毬樂)
제수창(帝壽昌)
육화대(六花隊)

야연

포구락(抛毬樂)
하황은(荷皇恩)
오양선(五羊仙)
선유락(船遊樂)
춘앵전(春鶯囀)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학무(鶴舞)
춘앵전(春鶯囀)
연화대무(蓮花臺舞)
육화대(六花隊)

익일회작

향발(響鈸)
헌선도(獻仙桃)
첨수무(尖袖舞)
수연장(壽延長)
무고(舞鼓)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연화대무(蓮花臺舞)
검기무(劍器舞)
학무(鶴舞)

재익일회작

21종

무고(舞鼓)
춘앵전(春鶯囀)

제수창(帝壽昌)
육화대(六花隊)
경풍도(慶豊圖)
사선무(四仙舞)

검기무(劍器舞)
헌선도(獻仙桃)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무득무(無得無)
보생무(寶相舞)
첩승(疊勝)

선유락(船遊樂)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수연장(壽延長)
쌍무고(雙舞鼓)
춘앵전(春鶯囀)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헌선도(獻仙桃)

몽금척(夢金尺)
선유락(船遊樂)
봉래의(鳳來儀)
아박무(牙拍舞)

무고(舞鼓)
수연장(壽延長)
봉래의(鳳來儀)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만수무(萬壽舞)
봉래의(鳳來儀)

쌍포구락(雙抛毬樂)
만수무(萬壽舞)

검기무(劍器舞)
수연장(壽延長)
보생무(寶相舞)

-

-

-

13종

9종

14종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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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19세기 궁중행사 구성과 계병 구성 비교

왕세자
( 황태자)
익일야연

계기
1829(순조)
기축진찬
1848(헌종)
무신진찬
1868(고종)
무진진찬
1887
정해진찬
1892
임진진찬

행사
그림
행사
그림
행사
그림
행사
그림
행사
그림

왕세자
(황태자)
익일회작

← 병풍 진행 방향 ←
왕(황제)
익일야연

왕(황제)
익일회작

7

야진찬
(야진연)

5,6

내진찬
(내진연)

외진찬
(외진연)

진하

5,6,7

2,3,4

1(연구)

3,4

1,2

3,4

1,2

5,6

3,4

1,2

5.6

3.4

5,6

3,4

7

5,6

3,4

1,2

9

8

7

6

7

5,6

3,4

1,2

5,6,7
9

7,8

7

1.2

1897년 대한제국 선포
1901.5
신축진찬
1901.7
신축진연
1902.4
임인진연
1902.11
임인진연

행사
그림
행사
그림
행사
그림
행사
그림

9

7,8

* 숫자는 병풍의 각 폭의 순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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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별표 12] 18세기 궁중행사도 좌목(座目)에 기재된 정보
시기

유물명

신(臣)자

출신지

1783년
1784년
1784년
1812년
1819년
1844년
1847년
1848년
1868년
1874년
1879년
1887년
1892년
1893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진하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문효세자책례계병
효명세자책례계병
효명세자관례계병
헌종가례진하계병
신정왕후사순칭경진하계병
무신진찬계병
무진진찬계병
왕세자탄강진하계병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정해진찬계병
임진진찬계병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
신축진찬계병
신축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
×
×
×
미확인
○
○
○
○
×
○
○
미확인
미확인
○
○
○
○

×
×
×
○
미확인
○
○
×
×
×
×
×
미확인
미확인
×
×
×
×

[별표 13] 19세기 궁중행사도 제작 단가(單價)
연도

작품

관련 의궤

1795년
1829년
1848년
1868년
1892년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화성능행도병
기축진찬계병
무신진찬계병
무진진찬계병
임진진찬계병
신축진찬계병
신축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임인진연계병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축진찬의궤
무신진찬의궤
무진진찬의궤
임진진찬의궤
신축진찬의궤
신축진연의궤
임진진연의궤
임인진연의궤

내입용
대병 중병
100
50
100
100
155
100
100
100
100
100

분급용
대병
중병
80
30
50, 40
50, 40
20
155
50, 40
20
50, 40
20
50, 40
20
50, 40
20
50, 40
20

* 1887년 《정해진찬계병》의 제작 단가는 『정해진찬의궤』의 <재용(財用)> 항목에
누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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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

10
10
10
10
10
10

[별표 14] 고종 친정기 의궤에 기재된 행사 설행 재원(財源)

1887년
정해진찬

1892년
임진진찬
1901년 5월
신축진연
1901년 7월
신축진찬
1902년 4월
임인진연
1902년 11월
임인진연

내하전

271,825냥

친군영

59,668냥 7전 8푼

호조

쌀 100섬(돈으로 환산 시 400냥)

병조
평안감영

木 5同(돈으로 환산 시 500냥)
3,000냥

평양병영

1,000냥

안무영(按撫營)

3,000냥

내하전

800,000냥

호조
병조

쌀 100섬(돈으로 환산 시 400냥)
木 5同(돈으로 환산 시 500냥)

친군영

180,958냥

내하전

1,500냥

탁지부

307,391냥

내하전

2,090냥

탁지부

811,767냥

내하전

1,740냥

탁지부

354,378냥 8전 5푼

내하전

2,185냥

탁지부

1,573,257냥 6전 1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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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목록
도1. 『대한예전』의 「진연지도」.
도2. 1706년, 《진연도첩》 〈진연도〉, 견본채색, 29×41cm, 국립중앙박물관.
도3. 1710년, 《숭정전진연도》, 견본채색, 180×142cm, 국립중앙박물관.
도4. 1744년, 《숭정전갑자진연도》 행사장 부분, 견본채색, 51×40cm, 국립중앙박물관.
도5. 1766년, 《영조병술진연도》 행사장 부분, 견본채색, 99.5×49.8cm, 삼성리움미술관.
도6. 1795년, 《화성능행도병》 〈봉수당진찬도〉, 견본채색, 151.5×66.4cm, 국립중앙박물관.
도7. 1829년, 《기축진찬계병》, 견본채색, 149×413cm, 국립중앙박물관.
도8. 1848년, 《무신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36×47.6cm, 국립중앙박물관.
도9. 1868년, 《무진진찬계병》, 견본채색, 135×366cm, LA카운티미술관.
도10. 1887년, 《정해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47×4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1. 1892년, 《임진진찬계병》, 지본채색, 149.5×404cm, 삼성리움미술관.
도12. 1901년 5월, 《신축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77.3×51.7cm, 국립고궁박물관.
도13.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49.5×48.5cm, 연세대학교박물관.
도14.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62.3×59.8cm, 국립국악원.
도15.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49×406c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도16. 함녕전 위치. 경세진·조재모, 「조선후기 궁중연향 시 숙설소와 중배설청의 배치와 운영
에 관한 연구」, p.75. (도6) 부분 인용.
도17. 1902.11월, 《임인진연계병》(1~2폭), 〈진하〉, 경복궁의 모습.
도18-1. 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내연〉, 배위, 시연위, 진작위, 막차로 4번 재현된
왕의 모습.
도18-2. 1887년, 《정해진찬계병》, 총20번 가량 등장한 왕과 왕세자의 모습.
도19-1.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내연〉, 서쪽에 위치한 왕의 막차.
도19-2. 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내연〉, 동쪽에 위치한 왕의 막차.
도19-3.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7폭), 〈왕세자익일회작〉, 남면(南面)한 왕세자의 자리.
도20.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5~6폭), 〈야연〉, 정재(呈才)의 주인공처럼 등장한 왕과 왕
세자의 모습.
도21-1. 1829년, 《기축진찬계병》(2~4폭), 〈외연〉, 악공(樂工)보다 크게 그려진 문무백관의 모습.
도21-2.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1~2폭), 〈외연〉, 악공(樂工)보다 작게 그려진 문무백관의
모습.
도22-1.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1폭), 〈어첩봉안〉.
도22-2.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2폭), 〈진궤장〉.
도22-3. 1744년, 《기사경회첩》, 〈영수각친림도〉, 견본채색, 43.5×67.8cm, 국립중앙박물관.
도23-1. 1829년, 《기축진찬계병》(6폭), 〈내연〉, 서쪽에 위치한 명부.
도23-2.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내연〉, 북쪽에 위치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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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4-1. 1829년, 《기축진찬계병》(6폭), 〈내연〉, 문 밖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도24-2.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내연〉, 전내(殿內) 계하(階下)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도24-3. 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내연〉, 문 밖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도24-4. 1901.7월, 《신축진연계병》(3~4폭), 〈내연〉, 전내(殿內) 계상(階上)에 위치한 종친, 의
빈, 척신.
도25. 《담락연도(湛樂宴圖)》 (부분), 1724년 추정, 개인소장.
도26-1.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4폭), 〈진하〉, 비구체적인 공간 표현.
도26-2. 1829년, 《기축진찬계병》(5~7폭), 〈내연〉, 구체적인 공간 표현.
도27-1. 1829년, 《기축진찬계병》(2~4폭) 부분, 〈외연〉, 구체적인 차일 표현.
도27-2. 1902.11월, 《임인진연계병》(1~2폭), 〈외연〉, 구름 같은 차일 표현.
도27-3. 1902.11월, 《임인진연계병》(3~4폭), 〈내연〉, 비합리적인 차일 표현.
도28. 1873년, 《진하도》, 견본채색, 153×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9.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0×421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30-1.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각81.5×34cm, 옥션 단(2013).
도30-2.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그림 부분 재배치.
도30-3.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부분, 금니 채색.
도31. 1819년, 《효명세자관례계병》, 견본채색, 각127×35.5cm, 소장처 미상.
도32. 1819년, 《수교도첩》 〈임헌명빈찬의〉, 지본채색, 각42.3×57.7cm, 국립문화재연구소.
도33.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 견본채색, 115×408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34.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 견본채색, 140×448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35. 189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 견본채색, 각133.5×37.5cm, 국립고궁박물관.
도36.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견본채색, 각136.5×52.5cm, 국립고궁박물관.
도37. 1893년 추정,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 지본채색, 130.3×373.4cm, 국립중앙박물관.
도38. 1848년 《무신진찬계병》(1~2폭), 진하 부분.
도39. 1903년, 『어진모사도감의궤』, 〈어진예진서경풍경궁봉안반차도(御眞睿眞豊慶宮奉安班次
圖)〉 중 어진여(御眞轝) 부분.
도40-1. 1884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조선의 왕〉, 농수정 촬영, 보스
턴미술관.
도40-2. 1884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조선의 왕세자〉, 농수정 촬영,
보스턴미술관.
도41. 1880년대 후반, 〈고종과 순종〉, 13.0×9.4cm, 한미사진미술관.
도42. 1900년경, 〈대원수복을 입은 고종황제와 원수복을 입은 황태자 순종〉, 13.2×9.8cm, 한
미사진미술관.
도43.

傳

염립본(?-673),

11세기

모사본,

《역대제왕도권(歷代帝王圖卷)》,

견본채색,

51.3×531cm,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44. Group Portrait, 민국시대, 견본채색, 232.1×103.5cm, Freer Sackler Gallery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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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1. 『대한예전』의 「진연지도」

도2. 1706년, 《진연도첩》 〈진연도〉, 견본채색, 29×41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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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1710년, 《숭정전진연도》, 견본채색, 180×142cm, 국립중앙박물관.

도4. 1744년, 《숭정전갑자진연도》 행사장 부분, 견본채색, 51×40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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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 1766년, 《영조병술진연도》 행
사장부분,

견본채색,

99.5×49.8cm, 삼성리움미술관.

도6. 1795년, 《화성능행도병》 〈봉수당진찬도〉, 견본
채색, 151.5×66.4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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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 1829년, 《기축진찬계병》, 견본채색, 149×413cm, 국립중앙박물관.

도8. 1848년, 《무신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36×47.6cm, 국립중앙박물관.

도9. 1868년, 《무진진찬계병》, 견본채색, 135×366cm, LA카운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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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 1887년, 《정해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47×4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1. 1892년, 《임진진찬계병》, 지본채색, 149.5×404cm, 삼성리움미술관.

도12. 1901년 5월, 《신축진찬계병》, 견본채색, 각177.3×51.7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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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49.5×48.5cm, 연세대학교박물관.

도14.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62.3×59.8cm, 국립국악원.

도15.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 견본채색, 각149×406c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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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 함녕전 위치. 경세진·조재모, 「조선후기 궁중연향 시 숙설소와 중배설청의 배치와 운영
에 관한 연구」, p.75. (도6) 부분 인용.

도17. 1902.11월, 《임인진연계병》(1~2폭), 〈진하〉, 경복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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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1. 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내연〉, 배위, 시연위, 진작위, 막차로
4번 재현된 왕의 모습.

도18-2. 1887년, 《정해진찬계병》, 총20번 가량 등장한 왕과 왕세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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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1.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도19-2. 1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내연〉, 서쪽에 위치한 왕의 막차.

〈내연〉, 동쪽에 위치한 왕의 막차.

도19-3. 1902년 11월, 《임인진

도20. 1902년 11월, 《임인진연계병》(5~6폭), 〈야

연계병》(7폭), 〈왕세자익일회작〉,

연〉, 정재(呈才)의 주인공처럼 등장한 왕과 왕세

남면(南面)한 왕세자의 자리.

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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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1. 1829년, 《기축진찬계병》(2~4폭), 〈외연〉, 악공(樂工)보다 크게 그려진 문무백관의
모습.

도21-2. 1901년 7월, 《신축진연계병》(1~2폭), 〈외연〉, 악공(樂工)보다 작게 그려진 문무백
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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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1.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1

도22-2.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2

폭), 〈어첩봉안〉.

폭), 〈진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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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3. 1744년, 《기사경회첩》, 〈영수각친림도〉, 견본채색, 43.5×67.8cm, 국립중앙박물관.

도23-1.

1829년,

《기축진찬계병》(6

폭), 〈내연〉, 서쪽에 위치한 명부.

도23-2.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내연〉, 북쪽에 위치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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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4-1. 1829년, 《기축진찬계병》(6폭),
〈내연〉, 문 밖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도24-2. 1848년, 《무신진찬계병》(3~4폭), 〈내연〉,
전내(殿內) 계하(階下)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도24-3. 1887년, 《정해진찬계병》(3~4폭),

도24-4. 1901.7월, 《신축진연계병》(3~4폭), 〈내연〉,

〈내연〉, 문 밖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전내(殿內) 계상(階上)에 위치한 종친, 의빈, 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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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 《담락연도(湛樂宴圖)》 (부분), 1724년 추정, 개인소장

도26-1. 1902년 4월, 《임인진연계병》

도26-2.

(4폭), 〈진하〉, 비구체적인 공간 표현.

연〉, 구체적인 공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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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기축진찬계병》(5~7폭),

〈내

도27-1. 1829년, 《기축진찬계병》(2~4폭)

도27-2.

1902.11월,

《임인진연계병》(1~2폭),

부분, 〈외연〉, 구체적인 차일 표현.

〈외연〉, 구름 같은 차일 표현.

도27-3. 1902.11월, 《임인진연계병》(3~4폭), 〈내연〉, 비합리적인 차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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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 1873년, 《진하도》, 견본채색, 153×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9.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0×421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30-1.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각81.5×34cm, 옥션 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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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2.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그림 부분 재배치.

도30-3.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 부분, 금니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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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1. 1819년, 《효명세자관례계병》, 견본채색, 각127×35.5cm, 소장처 미상.

도32. 1819년, 《수교도첩》 〈임헌명빈찬의〉, 지본채색, 각42.3×57.7cm,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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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3.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 견본채색, 115×408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34. 1847년, 《조대비사순칭경진하계병》, 견본채색, 140×448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35. 189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 견본채색, 각133.5×37.5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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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6.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견본채색, 각136.5×52.5cm, 국립고궁박물관.

도37. 1893년 추정, 《선조대왕회란오회갑진하계병》, 지본채색, 130.3×373.4cm, 국립중앙박물관.

도38. 1848년 《무신진찬계병》(1~2폭), 진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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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 1903년, 『어진모사도감의궤』, 〈어진예진서경풍경궁봉안반차도(御眞睿眞豊慶宮奉安班次
圖)〉 중 어진여(御眞轝) 부분.

도40-1. 1884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조선의 왕〉, 농수정 촬영, 보스
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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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0-2. 1884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조선의 왕세자〉, 농수정 촬영,
보스턴미술관.

도41.

1880년대

후반,

〈고종과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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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rt Ceremonial Paintings in the Era of
King Gojong's Direct Rule (1873-1907)
Younghee Sung
Department of Archeology &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court ceremonial paintings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King Gojong's direct rule (1873-1907) by examining how the king and his royal court
used the paintings for their political purposes. Given that the court ceremonial paintings
strongly reflect the nature of each royal event,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aintings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inting and the event. Main
themes of the court ceremonial paintings drawn during King Gojong's reign are jinchan
(進饌 court banquet), jinyeon (進宴 royal banquet), and jinha (進賀 congratulatory
ceremony); the former two are the royal ceremonies

held to commemorate a

congratulable event for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members while the latter is a
royal ritual to pay felicitation to the king by his retainers.
Whereas most royal events organized in the Joseon dynasty dealt with the solid and
faithfu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courtiers, the nineteenth-century court
banquets such as jinyeon served as a platform where the king regulated the hierarchial
structure in bureaucracy and exercised his power to control over the court. This shift
was demonstrated in the paintings on which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ere
distinctively depicted. In these paintings, the participating officials were depic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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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nificant figures in comparison to the royal family members in terms of their
location, representation, thematic focus, and visual elements such as juryeom (珠簾
blind), bogye (補階 temporary seat) and chail (遮日 umbrella).
The jinha paintings had been made according to the king's order and direct selection on
the theme. These paintings were devised to enhance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not to accurately document the event. King Gojong particularly
chose the themes through which the transcendence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can be declared such as the crown prince's birth, complete recovery of smallpox, and
acting for the king. King Gojong used these paintings as a means of proclaiming his
son's legitimacy and authority in visual terms.
Despit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 painting production, King Gojong continued
holding the royal events and creating the paintings for the purpose of seizing the
political hegemony and securing legitimacy in the turbulent era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King Gojong's intention was displayed in many other court-sponsored visual
materials made during the period of his direct rule. Court ceremonial paintings created
during this period are of great importance because they clearly indicate how the Joseon
royal court produced and utilized the visual ar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 the modern
era in Korea. King Gojong has effectively expressed and disseminated his will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by establishing a new tradition in the court banquet
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court ceremonial paintings, King Gojong, court ritual ceremonies, jinchan
(進饌), jinyeon (進宴), jinha (進賀), court paintings, documentary paintings, royal
portraits, royal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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