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궁중연향도의 시각 구성 요소를 

활용한 그래픽 표현 연구

궁중문화축전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Graphic Expressions based on 

the Visual Elements from Paintings of Court 

Banquets in th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their utilization plans at the Royal 

Culture Festival-

년  월202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진 현 서





- 1 -

국문초록

전통에 대한 논의와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타문화  

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성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 

전통문화의 근거인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석과 재생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전통문화 이. , 

미지에 대한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이 있다 특히 서  . 

울 시내 중심에 자리한 조선 시대의 궁궐들은 현재와 과거가 공유

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궁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향유되었던 . 

문화 콘텐츠인 궁중연향 은 현재까지도 전통 문화축제로써 이루어‘ ’
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각 기록 문화유산인 궁중기록화 는 전. ‘ ’
통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궁궐 문화의 다양한 모습, 

들이 담겨 있다 특히 궁중연향을 기록한 궁중연향도와 진찬 진연 . , ･
의궤는 조선 왕실의 명목 유지와 명분을 위해 그 도상이 반복되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궁중 문화와 궁중연향도가 지닌 특유  

의 도상이 하나의 디자인 양식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

고 이를 현재 문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의 가능성, 

을 실험하였다 궁중연향도의 시각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현재의 . 

문화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미지로써 재생산을 추구하고자 한

다 선행연구를 통해 궁중연향을 다룬 궁중기록화들을 분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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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실험을 통해 재생산된 이미

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궁중 문화를 다룬 전통문화 축제, 

인 궁중문화축전 을 선정하였다 궁중연향을 재연하고 있는 문화‘ ’ . 

축제에서의 활용 사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락을 내포함과 동시, 

에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통문화 이미지에 대한 재고로써 궁중 문화를 그 소재로  , 

삼아 조선 시대의 궁중 문화를 기록한 문화유산을 살펴본다 궁중, . 

기록화로 분류된 궁중행사도와 의궤에 대해 본 다음 궁중연향도, 

를 시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궁중 문화 시각 콘텐츠가 개발되고 활용된 현황에 대해  , 

조사 후 개발된 전통문화 이미지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 

고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궁중 문화에 대한 전통 이미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 , 

로 전통문화 축제를 대상으로 국내의 궁중 문화를 주제로 한 축, 

제 사례를 조사한다.

넷째 앞서 분석한 궁중연향도의 시각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재 , , 

생산될 수 있는 그래픽 표현을 여러 방면으로 실험한다 이를 통. 

해 재해석된 이미지를 여러 매체에 적용하여 현재의 궁중문화축, 

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에 근거한 전통문화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  

인 재생산 재해석의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재, . , 



- 3 -

생산된 전통문화 이미지를 문화유산의 역사적 맥락에 맞춘 문화축

제에서의 활용 방안을 그래픽 표현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시각 자료의 구축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다채롭고 총체적인 맥락을 지닌 문화, 

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궁중연향 궁중기록화 궁중연향도 전통문화축제 그래픽 표현 일러: , , , , , 

스트레이션

학  번 : 2018-2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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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1 

서론

제 절 연구배경 및 목적1 

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의 열풍으로 고유의 2018 k-pop , 

문화적 자산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을 내세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에, 

서는 한국의 음식 거리 상품 축제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보, , , 

이고 있다 또한 한류를 대표하는 에서는 가수들의 앨범이나 무대 의상. k-pop , , 

뮤직비디오 등의 컨셉으로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인 긍정적인 평가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전통문화는 한류 열풍에 있어 근. 

본이 되는 양식으로 타문화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

엘리어트의 전통과 개인의 창조력 에 의하면 전통이란 상당< >(1971) , “
히 넓은 의미의 문제이다 그것은 저절로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 , 

을 원할 때 당신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역사적 감. 

각과 관련돼 있으며 또 우리는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누어 줄 수도 없다. 

역사적 감각이 하나의 지각이며 과거의 과거성일 뿐 아니라 과거의 현재

성이다 실로 전통은 지난날로의 무조건적인 복귀가 아니고 모든 변화에 .” 
적대감을 가지지 않으며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생명력을 포착하는 자에, 

게만 몸을 맡기는 성질의 것이다.1)

 

과거 근대화의 과정 중에 이루어진 선별된 전통 또는 발명된 전통 들은 전‘ ’ ‘ ’
통 문화유산에 대한 재화적 가치에 머물렀으며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수단으, 

로 여겨졌다.2) 전통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 계승되는 형태로의 문화적 가 

치를 지니기 위한 방법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은 유물적인 관점에서 머무를 수밖

1) 조요한 , 예술철학 미술문화, , 2003, p348

2) 최범 ,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만 안그라픽스, , 2016, p86



- 2 -

에 없다 전통이 지닌 과거의 현재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고 요. , 

구하는 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 디자인이라고 일컫는 데에 있어 가장 대표적

으로 통용되는 소재들은 풍속화 민화 또는 한복 장식품에서 나타나는 문양들, , 

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근거인 문화유산들은 과거의 해석을 위한 학. 

술적 자료이자 유물로써 시각적 근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문화원형 찾기 , . 

사업에 맞추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의 활용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산업영역에서 문화유산의 맥락을 . 

고려하지 않거나 형태적인 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는 단순히 재현이라는 , . 

가치 아래 이루어져 유적이나 서적의 연구를 통한 고전의 전승이라는 방식이 , 

주류이다.3) 전통문화를 활용하기 위한 전통의 편집에 앞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를 현재 사회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이뤄져야 형태의 답습과 고전

의 계승이라는 형식적인 활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4)

본 연구자는 경상북도의 종가 문장 인장 개발 연구, 5)에 참여하면서 전통에 

대한 가치와 우리 문화유산이 현재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

찰하였다 이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시각적 소재를 얻기 위하여 조선 시대의 문. 

화유산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대하고 총체적인 궁중 문화를 기록, 

한 궁중기록화‘ ( )宮中記錄畫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궁중기록화는 민화’ . 

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표현양식과 더불어 유교적 통치 이념에 근간하여 구성된 

도안을 바탕으로 궁중 문화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기록한 시각적 문화유산, 

이다 년 외규장각 의궤. 2011 6)의 반환과 함께 조선 시대의 기록화 라는 문화유‘ ’

3) 여서현 한국의 해학과 전통문화의 디자인 적용사례 한국정보디자인학회 정보디자인학연구  , “ ”, , 
vol.18, 2012, p111

4) 최범 ,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만 안그라픽스, , 2016, p87

5) 경상북도에서 년부터 추진한 종가 문화 명품화 사업 의 일환으로 종가별 문장과 인장 디 2009 ‘ ’ , 
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되 현대적 디자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 종가에 . , ,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며 종가를 문화 브랜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백명진 외, ., , 

경북 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개발 차 보고서 경상북도 서울대학교“2018 , 5 ”, , , 2018, p12
6) 외규장각은 년 정조 규장각 보관 자료 가운데 왕실의 주요 물품과 도서를 보다 체계적 “ 1782 ( 6) 

으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이 외규장각에 보관된 의궤들을 외규장각 의궤라 부르는데,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 의궤이다 어람용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 
제작하였기 때문에 분상용에 비해 종이와 표지 안료의 재질 장정 방법 서체와 필사 그림의 , , , , 
수준 등 그 형태와 재질 제작 기법 등이 매우 뛰어나다, .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2011 4 14 5 27
지 차에 걸쳐 외규장각 의궤 책이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부터 만 년 만에 고국으로 돌4 296 145
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 년 월 .”, (www.museum.go.kr/uigwe) , 2020 1 8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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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7)에 문화콘텐츠로써 그 시각 요소

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화상품이나 기타 디자인에 활용되는 양상을 보면 궁중 , , 

행사 중에서도 반차도 항목이 주류이거나 원형 그대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궁중기록화가 가진 방대한 시각 자료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안 . 

스타일이자 양식이라는 조형적 관점으로 본다면 디자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원형8)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시각 자료인 문화유산을 토대

로 지속적인 재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기술의 .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하게 변용

된 콘텐츠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 

적 맥락을 고려하여 현재 사회에서 재현을 넘어 확장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동시에 지속적인 재생산을 그 목적으로 

두고 방대한 시각 자료인 궁중기록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 , 

지 문화축제의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 궁중연향을 주제로 삼아 현존하는 궁중연, 

향도 문화유산의 시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7)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년부터 년까지 추진되어온  2002 2010
사업으로 다양한 산업단계에서 필요한 창작 및 기획소재 제공과 전통 소재의 산업적인 활용을 , 
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www.culturecontent.com 년 월 ), 2020 1 8
일 접속.

8) 문화원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세기 말에 이르러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으 “ 20
면서부터이다 특히 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문화원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999 ‘ ’ .… 
문화원형이란 민족 또는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본디 , 
모습에 해당하는 문화를 뜻한다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호 인문콘.”, , “ ”, 6 , 
텐츠학회, 2005,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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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방법 및 범위2 

본 연구는 궁중기록화 중에서도 궁중연향도를 대상으로 특유의 도상과 이를 ,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시각 구성 요소들을 분류하여 현대적 이, 

미지로의 재생산을 하고자 한다 표현 연구에 앞서 궁중기록화에 대한 용어 및 . 

개념을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분석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궁중회. 

화의 범주 안에 궁중기록화를 두고 이를 궁중행사도와 의궤도로 나누어 그 개, 

념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궁중기록화는 궁중에서 이뤄진 행사를 . 

기념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조선 왕실의 유지와 명분을 담아냈다는 것을 나타내, 

기 위해 특유의 도상과 구성 요소가 답습되고 있다. 

궁중기록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정조의 화성 능행을 그린  , 

화성능행도병 과 원행을묘정리의궤 가 있< ( )> < ( )>華城陵幸圖屛 園幸乙卯整理儀軌

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가 . ‘ ’, ‘ ’
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2016 , 

문화축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축제들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 

괄하고 있으며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되는 전통적인 문화, , 

유산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9) 특히 전통문화 축제의 경우 그 지역의 대 , 

표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재현하는 데에 초

점을 둔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한 2015

궁중문화축전 이 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일상이 공유하는 곳으로 한양도‘ ’ . , 

성을 잇는 사대문 안에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운현궁 그리고 종묘와 , , , , 

사직단까지 대표적인 고궁들이 서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궁중에서 이루어. 

진 생활양식과 잔치들은 문화축제로 문화유산 공간 안에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 

재현과 체험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축제의 밑바탕에는 궁중 문화를 세밀

하게 기록한 문화유산인 궁중기록화를 빼놓을 수 없다 궁중문화축전 은 유물. ‘ ’
적 공간인 고궁을 근엄한 전통에서 벗어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이자 축제의 현장으로 승화시켰다 이에 맞추어 근간이 된 시각 . 

9) 윤홍열 지역문화축제 브랜드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미치는 영향성과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 ,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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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 궁중연향도 또한 현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로써 궁중기록화 중에서도 궁중연향을 다룬 궁중연향도를 바

탕으로 궁중연향을 그린 시각 기록물들이 어떻게 특유의 도안을 형성하고 있는

지 알아본다 선행된 연구에서 이뤄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도안의 구성 요. 

소들을 분류한다 궁중연향을 본 연구의 범위로 삼았기 때문에 궁중에서 이뤄. , 

진 잔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궁에서 이뤄지는 전통문화 유산을 근

거로 한 문화축제의 사례를 조사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아본 궁중연. 

향도를 시각 구성 요소로 분류하여 현재의 관점에서 재생산하고자 디지털 기반, 

의 그래픽 표현을 실험하고 이를 문화축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체에 적용한, 

다. 

연구의 흐름을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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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연구흐름도-1] 



- 7 -

제 장 2 

조선시대 궁중 문화유산

제 절 조선시대 궁중기록화1 

조선은 문화를 기록과 보존의 것으로 바라보고 이를 후대에도 그 가치를 전

달하기 위해 수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궁궐 안이라는 뜻의 궁. ‘ 중(宮中 은 궁궐)’
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공간적 개념이지만 궁중회화, ‘ (宮中繪畫 에서는 궁중 안)’
에서 필요로 하고 생산되는 모든 그림을 포함할 수 있다.10) 여기에서 궁중 의  ‘ ’
의미는 건축 공간으로서의 궁궐‘ ( )宮闕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가’ , 

족이 머무는 곳으로서의 왕실‘ (王室 국왕과 신하가 국무를 보는 곳으로서의 )’, 
조정‘ (朝廷 이)’ 라는 상징적인 공간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왕과 신화의 초상화인 어진 국가 행사를 그린 궁중행( ), 御眞

사도 의궤 를 비롯한 관찬서에 삽입된 도식 왕릉을 비( ), ( ) ( ), 宮中行事圖 儀軌 圖說

롯한 국가 사적을 그린 지형도 왕실의 교육용 감계화 왕과 왕( ), ( ), 地形圖 鑑戒畫

족이 감상과 취미를 위해 그린 그림 궁궐 건축을 장식했던 궁중장식화, (宮中裝

등을 포함한다), .飾畫 11) 이처럼 궁중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공간적인 개념에서  

한정하지 않고 그림이 기록되고 기획되는 곳으로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

다. 

10) 유재빈 정조대 궁중회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 2016, p1

11)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혜 외 , ,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 201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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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기록화 의궤도와 궁중행사도2.1.1. , 

궁중회화 의 범주 내에서 궁중기록화는 궁중행사도와 의궤의 도식을 ( )宮中繪畫

말하는 것인데 국가 의례와 행사의 시각적 기록물이다 이러한 궁중기록화의 , . 

제작 목적으로는 국가 의례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조선시대 유교를 바탕으로 

한 통치 이념을 후대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왕실의 존엄과 국가의 . 

안정된 운영을 위해 치러지는 의식을 도회 하거나 왕의 치적을 나타내는 ( ) 都會

그림들로 이루어지는 궁중기록화는 고려 시대 이후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막중

한 영향을 미친 유교라는 특정한 통치 이념을 배경으로 제한된 규범 속에서 생

산되었던 회화이다.12) 박정혜 는 궁중기록화 라는 개념을 궁 (2000) ‘ ( )’宮中記錄畫

중행사도와 의궤도를 포용하여 일컫는 데 사용하였다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班

도식 등을 의궤도 라 하였으며 궁중행사도 를 ), ( ) ( ) , ( )次圖 圖說 儀軌圖 宮中行事圖

궁중기념화이자 풍속화로서의 기록화로 구분하였다.

의궤도와 궁중행사도는 제작의 목적에 있어 유교 이념 아래 이루어진 행사를 

기록하고 국정 운영의 모범으로 삼고자 한 것에 같다 의궤란 의식의 궤. ‘ ( ) 儀式

범 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 )’ , 軌範

후 그 전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이다 의례의 절차와 내용 소요 경. , 

비 참가 인원 포상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그중에서 의궤도는 이, , , 

해도를 높이기 위해 첨부한 그림을 말한다.13) 그러나 의궤도는 의궤의 내용 이 

해를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의식의 준비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에 그 경위가 

다르다. 

조선 시대에는 거행했던 국가 의식과 행사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의

궤를 제작하였다 의궤는 그 내용과 특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오례 별. ( ) , 五禮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14) 또한 열람 대상에 따라 제작 방식이 달랐는데 국 ,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 의궤와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 의궤가 ( ) ( ) 御覽用 分上用

있다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진 않았지만 제작 형식. , 

과 관리에서 차이가 있다 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반차도뿐만 아니라 도식. 18 (圖

도설 등의 궁중행사도 형식의 그림이 삽입되었다), ( ) .式 圖說 15) 의궤도는 예서 

12) 박정혜 ,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 2000, p10

13)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 년 월 일 접속 (www.museum.go.kr/uigwe), 2019 9 30 .

14) 허경원 조선왕조 의궤의 시각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1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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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일반적인 의주를 시각화한 도설의 기능에 큰 비중을 둔 것이 많지만, 

궁중행사도는 실제 거행된 의식이나 행사의 광경을 그래도 재현한 그림이라는 

차이가 있다.

궁중행사도는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제작 배, 

경에는 조선 왕실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명분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 조선 시대 . 

궁중행사도의 연원을 보면 그 제작 주체는 왕이 아니라 관청의 이름 아래 모인 

관료들이었으며 왕도 다른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그림의 분배 대상 중 , 

한 사람이었다 궁중행사도는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념하고 보존한다는 . 

목적에 앞서 양반 관료층이 자신들의 충효사상 동료의식 문벌의식 등 유교적, , 

인 가치관과 의식을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16) 

세기 후반에 궁중행사도가 내입 되면서 왕이 분배 대상이 아닌 기획18 ( )內入

자로서 제작 주체가 되었다 영조가 궁중행사도를 궁중에 내입하도록 한 것은 . 

궁중행사도를 교훈과 감계 안정된 왕권의 과시 성사의 계승 국가 의례의 시, , , 

각적 보존 등 공리적 효용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궁중회화로 인식하였기 때

문이다.17) 

유재빈 은 정조대는 이와 같은 난제를 가진 다른 조선시대 시기와 달(2016)

리 국왕의 궁중회화에 대한 개입이 상대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하

였다 의궤 또한 정조대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람용 의궤를 폐지하고 년 . , 1782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서울의 규장각과 외규장각에 어람용 의궤와 동

일한 형식의 의궤를 규장각 분상이라 칭하고 보관하게 하였다.18) 금속활자와  

목판인쇄로 제작한 것 또한 특징적이다 정조대에 제작된 화성능행도병 은 그 . < >

그림의 형식에 대해 서양화법의 선택적인 수용과 함께 다채로운 구도를 과감하

게 시도하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세기 궁중기록화를 보면 정조대에 제작된 구성을 답습하고 있는 19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궁중행사도의 그 목적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으, 

며 이를 계승함으로 정통성을 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박정혜 ,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 2000, p10

16) 위의 책 , p571

17)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혜 외 , ,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 2011, p86

1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http://heritage.go.kr) 년 월 일 접속, 2019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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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혜 또한 세기 궁중행사도는 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경사가 (2000) 19 18

있으면 계병 을 제작해야 한다는 관행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전례를 상( )契屛

고 하고 참조한다는 원칙과 습관이 전대에 그려진 궁중행사도의 도상과 양( )詳考

식을 별다른 의미 없이 답습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비슷한 그림들이 양산되는 ,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 왕실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제작된 궁중행사도의 보수적인 성

향은 표면적인 관행만을 쫓다 보니 새로운 형식이나 양식의 창출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도상과 구성요. 

소의 형식이 이어져 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이러한 형식적인 관행의 답습은 선대를 계승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였지만. , 

표현되는 특유의 도상은 고유한 시각문화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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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궁중연향을 다룬 궁중기록화2 

궁중행사도는 전례 를 참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화( )前例

면 구성을 시도할 수 없었으며 내용에 따라 특유의 도상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 

궁중행사도 대부분의 그림은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전례 중에서도 4 . 

궁중연향 기로소 능행 진하 에 관한 그림들이 ( ), ( ), ( ), ( )宮中宴享 耆老所 陵幸 進賀

큰 비중을 차지한다.19) 궁중연향을 주제로 한 궁중연향도는 반복되는 도안 구 

성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교 이념으로 구조화하, , , 

였으며 그 근간을 이룬 것이 오례이다.20) 길례 흉례 군례 ( ), ( ), ( ), 儀禮 凶禮 軍禮

빈례 가례 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례는 고려 왕실에서부터 이( ), ( )殯禮 嘉禮

어져 내려온 군주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왕실을 보호한 정치적 명분이었다.21) 

조선이 성리학을 수용하고 오례를 운용한 것은 단순한 의례 행용만을 위한 것

은 아니었다.22) 왕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왕실 중심의 오례와 이에 조화된  

악 의 구성과 운영은 왕조 초기 이래 예악 운영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 ) ( )樂 禮樂

심화시키게 되었다.

19) 문화콘텐츠닷컴 조선왕실문양이야기 궁중행사도 , “ ”,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
=CP_THE007&cp_code=cp0322&index_id=cp03220466&content_id=cp032204660001&sear
ch_left_menu=7 년 월 일 접속, 2019 4 23 .

20) 안태욱 ,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 2014, p29

21) 이범직 , 조선시대 예학연구 국학자료원 위의 책 안태욱 재인용, , 2004, p56, ( , 2014, )

22) 안태욱 위의 책 , 2014,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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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연향의 종류2.2.1. 

궁중연향은 궁중에서 경축하기 위하여 열리는 여러 종류의 잔치를 말한다. 

연향의 연 은 악 을 뜻하고 향 은 헌 즉 봉상한다는 뜻으로‘ ( )’ ‘ ( )’ ‘ ( )’ ( ), , 宴 樂 享 獻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풍악을 울려 신하나 빈객을 대접하는 행사를 의미하였

다.23) 궁중연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매년 정월과 동지에 군신들을  . 

위로하는 회례연 매년 월 세 이상의 노인을 위하여 베푸는 양로연( ), 9 80會禮宴

연례적으로 상전에 바치는 풍정 성종대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 ), ( ), 養老宴 呈豐
기에 주로 행해졌던 진연 영조대에 행해졌던 어연 관찰사 절도사를 이웃 ( ), 進宴 ･ ･
나라에 파견되는 사신을 위하여 왕이 베푸는 사연 등이다( ) . 賜宴

또한 남녀 간의 내외를 위한 배려로 왕이 주인공이 되어 왕세자와 문무백관, 

을 초대하는 잔치 의식인 외연 과 왕비 대비 등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세( ) , , 外宴

자빈과 내외명부를 잔치에 초대하는 내연 으로 구성되어있다( ) . 內宴

이처럼 궁중연향은 궁중 잔치 로써 풍정 진연 진찬 진작‘ ’ , ( ), ( ), ( ), 呈 進宴 珍錯豐
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진연은 연회를 드리고 진찬은 음식 진작은 술( ) . , , 進爵

잔을 드린다는 뜻으로 모두 왕실에서 이뤄지는 연향을 일컫는다.24) 영조대에는  

어연 수작 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였는데 역시 궁중연향을 의미한( ), ( ) , 御宴 受爵

다 조선 왕실의 연향은 유교적 통치 이념 아래 이루어져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 

행되었다 예우하거나 지위를 격상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당대의 정. , , 

국을 주도하려는 국왕의 지위와 역할을 부각하려는 바에 의미가 컸다. 

조선 시대 궁중연향이 오례에 근거한 통치행위의 일환이자 만민화친을 위한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었지만 시대나 왕대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5) 대 

체로 조선 전기에는 회례연을 비롯한 양로연과 풍정이 성조대부터 조선후기에, 

는 진연이 영조대에는 어연이 순조대 이후는 진찬과 진작 등으로 변화된 것을 , , 

알 수 있다.

23) 김문식 신병주 , ,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돌베개, , 2005, p208

24) 김종수 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 ,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  2014, p90

25) 안태욱 ,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 2014, p40~43



- 13 -

왕 연대( ) 의궤명 연향도명

인조8 (1630) 풍정지감의궤 -

숙종30 (1706) - 진연도첩

숙종36  (1710) - 숭정전진연도

숙종45  (1719) 기해진연의궤 기사계첩 경연당석연도 기사사연도, 

영조17  (1741) - 경현당갱저첩 선온도

영조20 (1744)

갑자진연의궤 숭정전갑자진연도병

- 기사경회첩 경현당선온도 본소사연도, 

- 종친부사연도

영조41 (1765)
- 영조을유기로연도 경현당수작연도, 

을유수작의궤 영조을유경현당수작연도

영조42 (1766) - 병술진연도병

정조19  (1795)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능행도병 봉수당진찬도 낙남헌양로연도, 

순조9 (1809)
혜경궁진찬소의궤 의궤 목판도식( )

기사진표리의궤 의궤 목판도식 채색도설( , )

순조27  (1827)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의궤 목판도식( )

순조28  (1828) 무자진작의궤 의궤 목판도식( )

순조29  (1829) 기축진찬의궤 순조기축진찬도병

헌종14  (1848) 무신진찬의궤 무신진찬도병

고종5 (1868) 무진진찬의궤 무진진찬도병

고종10 (1873) 계유진작의궤 -

고종14  (1877) 정축진찬의궤 의궤 목판도식( )

고종24  (1887) 정해진찬의궤 정해진찬도병

고종29  (1892) 임진진찬의궤 의궤 목판도식( )

광무5 (1901)
신축진찬의궤 월(5 ) 신축진찬도병

신축진연의궤 월(9 ) 신축진연도병

광무6 (1902)
임인진연의궤 월(4 ) 임인진연도병 폭 병풍10– 

임인진연의궤 월(11 ) 임인진연도병 폭 병풍4– 

표 궁중연향을 다룬 의궤와 연향도 안태욱[ 2-1]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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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연향도의 배경2.2.2. 

궁중연향은 오례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유교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의례를 , 

진행하면서 의례 준비와 설행 을 위한 도감의 설치는 물론 관련 의궤 자료 ( )設行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 문화를 양산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보편화된 연향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궁중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록한 궁중기록화 등으로 의례와 관련된 시각 자료가 연회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제작 보관하는 계회도의 전통이 유지되었다 고려이래 지, . 

속하여온 계회 와 계회도 의 제작 전통을 이어 관료들이 관청과 관( ) ( )契會 契會圖

직 중심으로 만든 계축 계첩 계병 의 한 경향으로 파악되고 ( ), ( ), ( )契軸 契帖 契屛  
있다.26) 

26) 계축 계첩 계병 은 제작된 형태들로 세기 후반 이후 계병의 유행이 이루 “ ( ) , ( ), ( ) , 18契軸 契帖 契屛
어졌다 궁중행사도의 연원을 보자면 그 기록은 계회도에서 나타난다 궁중이 아닌 관원들이 모. . 
여 기념하고자 기록한 그림으로 초기에는 계첩의 형태를 띄고 하단에 행사에 참석한 자들의 이
름을 적었다 계축의 대표적인 행사도로는 숙종대의 기해기사계첩 이 있다 박. < ( )> .”, 己亥耆社契帖
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 2000, p90

그림 좌[ 2-1]( )
호조낭관계회도 년대< ( )>, 1500 , 戶曹郞官契會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우[ 2-2]( ) 
서총대친림사연도 년< ( )>, 1506 , 瑞蔥臺親臨賜宴圖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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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향도 자체의 구도와 인물 배치는 세종실록( )世宗莊憲大王實錄『 』 

오례의 가례 배반도 인 회례연도 나 국조속오례의( ) < ( )> (排班圖 會禮宴圖 國朝續『

의 가례 배반도인 인정전진연지도 등의 의례서를 ) < ( )> 五禮儀 仁政殿進宴之圖』

근거로 도상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27)  

배반도를 근거로 하여 배치된 인물 위치는 후대에서도 이를 이어나가기를 바

라는 것이자 선대의 명분을 물려받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궁중연향도 특유의 도상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데 특히 정조대에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거나 제작 방식을 새롭게 시도하였, 

다 그러나 세기에 들어 궁궐을 더욱 강조하거나 그 형식이 일정해진 것을 . 19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이뤄지는 잔치 문화에 대해 그 형태가 왕권 . ‘ ’ 
강화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중연향에서 주로 . 

이뤄지는 가례는 만민화친 의 이념을 담고 있다‘ ( )’ . 萬民和親

가례는 만민을 화친하게 하는 것이다 음지지례 로써 종족형제“ . ( )飮至之禮

를 친화하게 하고 혼관지례 로써 남녀를 성인시킴과 동시에 친화, ( )昏冠之禮

하게 하고 빈사지례 로서 고구붕우를 친화하게 하고 향연지례로, ( ) , 賓師之禮

27) 안태욱 ,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 2014, p44

그림 세종실록 회례연도 년[ 2-3] < ( )>, 1454 ,會禮宴圖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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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방의 빈객들과 화친하게 하고 창번지례로서 형제와 동성지국을 화친, 

하게 하고 하경지례 로서 이성지국을 화친하게 한다, ( ) .”賀慶之禮 28) 

조선시대 왕권의 강화와 명분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본래 관원들의 결속력을 , 

다지기 위해 제작되었던 계회도의 전통을 내려온 기록 문화의 일부로 본다면,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꿨던 조선 사회를 결집하고자 하는 배경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향이라는 의례를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하. 

나의 잔치 문화로써 만민이 즐기는 문화의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인 배경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에 삽입된 도식인 신풍루사미< > <

도 와 홍화문사미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혜경( )> < ( )> . 新豊樓賜米圖 弘化門賜米圖

궁의 환갑을 맞이하여 이뤄진 화성 행차 중 진찬을 올린 후에 화성의 정문인 

신풍루와 창경궁 홍화문에서  임금이 직접 참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연향 후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이나 . 

무명을 나누는 일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28) 장기근 예의 정신과 활용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안태욱 재인용 , “ ”, , , 1996, p51, ( , 2014, )

그림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2-4] , 
신풍루사미도 년< ( )>, 1795 , 新豊樓賜米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2-5] ,
홍화문사미도 < ( )>, 1795弘化門賜米圖

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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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궁중연향도2.2.3. 

안태욱 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 잔치를 뜻하는 연 과 관련한 기(2014) , ‘ ( )’宴
록이 건이나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은 궁중연향인 풍정 회례연 양로연 진7,460 , , , 

연 및 진찬 등이며 일부만이 의궤 기록과 그림 자료를 남기고 있다. 

궁중연향도는 궁중행사도 중에서도 궁중연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조선 왕, 

조대에 따라 그 양상이 역사적 회화적 변화와 관련되어 양식적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 궁중행사도의 양식은 왕의 내입이 이루어. 

지면서 주체가 조선 왕실이 되어 국가적인 기념과 왕권의 강화 그리고 명분을 , 

나타내기 위해 독특한 도안을 가진다 그러나 의례의 변천에 따라 도상이나 구. 

성 요소 등이 다소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그 시대의 국왕의 

통치 행위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29) 안태욱 은 궁중연향도의 양식적  (2014)

특징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존 자료 점을 대상으로 도상이나 구성요소26 , 

표현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시기 연향도

선행양식 

점(3 )
중묘조서연관사연도 서총대친림연회도 알성시은영연도, , 

숙종대 

점(4 )
진연도첩 숭정전진연도 기사계첩 경연당석연도 기사사연도, , , 

영조 및 

정조대 

점(10 )

경현당갱저첩 선온도 숭정전갑자진연도병 기사경회첩 , , 

경현당선온도 본소사연도 종친부사연도 영조을유기로연 , , , 

경현당수작연도 영조병술진연도병 화성능행도병 , , 

봉수당진찬도 낙남헌양로연도, 

순조 고종대 -

점(9 )

순조기축진찬도병 무신진찬도병 무진진찬도병 정해진찬도병, , , , 

신축진찬도병 신축진연도병 임인진연도병, , 

표 궁중연향도의 시기별 분류 안태욱[ 2-2] ( , 2014)

29) 안태욱 ,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 2014, 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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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궁중연향도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특정한 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를 바탕으로 나누어진 궁중연향도 중에, 

서 대표적인 연향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양식 중묘조서연관사연도- < ( )>中廟朝書筵官賜宴圖① 

의령남씨 집안에 전해져오는 의령남씨전가경완도(『 )宜寧南氏傳家敬翫圖 에 』

실린 그림 중 하나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궁중연향도로 년 경복궁 근정. , 1534

전에서 중종이 왕세자의 춘추 강학 종료에 따라 서연관 세자시강원 경연관, , , 

춘추관원 등 명에게 내린 잔치를 기록한 작품이다 세기 이후 대부분의 연39 . 18

향도에서 보이는 엄격한 좌우대칭의 구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시점으로 표현

된 것을 알 수 있다 왕의 개입이 없었던 시기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 

행했던 산수기법이나 구도와 시점이 나타난 형상이라고도 한다 세기 이후의 . 18

궁중연향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구도 양식보다는 이전의 계회도 제작 전통의 

양식을 더 따르고 있는 계회적 표현이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중묘조서연관사연도 년[ 2-6] < ( )>, 1535 , 中廟朝書筵官賜宴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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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대 ② 

년 숙종의 세를 기하여 경희궁 숭정전에서 이뤄진 진연을 기록한 그1710 50

림이다 선행양식과 달리 새로운 소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중묘조. , <

서연관사연도 와는 달리 어좌와 왕세자의 위치를 일월오봉도병> ( )日月五峰圖屛

으로 표현하고 호위 무사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숭정전진연도, . < (崇政

는 좌목 에 행사 시기와 명의 참가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 ( ) 179殿進宴圖 座目

다 시점은 정면부감의 형식으로 후기 서양화법의 수용으로 인해 표현되는 원근. 

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오례의 배반도를 근거로 하여 배치된 좌우대칭의 . 

구도와 잔치 풍경 어좌의 위치 등이 나타나 이전의 비대칭 양식과 달리 왕의 , 

친림을 나타내고 대칭구도의 양식이 완성된 시기로 보인다.

그림 숭정전진연도[ 2-7] < ( )>, 崇政殿進宴圖
년 국립중앙박물관1710 , 

그림 기해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 [ 2-8] < (己
)>, 亥耆社契帖 景賢堂錫宴圖

년 국립중앙박물관1719 , 

그림 기해기사계첩 기사사연도[ 2-9] < (己亥耆
년)>, 1719 , 社契帖 耆社私宴圖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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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및 정조대 ③ 

영조대에는 앞서 나타난 숙종대의 기해기사계첩 과 숭정전< ( )> <己亥耆社契帖

진연도 의 양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려진 장소와 공간이 > . 

같기도 하지만 구도나 행사의 진행 방식 배치 그리고 이를 표현한 형식이 동일, 

하다 이는 선왕의 전례를 따라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명분을 보여주기 위. 

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영조 정조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계축 계첩으로 제작되었던 궁중연, , 

향도가 계병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왕이 직접 . 

궁중 행사를 기록하는 것에 개입하여 제작을 주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계. 

병을 제작하여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계병, 

의 제작 과정은 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림 숭정전갑자진연도[ 2-10] < (崇
년)>, 1744 , 政殿甲子進宴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기사경회첩 본소사연도[ 2-11] < (耆
)>, 1744, 社慶會帖 本所賜宴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영조을유기로연도계병 년 서울역사박물관[ 2-12] < ( )>, 1765 , 英祖乙酉耆老宴圖契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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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에는 궁중기록화의 가장 대표적이고 회화적 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졌

으며 세기 궁중기록화의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화성능행도병 과 원행을, 19 . < > <

묘정리의궤 는 정조 년 윤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에 걸쳐 정조> 19 (1795) 2 9 16 8

가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 에 ( )顯隆園

행행하였을 때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첩의 병풍과 의궤이다8 .

 

궁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사가 아닌 외부로 나가 행차하는 모습을 담은 이 행

사도는 그 주체가 기존의 궁중행사도와 다르지만 표현양식에서도 다양하게 나, 

타났으며 이는 후에 세기에 답습되는 형태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의궤의 경19 . 

우 정리소를 설치하여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의궤의 인쇄본을 만들었으, 

며 도식의 경우 그림, [ 2-13]30)과 같이 목판화로 인쇄되어 행사에 참여한 인원

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제작과정의 형식은 세기에도 이어져 내려와 역. 19

사적 가치가 크다. 

30) 수원시 자료홍보관 홈페이지 원행을묘정리의궤 원전 e-book , “ ”, 
http://news.suwon.go.kr/ebook/site/20081008_174106_36 년 월 일 접속, 2018 10 31 .

그림 원행을묘정리의궤 원전 년 수원시 [ 2-13] < >, 1795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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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채색 한글본으로 만들어진 정리의궤 로 현륭원의궤 원[ 2-14] < > , < >, <

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을 한글본으로 종합 정리한 의궤로 국내에>, < > 

는 판본이다.31) 이 정리의궤에는 화성행궁도 등 수원화성의 주요 시설물들과  

관련 채색 그림 장이 있으며 화성성역의궤 에는 없는 도안43 , < ( )>華城城役儀軌

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문화뿐만 아니라 당시 왕실의 한글 언어생. 

활까지 남겨져 학술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정조대에는 의궤의 제작에 있어 왕. 

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동활자인 정리자 를 만들고 외규장각과 더불어 ( ) , 整理字

규장각을 세워 다양한 기록물들의 종합적인 유산들을 남겼다.

31) 년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이후 문화재 환수에 관련하여 민감했던 상황 속에서 복제본 제 2011
작이 진행되었다 년 한글본 정리의궤 책이 알려진 이후 년 개월만에 국내 최초 . 2016 < > 13 2 3 ‘
복제본 제작 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동양어대학 언어언어문명’ .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수원시에서 복제하여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13 ., 

소장 한글본 정리의궤 백년 만에 수원서 화려한 부활 이호준   “ ‘ ’ 2 ”, , 佛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301

년 월 일 수정 년 월 일 접속88, 2018 10 16 , 2019 10 3 .

그림 한글본 정리의궤 복제본[ 2-14] < >, , 
수원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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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은 봉수당진찬도 낙남헌양로연도< ( )>, < ( )>, 奉壽堂進饌圖 洛南 軒養老宴圖

화성성묘전배도 낙남헌방방도 서장대야< ( )>, < ( )>, <華城聖廟展拜圖 洛南軒放榜圖

조도 득중정어사도 환어행렬도( )>, < ( )>, < (西將臺夜操圖 得中亭御射圖 還御行列

한강주교환어도 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장)>, < ( )> 8 , 圖 漢江舟橋還御圖

본마다 장황 순서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조가 의도했던 순서를 기록한 

의궤에 의거하여 나열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반부 장은 이전의 양식과 크게 . 4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궁중연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봉수당진찬도 는 이, . < >

전의 도안 양식을 반복하고 있지만 원행을묘정리의궤 에 실린 도식의 경우 , < >

평행사선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 당시에 공간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서양화법의 

수용과 함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화성능행도병 년 국립중앙박물관[ 2-16] < >, 1795 , 

그림 원행을묘정리의궤 봉수당진찬도 부분 년[ 2-15] < >, < > , 1795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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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좌우대칭의 구조와 측면관으로 표현된 건물의 부감도 등을 보면 여, 

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인물이 동작이 당시 김홍도의 풍속화 . 

경향과 같이 다양하게 묘사되었다 어좌의 위치와 건물의 부감도 좌우대칭의 . , 

구조가 동일하지만 배경 요소의 표현에 있어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건물 , . 

바깥과 하단 부분에 다양한 인물들이 추가되었으며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

들과 민가의 모습 잔치를 구경하러 온 백성들까지 나타내어 정조가 행차를 거, 

행했던 만민화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

그림 좌측 화성성묘전배도[ 2-17]( ) < >,
그림 우측 상단 낙남헌방방도[ 2-18]( ) < >,
그림 우측 하단 득중정어사도[ 2-19]( ) < >,

화성능행도병 년 국립중앙박물관< >, 1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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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및 고종대④ 

무신진찬도병 은 헌종 년 월 대왕대비의 육순과 < ( )> 14 (1848) 3戊申進饌圖屛

왕대비의 세가 된 것을 기념하여 헌종이 창경궁 통명전에서 올린 진찬례를 41

그린 첩 병풍이다 진하 내연 야연 익일회작 의 8 .   ( ), ( ), ( ), ( )陳賀 內宴 夜宴 翌日會酌

장면과 좌목으로 구성된 이 병풍은 세기 궁중연향 병풍의 전형적인 형식으4 19

로 대표할 수 있다.32) 신축진찬도병 은 첩으로 이루어졌는 < ( )> 10辛丑進饌圖屛

데 이 진찬도병들은 각각 헌종 년 광무 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 시기가 , 14 , 5

년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창경궁 통명전과 경운궁 경운당이라는 다른 공100 . 

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화면 구성이 일정한 도안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계병의 제작 형태나 그림의 구성요소인 어좌의 위치와 건물의 부감도 좌. , 

우대칭의 구도가 동일하다 정조대의 그림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자주 표현되. 

었던 산수의 구성요소가 사라지고 서운 으로 대치되어 궁궐의 공간을 강조( )瑞雲

하여 나타낸 것이다. 

32) 문화콘텐츠닷컴 조선왕실문양이야기 궁중행사도 , “ ”,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
=CP_THE007&cp_code=cp0322&index_id=cp03220466&content_id=cp032204660001&sear
ch_left_menu=7 년 월 일 접속, 2019 4 23 .

그림 무신진찬도병 년[ 2-20] < ( )>, 1848 , 戊申進饌圖屛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무진진찬도병 년[ 2-21] < ( )>, 1868 , 戊辰進饌圖屛

미국 카운티미술관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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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축진연도병 년 연세대학교 박물관[ 2-22] < ( )>, 1901 , 辛丑進宴圖屛

그림 임인진연도병 년 국립국악원[ 2-24] < ( )>, 1902 , 壬寅進宴圖屛

그림 신축진찬도병 년 국립고궁박물관[ 2-23] < ( )>, 1901 , 辛丑進饌圖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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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처럼 기존의 화풍에서 보여주었던 정면부감 형식의 부감도에서 [ 2-25]

벗어나 사선 구도의 시점 변환 또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33) 이는 앞서   

살펴본 정조대의 화성능행도병 에서 나타난 평행사선구도로 서양화법의 수용< > , 

과 함께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좌우대칭의 구조나 인물 배치와 관. 

련된 부분에서는 오례의 배반도를 근거하여 이루어진 연향이기 때문에 크게 변, 

화가 없다 세기 기록화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산수나 주변 배경의 묘사가 사. 19

라지고 서운 등으로 대체되어 궁궐의 공간을 화면 가득 구성하였다 또한 병풍. 

의 형태로 남기게 되었으며 의궤의 구성 또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의 영향을 , < >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안태욱 이 분류한 현존하는 궁중연향도 점의 시기와 제작 (2014) 26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순종. 

대에 들어서 완성된 좌우대칭의 구도 및 도안의 형태는 고유한 양식을 띄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궁중연향도의 구성 요소들의 활용 . 

사례를 알아보고 연향도 특유의 도안 형식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한다. 

33) 당시 규장각에서 제작한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는 어람용으로 총 부가 제작돼 혜경궁과 순조 “ ‘ ’ 2
에게 각각 진상됐고 세기 중반까지 외규장각에 보관됐다 병인양요 때 부가 소실, 19 . ( ) 1丙寅洋擾
되고 나머지 부는 프랑스를 거쳐 현재 영국국립도서관 에 소장됐다 그간 1 (Brit ish L ibrary) . … 
실물을 접하기 어려워 연구 등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차에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이 영국국립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고화질로 촬영된 원본 이미지 전체를 제공 받으면서 책으로 출판됐다.” 
민예지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조선시대 의궤 최초 영인번역 발간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 , · ”, 
뉴스 년 월 일 개제, http://kocis.go.kr/koreanet/view.do?seq=10197&RN=2#, 2018 4 3 , 2020
년 월 일 접속1 8 .

그림 기사진표리의궤[ 2-25] < (己巳進表裏進饌儀

부분 년 영국국립박물관 )> , 1809 , 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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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3 

궁중 문화 시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현황

제 절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라이브러리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도하에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은 년부‘ ’ 2002

터 년간 추진되어 왔다 문화원형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2010 . 

주제별 시대별 교과서별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문화, , , . 

원형은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 문화원형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사용되, , , 3D 

기도 하며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문화산업의 소재로 , , , , , 

활용되고 있다.34) 문화원형 사업은 무 유형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디지털 콘텐 , 

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서의 활용을 그 목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 

현된 이미지들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궁중연향 또한 조선왕실 축제 디자인 요소 로  < >

분류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서 진행하여 철저한 고증. 

과 문화적 콘텐츠를 조화시켜 경쟁력을 가진 산업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적 이미지의 효과적인 표현과 적용을 통해 민족 고유의 . 

상징 이미지와 색채를 제공하였다.35) 이러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 

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년에 종료된 것, 2010

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유행이나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기술의 발전, . 

으로 인해 다양해진 매체의 특성에 따른 활용 시안이 부족하다. 

문화유산의 콘텐츠화를 장려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사회, 

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으로의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되고 정리된 가치는 앞으로의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에 .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 연구 또한 선행된 콘텐츠 사업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 

34)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문화콘텐츠 닷컴 홈페이지 , , (www.culturecontent.com)

35)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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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을 이어가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이를 적절한 매체와 문화사업에 적용

해보고자 한다. 

그림 조선왕실축제 디자인요소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 3-1] , , 

그림[ 3-2]
무고 원천이미지 좌‘ ’ ( ),
개발디자인 우( ),

문화원형 라이브러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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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화상품2 K-Heritage 

문화재청 소속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은 전통문화 유산의 전승 및 보

급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유산을 . 

이어나가고자 문화상품 브랜드 와 온라인 전통문화 테마숍 K-Heritage KHmal

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경복궁 버들마루 덕수궁 돌담. , , 

길 창덕궁 동궐마루 국립고궁박물관 고궁뜨락 등에서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 , 

으며 전승공예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통 문양기법을 활용한 여 가지, 200

의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36) 다양한 디자이너와 디자인 브랜드가 만든 문 

화상품들을 한눈에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통 공급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 

자이너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공모전을 매년 열고 있다 는 인스타그. K-Heritage

램이나 블로그 등의 를 통하여 공모상을 받거나 새로 나온 문화상품들을 SNS

소개하며 어떤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알리고 있다, . 

의 브랜드 관리 하에 이루어진 개발과 유통은 최근 인기가 많아K-Heritage

진 박물관 문화상품의 유행에 성공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강력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있어 가 가진 브랜드 계층 구조에서 통합적인 K-Heritage

브랜드 관리가 가능한 것에 장점을 두었지만 각 상품의 특징을 살리는 커뮤니, 

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37) 문화상품을 하나의 기업브랜드로 묶 

어 관리하였지만 강력한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는 못했, 

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 찍힌 상품들을 알아보기 위해 박물관의 . K-Heritage

상품 매장을 살펴보면 브랜드보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로 파생된 문화상K-Heritage

품들을 유통하고 개발하는 데에 있어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로써의 발전에 기

여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업체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유통. 

하고 있는데 기업브랜드를 내세워 지속적인 개발과 공급을 하는 대표 사례로써 , 

를 선정하여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K-Heritage .

36) 한국문화재재단 소개글 , KHmall , http://khmall.or.kr 년 월 일 접속, 2019 9 30 .

37) 김주원 문화상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개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15,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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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서는 문구용품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 패션잡화KHmall , , , , , 

장신구 도서 등으로 문화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김주원 에 의하면, . (2015) , 

는 먼저 제작 방법으로 수공예와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을 구분하고 K-Heritage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른 문화 상품군으로 생활소품 패션 소품 사무용품 문, , , , 

구 정보교육상품 복제상품들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류 하에 궁, , . 

중연향을 다룬 의궤와 연향도를 활용한 문화상품으로는 총 가지가 있으며10 , 

문구류와 생활소품으로 구분된다. 

그림 홈페이지 궁중연향도 관련 상품 목록[ 3-3] Kh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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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서 찾을 수 있는 궁중연향과 관련된 상품 목록은 총 가지로Khmall 10 , 

년 공모작으로 당선된 궁중 잔치 이야기 문구세트 와 같은 문구류 그 외2018 ‘ ’ , 

의 생활용품들로 나타난다 가격대가 높은 제품으로는 조선왕실 잔치에서 실제. 

로 사용한 은잔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 (英祖貞純王后嘉

의 반차도 속 인물들을 패턴화한 커피잔 세트가 있다 오얏꽃 은)> . ‘禮都監儀軌

잔의 경우 연향에서 실제로 사용한 제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고 의궤 커피잔 ’ , 

세트들은 반차도의 인물을 수채화 기법으로 재해석하였다고 한다. 

그 외의 의궤 접시 궁중잔치 이야기 문구세트 전통문양 버튼세트 학‘ ’, ‘ ’, ‘ ’, ‘
생노트 등에서는 궁중연향을 다룬 의궤에 기록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 
다 앞서 개발된 문화원형 개발 사업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는 사. 

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오얏꽃 은잔[ 3-4] < >, khmall

그림 의궤 커피잔 세트[ 3-5] < >, khmall 그림 디자인 가안채 궁중 잔치 이야기[ 3-6] , < >, 
kh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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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궁중 문화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3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문화축제가 시행되

고 있다 이러한 문화축제는 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급속하게 증가. 1995

하였다 문화관광부에 보고된 총 여개의 축제 중 약 여개의 축제가 . 800 300

년 이후 개최되고 있다1995 .38) 그러나 이러한 문화 자원들은 지속해서 향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 비자발적 참, 

여 형식적 행사 등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커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오늘, , 

날 지역 문화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되는 전통 문화유산을 축제화 한 것, 

이고 넓은 의미로는 전통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속 예술 , , , 

경연대회들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39) 

본 연구는 지역 문화축제 중에서도 재현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며 궁중에서 

이루어진 축제를 다루기 위해 전통문화 축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38)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윤횽렬 재인용 , “2005 ”, 2006 ( , 2007, )

39) 윤홍열 지역문화축제 브랜드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미치는 영향성과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 , ,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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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연구3.3.1. 

궁중문화축전① 

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고궁 행사인 궁중문화축전 은 궁중연2015 ‘ ’
향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 , , , , 

종묘를 배경으로 문화축제가 이뤄진다 궁중문화축전은 오늘 궁을 만나다 를 . ‘ , ’
슬로건으로 궁궐의 공간적 특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 문화를 다양한 방식

으로 체험하고 소개하는 전통문화축제이다. 

각 궁궐에서 이루어진 생활양식이나 공연 잔치 등을 재연하는 프로그램이 ,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식음료를 체험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프로, 

그램도 즐길 수 있다 년에는 경희궁이 새롭게 합류하여 각 궁궐의 소개와 . 2019

함께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다 궁중문화축전은 조선 시대 궁궐의 궁중 문화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 

소개하면서 대중적인 축제의 현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는 곧 궁중연향의 , 

사상적 배경이었던 만민화친의 목적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림 궁중문화축전 홍보이미지[ 3-8] 

그림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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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문화축전의 포스터 및 기타 홍보물의 이미지를 보면 대 궁궐을 강조하5

고 있다 년에 그려진 포스터는 그와 다르게 궁중연향도에 나타난 이미지. 2016

를 사용하고 있는데 궁중연향에서도 대표적인 장면인 헌선도 정재 장면의 요, ‘ ’ 
소들을 배치하고 있다 년도의 포스터는 궁을 중심으로 궁중연향을 재연하. 2019

는 인물들과 대중들을 나타내어 세기에 나타난 궁중연향도의 풍속화적인 인, 18

물 배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궁중문화축전 포스터 [ 3-9] 2014, 2015

그림 궁중문화축전 포스터 [ 3-10] 2016, 2017 그림 궁중문화축전 포스터 [ 3-11]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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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② 

수원시는 정조대의 많은 문화유산을 앞세워 수원화성문화제 를 매년 진행하‘ ’
고 있다 년부터는 서울시 화성시 수원시가 함께하여 정조대왕능행차 공. 2016 , , ‘
동재현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화성 성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 

지며 봉수당진찬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체험 현장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 . 

은 능행차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능행 코스 구간을 즐길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새, 

롭게 구성된 노들섬에서 한강에 설치된 배다리를 통해 건너갈 수 있다 궁중기. 

록화의 가장 대표적인 화성능행도병 과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 < >, < >

를 중심으로 문화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년 수원화성문화[ 3-15] 2018
제 정조대왕 능행차 리플렛, 

그림[ 3-12]
수원화성문화제,
봉수당진찬연 재연 장면

그림[ 3-13]
정조대왕능행차 퍼레이드 장면

그림 년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 3-14] 2012 , 
포스터 년 정조대왕능행차 포스터 년 수/ 2015 / 2017
원화성문화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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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그림 에 만들어진 포스터들은 대체로 재연 장면의 사진[ 3-14] [ 3-15]

을 사용하거나 화성 성역을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정조대왕능행차 포스터의 경, 

우 반차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년 수원화성문화제의 포스터는 화성을 구성하고 있는 서장대 봉수당 2019 , 

등의 건물 조형 특징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일상의 실천 년 수원화성문화제 포스터[ 3-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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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4 

최종 작품 연구

제 절 궁중연향도의 시각 구성 요소1 

궁중연향도는 조선 시대 왕실의 안정과 군신화합 노인공경 국가의 안녕을 , , 

기원하여 거행된 국가 의례의 중요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궁중연향을 그린 . 

궁중행사도의 구성은 궁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궐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배치되며 왕을 표현한 어좌는 상단 정중앙에 위치한다 궁궐 지붕 행사를 뜻, . , 

하는 천막 궁벽 등이 화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대부분 정면 부감으로 이루어져 , 

있다 이러한 도안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시점 등의 변화가 있지만 오례의 배. , 

반도에 의거하여 배치되며 국가 의례의 과정을 담아내는 주제 의식으로 인해 

특유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궁중연향도 특유의 도안 형태가 현재에도 고유한 양식으로 활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들의 관계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배경 인물 소품 및 장식으로 나누어 분류하,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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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적 특징과 구성 요소들의 배치4.1.1. 

먼저 궁중연향도는 특유의 도안을 시대에 걸쳐 형성한 것을 앞서 살펴본 선

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안 형태와 더불어 구성을 이루. 

고 있는 요소들을 분류하여 여러 가지 그래픽 표현을 실험하고자 한다. 

오례의 배반도를 기준으로 배치된 구도는 좌우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궁궐을 중심으로 궁중에서 이루어진 행사의 참여자들과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궁중연향은 잔치를 다루는 것으로 가운데에는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표현인 어좌와 일월오봉도병이 배치되고 양옆으로 대신들의 모습 그리고 , , 

무대 중앙에는 정재 장면들이 포착되어 나타난다 세기 이후 투시도법의 수. 18

용으로 정면 부감의 시점보다 사선구도 형식이 나타나며 산수의 표현보다는 건, 

물을 배경으로 행사 장면과 좌목만을 배치하고 주변에 서운을 그렸다 당시 산. 

수화나 계회도 아회도 등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편파구도의 형식과 다르게 일, 

점투시법을 통해 장면을 그려내는데 이는 궁중연향도만의 큰 특징이다, . 

배반도에 의거하여 배치된 인물들과 함께 정재 공연의 구성이 주로 이( ) 呈才

루어진다 궁중연향을 그려낸 것인 만큼 잔치의 주요 공연인 정재 장면이 가운. , 

데에 배치되어 일관적인 도안의 구성을 보인다 궁중 무용을 뜻하는 정재는 대. 

궐 잔치에서 행했던 모든 재예 를 일컫는다 정재의 어원을 살펴보면 헌( ) . ‘才藝

기 즉 모든 재예를 드린다 라는 것을 뜻한다( )’ ‘ ’ .獻技 40) 

40) 김종수 외 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7 , , < , >, ,  2013, p314

그림 기사경회첩[ 4-2] < ( )>,  耆社慶會帖
년 국립중앙박물관1745 , 

그림 경현당어제어필화재첩 [ 4-1] <
년( )>, 1741 , 景賢堂御製御筆和載帖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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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대의 숭정전진연도 를 통해 등장한 왕을 상징하는 어좌와 호위무사들< >

의 배치 또한 궁중에서 행해진 잔치이면서도 조선 왕권을 나타내는 장면을 이

루고 있다 후에 정조대에는 궁중 잔치 주변에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을 담아내. 

어 왕실의 축제가 궁중에서 벗어나 만민과 함께 화합한다는 만민화친의 이념, ‘ ’
을 담아내고 있다. 

궁중연향도는 연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정재 공연이 그 가운데에 등장한, 

다 궁중 정재는 국가 기관 아래 두어져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하여 향유된 문. 

화로 궁중 연향의 대표적인 재예이다 그 내용은 왕의 수복을 기리기 위한 것. , 

왕의 재위 돌을 축하하기 위한 것 조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것 왕업의 선정과 , , 

선치를 크게 나타내 보이고 선양하는 것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것 그리고 , , 

국가의 평안함과 태평함을 기원하고 자연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 등

으로 나눠볼 수 있다.41) 궁중연향은 예와 악을 중시하였으며 군신화합 뿐만 아 

니라 즐거움을 만민이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궁중연향. , 

을 일컫는 말 중에 진찬 과 진작이 있다 진찬은 음식을 권한다는 뜻이며 진‘ ’ ‘ ’ . , 

작은 술을 권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궁중연향에는 음식과 식기들의 묘사가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향도의 틀을 구성한 형태 요소들과 정재 인물들을 

중심으로 궁중 문화이자 연향의 주요 장면을 시각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이를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41) 위의 책 , p315

그림 화성능행도병[ 4-3] < > 
중 봉수당진찬도 선유락 , < >, 
등 정재 부분 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임인진연도병 부분[ 4-4] < > , 
년 국립국악원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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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분류 및 선정4.1.2. 

앞서 살펴본 궁중연향도의 도안적 특징과 구성 요소들의 배치를 바탕으로 분

류하여 선정하고자 한다 구성요소는 크게 가지로 분류해보았다 도안을 이루. 3 . 

는 배경 요소 연향의 주요 장면인 인물 요소 그리고 궁중 잔치인 연향을 표현, , 

하는 소품 및 장식 요소로 나누었다 이러한 가지 요소를 순조대의 기축년진. 3 <

찬도병 의 자경전내진찬 부분에서 나타내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 慈慶展內進饌

그림 궁중연향도의 배경요소 인물요소 소품 및 장식의 배치 및 구성 표기 기축년진[ 4-5] , , , <
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 )> , 1829, 慈慶展內進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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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요소 궁궐 서운 산수, , ① – 

궁중연향은 단연 궁궐에서 행해진 연향을 말한다 궁궐을 묘사한 도안은 전. 

체적인 도안의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 궁궐의 크기는 . 19

세기로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왕실을 거대하게 표현함, 

으로써 왕권의 강함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궁궐 주변의 서운과 . 

산수의 표현은 그 시대의 회화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며 도안의 구성에 빼놓을 , 

수 없는 자연적 요소이다. 

위와 같이 배경 요소로 궁궐 서운 산수 가지로 그 요소를 나누었다 궁궐, , 3 . 

의 표현에 있어 후에 서양화법의 수용과 함께 정면 부감의 시점에서 평행사선

의 시점으로 바뀌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면 부감의 시점이 앞서 말한 도안의 , 

특징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 정면 부감으로 이루어진 궁궐의 표현을 

위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한다 서운과 산수의 표현 역시 시기별 화풍의 변. 

그림 궁중연향도의 배경요소[ 4-6] ,
기축년진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 > ,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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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함께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보다는 서운, 

과 산수가 궁궐을 감싸고 있거나 사방에 배치된 형태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현존하는 궁중연향도 중에서 배경 요소를 몇 가지 

예시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궁궐의 배치가 가져오는 틀의 역할을 프레임 요소로 사용하고 

서운과 산수의 배치와 함께 이를 하나의 스타일 양식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궁궐이 왕권의 상징이라는 요소는 현재 왕실이 사라진 지금 궁궐의 과대한 표, 

현이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표 궁중연향도의 배경요소 궁궐 서운 산수 이미지[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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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요소 정재 악사 호위무사, , ② – 

궁중연향도에서는 연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정재 공연이 그 가운데에 등장, 

한다 궁중연향은 예와 악을 중시하였으며 군신화합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만민. 

이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재 인물들. 

을 중심으로 궁중 문화이자 연향의 주요 장면이었던 무용수들과 악사를 대상으

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인물 요소에 있어 앞서 살펴본 궁중연향도의 특징으로 숙종대부터 등, 

장하기 시작한 어좌와 호위무사의 배치는 연향이 궁중에서 엄격한 권위 아래 ,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궁궐 주변에 배치된 호위무사들과 기수들은 정. 

재 장면과 더불어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차도에 이러한 무. 

사들의 행진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연향이라는 잔치의 구성요소에는 어울리지 , 

않는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무사 중에서도 한 가지만 선정하였다.

그림 궁중연향도의 인물요소[ 4-7] ,
기축년진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 > ,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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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연향도에는 다양한 정재 장면들이 한 폭에 담겨있다 실제 행사에서는 . 

의궤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뤄진 정재에는 다, 

음과 같다.42)

본 연구는 무용의 동작과 의복 등을 전부 담아내기보다는 궁중연향도에서 ,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자 연향의 잔치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정재 장면을 사용하

려고 한다 따라서 남겨진 궁중연향도에서 나타나는 형태 중 포구락이나 헌선. , 

도와 같이 소품이 있으며 다른 정재들과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선정

하였다 선정한 정재로는 헌선도 무고 포구락 향령 처용무 총 가지이다. , , , , 5 .43) 

헌선도 진찬에 있어 복숭아를 바치는 것으로 복숭아와 쟁반이 특징( ): , 獻仙桃・
으로 도교적 선계 형상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무고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향악 정재로 달 구름 바람과 더불어 춤( ): , , , 舞鼓・
추고 노래한다는 내용이다 북을 치고 어르면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특징적인 . 

춤이라고 한다. 

포구락 군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춤으로 포구문에 채구를 노래하고 ( ): , 抛毬樂・
춤추며 넣는 놀이 형태의 춤이다. 

향령무 만세를 기원하는 춤으로 양손에 방울을 들고 추는 춤이다( ): , . 響鈴舞・
심미적이며 도교적 신선놀음을 이야기한다, .

42) 김종수 외 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7 , ,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  2013, p330

43) 위와 동일 .

시기 구분 정재종류

조선 전기

종12

향악정재 학무 문덕곡 봉래의, , 

당악정재
몽금척 수보록 근천정 수명명 하성명 하황은 성택, , , , , , , 

육화대 곡파, 

순조조

종24

향악정재

춘앵전 심향춘 보상무 첩승무 향령무 고구려무 박접무, , , , , , , 

춘광호 공막무 가인전목단 무산향 헌천화 춘대옥촉, , , , , , 

영지무 망선문 경풍도 연화무 만수무 아박무 사선무, , , , , , 

당악정재 형식을 

도입한 정재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제수창 최화무, , , 

조선 후기

종6
향악정재 광수무 초무 첨수무 사자무 항장무 관동무, , , , , 

표 궁중연향에서 이루어진 시기별 정재 종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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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무 고려시대 설화에서 근간하여 오방색의 근거를 따라 배치된 ( ): 處容舞・
인물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음양오행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태평성. , 

대를 기원하는 헌무이다.

궁중 정재는 국가 기관 아래 두어져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하여 향유된 문화

로 궁중 연향의 대표적인 재예이다 그 내용은 왕의 수복을 기리기 위한 것 왕. , 

의 재위 돌을 축하하기 위한 것 조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것 왕업의 선정과 선, , 

치를 크게 나타내 보이고 선양하는 것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것 그리고 국, , 

가의 평안함과 태평함을 기원하고 자연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 등으

로 나눠볼 수 있다.44) 궁중연향이 이루어진 배경과 잔치의 주목적을 나타내는  

춤으로 이루어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정재 장면을 인물 요소로 선정하였다, .

44) 김종수 외 인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7 , ,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  2013, p336-340

표 궁중연향도의 인물요소 가지 정재 장면 이미지[ 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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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및 장식 요소 어좌 궁중 채화( ), ( )御座 宮中綵華③ – 

궁중연향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잔치의 화려한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소품과 장식품들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재에 사용된 악기들과 의복, , 

그리고 진찬에 쓰였던 식기들이 있다.

 

어좌를 그려넣어 왕을 대신하는 표현은 궁중연향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적인 표현 방법이다 왕의 개입과 함께 궁중연향도에서 어좌의 존재는 왕이 그 .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좌 뒤에는 일월오봉도 등을 함께 나타내었으. 

며 연향도 구성에 있어서 중앙 상단에 항상 위치한다 궁중 잔치에는 다양한 , . 

궁중 채화45)가 사용되었다 또한 채화의 제작은 실제 꽃을 사용하기보다는 비. 

난이나 종이로 꽃을 만들어 이를 장식한 뒤 불에 태워 버렸다 연향에 참석한 , . 

45) 궁중채화 는 전문적으로 꽃을 만드는 장인인 화장 이 궁중의 연희나 의례를  “ ( ) ‘ ( )’宮中綵華 化匠
장식하기 위해 비단 모시 등으로 제작한 가화 이다 궁중 채화는 평화 장수 건강 등을 기, ( ) . , , 假花
원하기 위해 꽃을 이용했던 조선 왕실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궁중 채화는 단순히 궁궐
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이기 전에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황수로.”, , 아름다
운 궁중채화 수류산방, , 2014, p134 

그림 궁중연향도의 소품 및 장식[ 4-8] ,
기축년진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 < > ,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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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모두에게는 머리에 꽂는 용도인 꽃장식이 주어졌으며 음식에도 마찬가, 

지였다 어좌와 궁중채화 그리고 기타 잔치에 사용된 소품을 만드는 방법과 규. , 

격 문양 개수 등은 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향도에서 , , .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궁중연향에 있어 꽃장식인 궁중채화는 잔치를 화려하고 즐겁게 만들

기 위해서 필수적인 소품이었다 따라서 왕을 상징하는 어좌 양초 그리고 각 . , , 

인물에 꽂히는 머리 장식 잠화 과 더불어 채화로 장식된 음식상 그리고 ( ) , 簪花

지당판46)을 나타내고자 한다.

46) 지당판은 왕실 의례 중 공연을 위해 제작 설치한 무대 배경이다 “ , . … 무희와 무동은 지당판 꽃 
무대를 돌면서 꽃을 향해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황수로.”, , 아름다운 궁중채화 서울 수류산, : 
방, 2014, p136 

표 궁중연향도의 소품 및 장식 요소 어좌 궁중채화 지당판 기타 이미지[ 4-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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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을 이루고 있는 배경 요소로 궁궐과 산수를 대표적인 요소로 들 수 있으

며 인물 요소로는 연향의 주요장면인 정재 인물 그리고 소품 및 장식에서는 , , 

정재에 필요한 소품들과 궁중 채화를 대표적인 요소로 선정하였다.

궁중기록화의 표현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화성능행도병 과 원행을< > <

묘정리의궤 를 중점으로 하며 조선 후기에 제작된 무신진찬도병 임인진연> , < >, <

도병 임인진연의궤 의 이미지들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 > .47) 궁중연향도는 연 

향이라는 특정한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와 궁중. 

연향도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도안을 중점으로 그래픽 표현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47) 앞서 구성 요소들의 예시 이미지들을 표로 나누어본 표 표 표 에 삽입된 이 [ 4-1], [ 4-3], [ 4-4]
미지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국, , , 
악원 궁중연향도와 함께 진찬 진연의궤 등에서 나타나는 정재 및 소품들의 자세한 이미지를 ) ,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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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그래픽 표현 연구2 

표현연구에 앞서 위에서 분류한 구성요소들의 대표이미지를 선정한다 각 요. 

소의 대표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예시4.2.1. 

궁중연향도를 근거로 한 전통 이미지의 현대적인 재생산을 위해 디지털 매체

를 기반으로 하여 표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벡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 

재생산된 이미지가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현연구에 . 

앞서 해당 이미지의 색은 기존에 그려진 오방색 또는 흑색으로 각 표현의 형태

적 특징을 극대화하기위해 제약을 둔다.

표현 양식으로는 가지로 나누었는데 최근 사용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5 ,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국내 문화상품들 중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의 일러스. 

트 국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해외 일러스트레이션 웹 사이트, 48)를 통

해 실험해보고자 하는 스타일을 분류하였다 실험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예시를 . 

두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각 요소들을 적용시켜보고 한다, . 

앞서 선정한 구성 요소의 대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벡터 형식의 표현 판, , 

화적 표현 조형적 단순화 핸드드로잉 픽셀아트로 재생산을 한다 판화적 표현, , , . 

이나 픽셀아트의 경우 최근 유행되는 뉴트로 경향을 의식하여 표현 방법에 적, 

용해보고자 한다. 

48) 일러스트레이션 아카이빙 사이트인  Its Nice That , http://www.itsnicethat.com/ 년 월 , 2019 9
일 접속30

표 배경요소 인물 소품 및 장식의 구성요소에 따른 대표이미지 선정[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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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벡터화① 

이미지 벡터화는 기존의 원형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닌 현대적인 그래픽 , 

형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제로퍼제로 는 . ‘ ’ <National Palace 

라는 포스터 카드 세트를 제작하였다 간단한 드로잉처럼 보이지만Museum> . , 

문화유산의 특징과 세부 묘사가 이뤄져있다. 

판화적 표현 ② 

원행을묘정리의궤 의 금속활자의 사용과 도식의 목판인쇄는 후에 의궤 제< >

작에 있어 영향을 끼쳤다 세기 제작된 궁중연향도를 보면 목판인쇄로 남겨. 19 , 

진 연향도가 많다 따라서 궁중연향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어울리기. 

도 하며 판화기법을 추구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많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 . 

이러한 판화의 표현을 디지털로도 재생산 할 수 있다 판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 

음각 양각 표현기법을 극대화 하여 실험해본다, .

그림 년[ 4-10] Sophy Holling, <My Mind>, 2017

그림 제로퍼제로[ 4-9] , <National Palace Museum>, 
년Postcard s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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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드로잉③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로 수채화 등의 재료에 따른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디지

털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또한 다양해졌다 그런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수작업 . 

매체의 질감을 살린 자유로운 이미지 해석을 시도해본다.

조형적 단순화④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세대 디자이너인 김교만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들고자 1

한다 조형적이고 단순한 플랫 디자인의 표현은 현재 시점에 와서도 끊임없이 .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기하학적인 선과 면의 조합으로 전통 소재를 현대적인 간. 

결한 조형에 적용시킨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1] Micke Lindeburgh, <Flowerpot>, 
년2019

그림 김교만 김교만 회 개인전 [ 4-12] , < 1
도록 표지 년>, 1976

그림 김교만[ 4-13] , 
서울올림픽 문화 <88 

포스터 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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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아트⑤ 

최근 뉴트로 라는 언어가 문화산업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다 뉴‘ (New-tro)’ . ‘
트로 는 새로운 복고 라는 단어를 합친 것으로 단순한 과거의 산’ (New) (Retro) , 

물이 아닌 새로운 외향과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고의 열풍에 맞, . 

추어 그래픽 영역에서도 복고 트렌드가 이어지는데 이전에 새로운 기술이었던 , 

형식의 픽셀아트가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8bit .

 

위와 같은 가지의 그래픽 표현 방법을 대표이미지에 적용하여 비교해보았5

다.

그림 주재범 종로타워점 [ 4-14] , <Urban Tradition>, wework 
그래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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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앞서 선정한 다섯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기법을 대표 이미지[ 4-6]

에 적용해 본 것이다 각 표현의 특징을 살려 적용해보았으며 대표 이미지로 . , 

분류된 형태들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대표이미지의 그래픽 표현 비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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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이미지 벡터화 형식의 표현은 이전의 형태를 

더욱 간결하고 알기 쉽게 만든다는 것과 색상 변형을 통한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궁중연향도를 그대로 가져. 

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재생산에는 그 목적이 맞지만 새로운 이미, 

지를 선사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판화적 표현의 경우 기존 연향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판화적 기법의 특, 

징을 살리고자 음각 형태로 반전시켜 나타내었다 궁중에서 치러진 잔치를 널, . 

리 알리고 잔치에 참석한 인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목판화 형태로 제작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색상의 활용이나 디지털 기법으로도 표. 

현이 가능하다. 

건물이나 소품의 표현에 있어 조형적으로 단순화시킨 표현이 잘 어울렸지만, 

연향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인물이 더 부각되어야 하므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그래픽 표현에 있어 기존의 연향도. 

와는 다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 

있다. 

핸드드로잉이나 픽셀아트 표현 양식은 특정한 매체나 컨셉을 통해서는 그 표

현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그 표현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제한, 

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구성 요소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

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궁중문화축전 에서의 활용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 .

따라서 위 양식 중에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미지 벡터화 판화적 표 , 

현 조형적 단순화 표현을 선정하여 색상 조합 및 레이아웃 구성 실험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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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조합4.2.2. 

의례 복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방색을 기본으로 제작된 궁중연향도는 산수

화나 민화 등에서 나타나는 색보다는 그 활용이 한정적으로 표현된다 색상 비. 

교를 위해 다섯 가지 그래픽 표현 중 그 특징이 가장 뚜렷하고 활용도가 높은 , 

가지 표현 이미지 벡터화 판화적 표현 그리고 조형적 단순화를 기준으로 비3 , , 

교하였다. 

색상의 조합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오방색 변형 궁중문화축전 색상 가지를 , , 3

비교하였으며 기존 이미지의 오방색 배열을 유지하며 배치하였다, .49) 

오방색은 전통 이미지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다양한 문화유산에서 오, 

방색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수지리적 표현뿐만 아니. 

라 길흉의 상징을 담고 있으며 궁중연향도에서도 오방색의 활용은 두드러진, , 

다 특히 정재중 하나인 처용무에서는 오방색을 기준으로 의복이 만들어졌으며. , 

색상 배치 또한 오방색 각각의 동서남북을 나타내고 있다. 

검정 노랑 빨강 파란색으로 각각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 , , CMYK .

49) 그림 의 예시이미지 중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색상에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는 다 [ 4-15] , 
음과 같다 의궤 조선 왕실 문화의 위대한 기록 일러스트 권. <Cartel>, Raisa Alava, 2019., < >, 
아라 사계절, , 2018.,

그림 색상 조합 오방색 오방색 변형 궁중문화축전 테마 색상 [ 4-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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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방색의 색상 조합은 궁중연향도에서 나타나는 색상과 크게 다를 바

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벡터화의 표현 기법에 적용했을 때 이전 이미지를 그대

로 복습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오방색을 기준으로 채도와 명도를 . 

조절하여 현대 색상 체계에서 볼 수 있는 색상으로 배합하여 보았다 검정색과 . 

파랑색을 청록색으로 빨간색은 대비되도록 분홍 마젠타 계열 그리고 노란색은 , - , 

채도를 낮추었다 여러 가지 색상을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지만 본 연구는 궁. , 

중문화축전에서의 활용 방안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중문화축전에

서 사용하고 있는 각 궁궐의 대표 색상을 적용해보았다 궁궐의 대표 색상 중. ,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경희궁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 , . 

판화적 표현기법의 경우 가지 색상 조합으로 하였으며 이는 판화의 특징적3 , 

인 음각 표현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검정색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색상 조합 오방색 오방색 변형 궁중문화축전 테마 색상 수치 [ 4-16] , , cmyk – 

그림 판화적 표현기법 색상 조합 [ 4-17] 
오방색 오방색 변형 궁중문화축전 테마 색상 수치 , , c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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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미지 벡터화 대표이미지의 색상 조합 비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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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판화적 표현 대표이미지의 색상 조합 비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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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형적 단순화 대표이미지의 색상 조합 비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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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지 표현기법을 가지 색상 조합 및 배치로 비교해 보았다 오3 3 . 

방색의 경우 기존의 회화와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 

히 이미지를 그대로 벡터화시킨 표현 양식에서는 오방색의 조합이 기존 회화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이미지로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궁중문화축전의 대표 궁궐 색상 조합은 각 색상을 따로 사. 

용하여 특징을 주기에는 알맞지만 조합하였을 때는 보색 대비가 심하거나 적절, 

하게 어우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지 색상 조합 중에 오방색을 변형한 청록 마젠타 색상의 배합을 3 -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각 표현기법을 동일한 색상 조합. 

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표현기법에 따른 오방색 변형 색상 조합 비교[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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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구성4.2.3. 

앞서 실험해본 구성 요소들을 토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해본다 궁중연향도의 . 

가장 큰 특징인 좌우대칭 구도를 적용시켜보며 프레임이 중복되는 패치워크 형, 

태의 패턴과 선형 직선의 리피트 패턴의 형식으로도 시도해본다, . 

가지 레이아웃의 예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궁중연향도 기존 배치 구성3 . , 

패치워크 형태 리피트 패턴 총 가지의 레이아웃을 실험한다, 3 .50) 

궁중연향도는 배반도에 근거하여 인물 소품 등 연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의 위치가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구성이 이어져 내려와 고유의 정체성. 

을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안이 답습되어 온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 

지 않고 이를 고유의 레이아웃 양식으로 스타일화 할 수 있을 것에 초점을 두, 

고 위와 같은 레이아웃 구도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기본 틀이 되는 궁궐 형태를 . 

50) 그림 의 레이아웃 예시이미지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4-18] . 
좌측부터 화성능행도병 중 낙남헌양로연도 년 국립고궁박물관 영조병술진연도    , < > , < >, 1795 , ., <
병 중 폭 년 리움미술관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홍화문사미도( )> , 2 , 1766 , ., < > , < >, 英祖丙戌進宴圖屛

년 국립중앙박물관 임인진연도병 년 국립국악원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일부1795 , ., < >, 1902 , ., < > , 
년 국립중앙박물관1795 , . 

그림 가지 레이아웃 구성 예시 이미지  [ 4-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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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잡고 그 안에 앞서 선정한 가지 그래픽 표현 기법을 사용한 구성요소를 , 3

좌우대칭에 근거하여 배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패치워크 구성은 연향도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구성하는 형태이다 현. 

존하는 궁중연향도를 보면 계축 계첩의 형태 또한 특징적이지만 병풍이 지닌 , , 

액자식 구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궁궐의 배치를 전체적인 도안의 틀로 사용하. 

는 궁중연향도의 특징을 활용하여 이를 하나의 패치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궁중 . 

연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패치들. 

을 수평적인 네러티브 구성을 지닌 병풍 형태를 해체하여 이를 하나의 프레임

처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극대화된 시각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잔. , 

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각 프레임에 배치하였다 기존의 연향도에서 . 

나타나는 왕권의 강화 왕실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에서 나아가 여러 인, 

물 소품들이 장면마다 포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리피트 패턴의 경우 가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선형 리피트는 정재 인물, 2 . 

요소들로 구성하여 춤추는 인물들이 원형으로 퍼지면서 나타나는 율동감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직선 리피트의 경우 어좌와 촛대 진찬음식 악사들을 수직. , , , , 

수평으로 배치하여 기존의 연향도에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네러티브를 지닌 패

턴으로 표현하였다. 

적용시킨 그래픽 표현이 기존의 연향도와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지 실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중연향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자유, 

로운 배치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서 고유하게 사용할 . 

수 있는 연향도 구도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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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궁중연향도 기존 배치 구성 레이아웃 실험 [ 4-19] 



- 65 -

그림 패치워크 구성 레이아웃 실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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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리피트 패턴 선형 원형 레이아웃 구성 실험[ 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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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궁중문화축전 현황 및 활용 방안3 

본 연구는 궁중연향을 다룬 궁중연향도의 전통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이를 적

절한 맥락에서 적용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궁중연향이 이루어졌. 

던 문화유산 공간인 대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궁중문화축전에서는 다양한 형5

태의 그래픽이 필요하다 특히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나 리플렛을 대표적으로 들 . 

수 있으며 그 외의 축제에 필요한 물품들에 적용할 수 있다, . 

년에 행해진 궁중문화축전 포스터는 가지 종류로 제작되어 홍보에 사2019 2

용되었는데 그림 에서 좌측의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우측의 , [ 4-22] . 

포스터는 대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문화축제의 장소가 다르게 진5 , 

행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궁중연향도에서도 나타난 이미지를 보면 연향이 행해진 공간이 ,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재 장면과 부감법 배치 구도 소품 등. , , 

을 통해 궁중에서 이뤄진 왕실축제임을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궁중문화축전 . 

또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문화축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연향, 

의 이미지는 같다 따라서 앞서 재생산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화축제의 디자인 . 

사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림 년 궁중문화축전 포스터[ 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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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의 그래픽 표현 양식 중에서 가지 이미지 벡터화 판화적 표현3 , , 

조형적 단순화를 색상과 레이아웃을 구성하여 비교 과정을 거쳤다 궁중연향도 . 

기존 배치 구성 패치워크 구성 그리고 리피트 패턴 구성을 시도한 레이아웃 , ,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 축제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가지 레이아웃을 전부 사용해 보는 것으로 하였다3 .

그래픽 표현기법의 경우 판화적 표현 기법을 적용해본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 

한다 우선적으로 궁중기록화 궁중연향도가 제작되어 궁중연향도의 가장 큰 주. , 

제인 만민화친의 즐거운 이미지를 담으면서도 궁중연향도가 제작되어 배포되‘ ’
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화적 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원행을묘정리의궤 원전 수원시 와 그래픽 모듈 제작 이미지 비교[ 4-23]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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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적 표현을 적용한 색상 조합에서는 오방색의 변형 색상을 사용하고자 하

였으며 부분적으로 금색을 추가하여 화려한 궁중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 

하였다 실제로 세기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궁중연향도 일부에서는 금분을 사. 19

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최종 인쇄물 또한 금분 별색을 사용하여 진행하였. 

다. 

그림 인쇄 색상 조합 수치 예시 이미지[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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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4.3.1. 

궁중문화축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트웍 형태의 포스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상의 포스터로써 실제 궁중문화축전의 로고와 슬로건 가상의 날짜 등을 기입, 

하였다 기존의 궁중문화축전은 각 궁궐을 강조하여 홍보하였는데 궁궐이라는 . , 

장소보다 축제를 이루고 있는 잔치 요소들 춤추는 인물 악사 소품 등을 궁중, , , 

연향도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앞서 실험했던 레이아웃을 모두 활용하여 기존 레이아웃을 유지한 것은 궁중

연향의 전체적인 모습을 패치워크 레이아웃을 통해서는 각 인물과 소품 요소가 , 

장면처럼 포착되는 것을 그리고 리피트 패턴을 통해 율동적인 잔치의 흥겨움을 ,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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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터 궁중연향도 기존 배치 구성 레이아웃 활용[ 4-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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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터 패치워크 구성 레이아웃 활용[ 4-2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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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터 선형 리피트 패턴 레이아웃 활용[ 4-2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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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홍보물 4.3.2. 

궁중문화축전에서 사용하는 몇가지 홍보물을 전제로 그래픽을 적용시켜 보았

다 궁중문화축전의 입장권 리플렛 네임태그를 위 레이아웃을 적용시켰다. , , . 

그림 리플렛 모크업 이미지 궁중연향도 기존 배치 구성 활용[ 4-29] – 

그림 궁중문화축전 포스터 종 모크업 이미지 [ 4-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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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궁중문화축전 리플렛 종 시안 이미지[ 4-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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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과 네임태그에서는 레이아웃 구성보다 구성 요소를 확대하여 축제 연, 

향의 일부분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포스터와 리플렛과는 색상 . 

사용에 있어 차이를 두어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림 궁중문화축전 네임태그[ 4-31] 

그림 궁중문화축전 입장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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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작품 전시4 

그림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 설치 모습[ 4-33] MoA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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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터 전시 모습 각각 종이에 인쇄[ 4-34] , 70x100cm, , 2019

그림 포스터 세부 그래픽 모습 각각 [ 4-35] , 70x10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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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터 세부 그래픽 모습 각각 [ 4-36] , 70x100cm, 2019

그림 포스터 세부 그래픽 모습 각각 [ 4-37] , 70x10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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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리플렛 전시 모습 각각 접지 종이에 인쇄[ 4-38] , 11.5x25cm, , , 2019

그림 태그 입장권 전시모습 각각 종이에 인쇄[ 4-39] , , 9x11cm, 15x6cm,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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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족자형 포스터 전시 모습 천에 인쇄[ 4-40] , 120x300cm,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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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5 

결론 및 제언

조선 왕실의 문화는 계승되어 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며 현재 , 

전통문화라는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문화유산으로 남겨진 조선 시. , 

대의 궁궐들은 그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궁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향유되었던 궁중연향은 현재까지도 문화

축제로 전승되며 궁중연향도라는 기록물로 남겨져 방대한 시각 자료를 가지고 , 

있다 본 연구는 궁중연향을 기록해온 궁중연향도의 고유한 구도와 구성요소를 . 

분석하여 이를 재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연, . 

구에 앞서 현존하는 궁중연향도에 대해 선행된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선행연. 

구를 통해 살펴본 궁중연향도에서 보이는 답습된 도안의 형태가 고유의 정체성

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으며 하나의 스타일로써 디자인영역에서의 활용 가치에 ,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현존하는 궁중연향도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재생산. 

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

먼저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며 궁중연향도의 제작 배경과 변화 또는 유지되는 , 

궁중연향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세기 후반부터 유지되어온 특유의 도안은 . 18

조선 왕실의 왕권과 유지를 위한 명분이자 계승의 의미로 작용하였다 서양화법. 

의 수용으로 인해 시점의 변화가 정면 부감에서 평행사선 구도로 전환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오례의 배반도를 기반으로 하여 궁중연향도만의 답, 

습되는 도안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궁중연향도의 도안적 특징에 착안하여 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 

배경 인물 소품 및 장식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배경 요소로는 도안의 틀, , . 

을 이루고 있는 궁궐 서운 그리고 산수로 나누었다 궁중연향에 있어 가장 중, , . 

요한 장면인 정재 인물들을 대표적인 인물요소로 분류하였으며 왕권을 나타내, 

는 호위무사를 선정하였다 소품 및 장식에서는 궁중연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 

궁중 문화의 하나인 궁중채화와 식기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어좌로 분류하였, 

다 이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토대로 대표이미지를 선정하여 다섯 가지의 그래. , 

픽 표현을 통해 실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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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이미지 벡터화 판화적 표현 조형적 단순화의 표현양식을 선정하, , 

고 오방색을 근거로 한 색상 조합을 실험하였다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 . 

색상을 선정하여 구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아웃에 있어서 세 가지의 도안을 적용하였는데 배반도에 의거한 기존 연, 

향도에서 볼 수 있는 도안 형태와 병풍을 극대화한 패치워크 형태 그리고 구성 , 

요소를 반복시키는 리피트 패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색상과 레이아웃에 . 

있어서 궁중연향이 지닌 만민화친의 주제와 흥겨운 잔치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 ’
하였는데 기존 연향도의 레이아웃의 경우 좌우대칭과 궁궐도의 도안은 유지한 , 

채 구성요소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패치워크 패턴 또한 궁궐도가 지닌 사각. 

형의 틀이 흥겨운 그래픽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연향의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 

배치하여 수평적인 네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피트 패턴의 경우. , 

각 요소의 세밀한 표현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패턴, 

으로 인해 나타나는 율동감이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판화적 표현 방식을 선정하여 궁중문화축전에서의 활용할 . , 

수 있는 포스터 및 기타 홍보물의 시안을 제작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궁중연향과 궁중연향도라는 문화유산 콘텐츠 이미지의 재생

산을 실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많은 궁중연향도의 구성요소를 대. 

표적인 몇 가지 요소로만 반복하여 표현한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궁중문화축. , 

전에서의 활용에 있어 궁중연향이라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낸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지만 궁중문화축전을 대표하는 각 궁궐의 공간적 특성과 매체를 고려한 ,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궁중연향도와 궁중기록화 더 나아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각적 , 

표현과 구성은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근간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 

나타나는 다양한 매체와 문화양식에 맞추어 끊임없는 전통문화 이미지의 재생, 

산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궁중기록화가 다양한 매체로 디자인되어 .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지닌 문화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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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raphic Expressions 

based on the Visual Elements 

from Paintings of Court Banquets 

in th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their utilization plans at 

the Royal Culture Festival-

Hyunseo Ch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fforts made to discuss the tradition and create historical values 

pursue the goal of achieving uniqueness differentiated from other 

cultures.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for consistent 

reinterpretations and reproduction of cultural heritage as the base 

of traditional culture so that the values of traditional culture can 

continu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expressive methods to 

reproduce the consistent images of tradition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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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the cultural heritage of various periods to represent 

the traditional culture. The palaces of Joseon situated at the 

center of Seoul are, in particular, the representative space of 

sharing the present and the past. "Court banquets," which is the 

cultural content enjoyed at the specific space of the palaces, are 

still performed as part of the traditional cultural festivals. 

"Paintings of court ceremonies in the Joseon Dynasty" are cultural 

heritage of visual records related to them. They were created to 

inherit the tradition and depict various aspects of the court 

culture. Paintings of court banquets in the Joseon Dynasty 

recording court banquets, in particular, have their unique identity 

based on the repetition of the icons for the cause and justification 

of the Joseon court along with Jinchan and Jinyeon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presentation of unique icons as a style in the 

court culture and paintings of court banquet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w ith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m as 

design elements in contemporary culture. The study thus aimed to 

analyze the visual components of paintings of court banquets and 

seek after their reproduction as images that could be used in 

today's culture industry.

Paintings of court ceremonies depicting court banquets were 

analyzed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an illustration experiment 

to express them, the "Royal Culture Festival," which is a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about the court culture, was selected as 

a plan to make use of the reproduced images.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study was as follows to connote the context of 

traditional culture and propose the roles of visu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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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today through the utilization cases at the culture 

festival reproducing the court banquets: 

First, the study examined cultural heritage containing records 

about the court culture of Joseon based on the materials of the 

court culture to enhance the images of traditional culture. After 

examining the paintings of court events classified as paintings of 

court ceremonies and Uigwe, the study analyzed paintings of 

court banquets from a visual perspective.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isual content in the court culture and the ways that 

the developed image content of traditional culture was used.

Third, the study surveyed festival cases on the topic of court 

culture in the nation, proposing traditional culture festivals as 

ways of utilizing the traditional images of the court culture. 

Finally, the investigator categorized the visual components of 

paintings of court banquets analyzed above and conducted an 

experiment with the graphic expressions that could be reproduced 

in many different aspects. By applying the reinterpreted images to 

various media, the study offered a couple of draft proposals 

applicable to the current Royal Culture Festiv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reproducing and reinterpreting the images of traditional 

culture in a consistent manner based on cultural heritage. It also 

aimed to propose plans to make use of the reproduced ima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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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ulture at a culture festival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graphic expressions. Thes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visual material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with contexts in the process of 

inheriting and recreating the traditional culture. 

keywords : Graphic expression, Illustration, Paintings of Court 

Banquets, Traditional culture, Royal Court Banquets in Joseon 

Dynasty, Royal Cultur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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