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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희당 친림도정의 의미와 

<乙巳親政契屛>(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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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乙巳親政契屛>(국립 앙박물  소장)은 정조 9년(1785) 重喜 에서 행해진 

親臨 都目政事를 기념한 병풍이다(그림 1). 正祖(재  1776~1800)는 매년 文․

武科의 人事를 결정하는 도목정사에 친림하 다. 이번 도정이 의미가 깊은 것은 

정조의 인사 개 이 있은 후 행해진 첫 친림도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

정 에 유일하게 희당에서 거행되었다는 이 주목된다. 희당은 정조의 첫 

번째 아들인 文孝世子(1782~1786)의 東宮이다. 문효세자는 한 해  이 곳에서 

세자 책 을 받았다. 시기와 장소의 선택에서 볼 때, 이 해의 친림도정에 각별한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 논문(2016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홍익 학교 미술사학과 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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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병은 국왕이 친림한 도목정사를 그린 ‘親政圖’의 통에서도 특별한 치

를 차지하고 있다. 정조 이 의 친정도와 달리 <을사친정계병>은 국왕이 하사한 

병풍으로 추정된다. 숙종․ 조연간에는 도목정사를 담한 이조와 병조가 주축

이 되어서 친정도 계병을 발원하 다.
1)

1)즉 이 의 친정도가 인사권을 가진 銓曹

에서 제작한 것이라면 <을사친정계병>은 국왕이 참석자에게 하사하 다는 이 

크게 다르다.

<을사친정계병>은 그 회화  구도나 표 에 있어서도 이 의 친정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 의 친정도가 친정 장면을 소략하게 묘사하고 나머지 화면을 고사도

나 산수화로 장식하 다면 <을사친정계병>은 친정도만으로 체 화면을 구성하

다. 화면 안에 어좌를 앙에 두고 국왕의 시 를 장 하게 표 하여 임 의 

권 를 강조한다는 도 정조 이 과 이후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처럼 <을사친정계병>은 국왕이 발의하여 하사하 으며, 회화  표 에서도 

국왕의 권 를 강조하 다는 에서 기존 친정도와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은 이 

병풍이 주제로 삼고 있는 1785년의 도목정사와 어떤 계가 있을까. 본고에서는 

먼  정조 이 의 친정도 통을 살피고, 이와 구별되는 <을사친정계병>의 회화

 특징과 병풍의 구성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를 이 해의 도목정사가 갖는 역

사  의미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림 1> <乙巳親政契屛>(1785) 8첩 병풍, 견본채색, 각 폭 118.0×47.8cm, 국립 앙박물

1) 親政稧屛과 親政稧帖에 한 종합 인 연구로는 박정혜, 2000 조선시  궁 기록화연구, 
일지사, 117-154면; 257-2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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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제목 구성(첩수) 좌목 인원

1
1676년

(숙종2)
親政稧屛*

都目政(1), 宣醞(2), 

山水(3~6), 座目(7), 序文(8)
미상

2
1687

(숙종13)
親政稧屛* 都目政(추정) 吏批․兵批

3
1691

(숙종17)
肅宗辛未親政稧屛

都目政․座目(1), 

山水(2~7), 宣醞(8)
吏批․兵批

4
1703

(숙종29)
親政稧屛* 都目政(추정) 미상

5
1721

(경종1)
景宗辛丑親政稧屛

都目政․序文(1), 

蘭亭修稧(2~7), 座目(8)
兵批

6
1728

( 조4)
戊申親政契帖 都目政(1), 座目(2) 吏批․兵批

2. 정조 이 의 친정도 통

<을사친정계병>은 그림의 내용과 기록의 형식에서 모두 이 의 친정도와는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사친정계병>의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정조 이  친

정도의 통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재 남아 있는 친정도는 련 기록이 3건, 

계병이 4좌, 계첩이 2권이다(표 1). 모두 숙종에서 정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친정도가 17세기말에서 18세기에 유행했음을 보여 다. 

친정계병 제작에 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76년에 시작한다. 李夏鎭(1628~ 

1682)의 六寓 遺稿에 하는 ｢親政契屛序｣가 그것이다. 숙종 2년(1676, 병진), 

12월 26일에 煕政 에서 거행된 친림 정이후에 제작된 병풍의 서문이다.
2)

2)이 

기록에 해서는 자세히 다루어진 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선후기 친정도

2) 李夏鎭, 六寓 遺稿 권4, ｢親政契屛序｣ 참조. 서문은 “上之三年歲丙辰冬十有二月甲戌”로 

시작하는데, 12월 갑술일에 정이 있었던 병진년은 숙종 3년이 아니라 숙종 2년(1676)이다. 

“上之三年歲丙辰冬十有二月甲戌。親政于煕政 。于斯時也。尙書泗川睦公。實掌銓選｡在侍郞韓

城李公爲之亞。某不才亦忝侍郞之右。參其末席。郞中員外各一人。執筆注寫。知申事完山

李令公主出納。( 략) 於是相 所以永久不忘 。遂爲契屛六座。屛之帖凡八。而其貼第

一。備圖兩銓坐次。次圖錫宴 貌。中畫山若水諸美觀。而第七貼又列書參政諸人名姓官

號。仍俾某序其事而識其末。後之覽斯屛 。必 欽敬之感歎之不足。而我聖上躬親庶事｡ 

無一事之不法祖宗 。愈著現而不可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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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34

( 조10)
甲寅春親政契帖 都目政(1), 座目(2) 吏批․兵批

8
1735

( 조11)
乙卯親政後宣醞稧屛

座目(1), 宣醞․座目(2), 

御製賡載詩(3~6)
兵批(․吏批 추정)

9
1784

(정조9)
親政稧屛

御製賡載詩(1), 

都目政(2~7), 座目(8)
上官이상 원

* 는 기록만 남아 있음.

주상 3년, 丙辰년 겨울 12월 甲戌일, 煕政 에서 親政하 다. 尙書 泗川睦公(睦來

善, 당시 이조 서)이 銓選을 맡았으며 侍郞 韓城李公(李袤, 1600~1684, 당시 이조

참 )이 그 다음 책임자 다. 나는 부족한 재능으로 시랑의 오른쪽을 욕되게 하여

(이조참의를 맡아서) 말석에서 참가하 다. 郞中員外에 各一人은 붓을 들어 注寫하

다. 知申事完山李令公(李宇鼎, 1635~1692, 당시 도승지)은 出納을 맡았다. (

략)3)3)이에 서로 도모하여 구히 잊지 않기 해 계병 여섯 좌를 만들었다. 병풍은 

모두 8첩인데, 그 첫 번째는 兩銓이 차례로 앉아있는 것을 그렸고 그 다음으로는 錫

宴 의 모습을 그렸으며, 가운데에는 산수의 아름다운 경 을 그렸고, 제7첩은 도목

정에 참석한 여러 사람의 이름, 姓, 직, 號를 나열하 고, 마지막에 이 사실을 내가 

서문으로 써서 외람되이 붙인다. 후에 이 병풍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흠경하고 감

탄하기에는 (이 병풍이) 부족할 수 있으나, 우리 성상이 친히 행하신 여러 일들은 

그  하나라도 祖宗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분명히 드러나 희미할 수 없

을 것이다. 

당시 이조참의 던 이하진이 서문을 썼으며 이조 서, 이조참  그리고 이조

의 업무를 맡은 도승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이조에서 제작하여 나

어 가진 병풍으로 추정된다.4)4)서문에는 당시 임 이 친림하여 이틀에 걸쳐 도목

정을 행하고, 끝난 후에는 선온을 내린 것을 언 하 다. 아울러 숙종의 희정당

에서의 친림 도목정이 이 의 인정 에서의 선례와 장소는 다르지만 뜻은 계승

한 것임을 언 하 다. 이처럼 행사에 해서 내용상으로는 숙종의 치 을 언

3) 략의 내용: 임 이 어좌에 남면하고, 신하들이 도열한 장면을 간단히 서술하고, 숙종의 

친림은 의 좋은 선례를 이은 것이나 다만 인정 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희정당에서 

한 것은 추 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 다. 

4) 李夏鎭은 실록의 도목정 당일의 기록에는 병조참의라고 기록되었으나, 승정원일기의 후 

기록에는 모두 이조참의라고 명시하여 실록의 기록이 誤記라고 추정된다. 당시 병조참의

는 鄭樸(1621~1692). 숙종실록 숙종 2년(1676) 12월 27일(을해); 승정원일기 숙종 2

년(1676) 12월 18일(병인);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1월 6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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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공 인 경향을 띠지만 형식 으로는 사 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를 

들어 련자들의 정확한 이름을 거론하는 신 “泗川睦公”, “韓城李公” 등 본

과 존칭을 사용한 부분이 그 다. 당시의 좌목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

하면 참석자들의 이름과 직뿐 아니라, 號를 부기하 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이

름과 직만 표기한 <을사친정계병>을 비롯한 정조  계병의 좌목보다 사 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문은 병풍의 구성에 해서 자세하게 언 하고 있어 가장 이른 시기 친

정 계병의 내용에 해 잘 알 수 있다. 모두 8첩 병풍으로 이루어졌으며, 1폭에 

이조의 리(吏批)와 병조의 리(兵批)가 도열한 도목정 장면, 2폭에는 도목정

이 끝난 후 임 이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하사하신 宣醞 장면이 그려져 있고, 3

폭에서 6폭에는 산수화가 펼쳐지고, 7폭에는 좌목, 8폭에는 본 서문이 붙게 되었

다. 이처럼 도목정과 선온의 행사 기록화와 산수화나 고사인물화와 같은 일반 

회화가 병존하는 구성은 이후 살펴볼 존 작품에서도 그 로 발견되는 숙종․

경종 의 형 인 친정계병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5)5)

두 번째 기록은 숙종 13년(1687), 吳道一(1645~1703)의 西坡集에 하는 

친정계병의 서문이다.
6)

6)1687년 12월 25일, 숙종의 희정당 친정을 기념한 계병으

로서 당시 이조 참의로 도정에 참여하 던 오도일이 서문을 썼다. 서문을 통해

서 그림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행사도가 포함되었으며, 병풍의 처음에 

임 의 諭旨를 포함시키고 마지막에 이조와 병조의 좌목을 실었다는 것을 악

할 수 있다.
7)

7)오도일의 서문은 행사를 일 하고 국왕 친림의 의의를 언 하며, 

병풍을 제작한 경 에 해 덧붙이는 형식은 이 과 동소이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숙종이 이 날 내린 유지를 되새기며 그 공덕을 칭송하는 정도

가 이 과 사뭇 다르다.
8)

8)이 해는 己巳換局(숙종 15, 1689)을 1년여 앞둔 시

5) 박정혜, 앞의 책, 119-120면.

6) 吳道一, 西坡集 권17, ｢親政契屛序｣.   

7) 의 책 “( 략) 遂繪畫其事而粧䌙之。仍以伊日所降聖旨。 其首。且列書兩銓若近侍諸臣

官號名氏於其末 (후략)”

8) 君臣간의 情義가 통하고, 人才 銓衡이 공정하며, 막히고 침체된 인사를 터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숙종의 하교는 실록과 오도일의 서문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숙종실록 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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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張禧嬪(?~1701)의 淑媛 등극에 반 하던 서인들이 이미 숙청되기 시작

한 때 다. 숙종은 리의 등용과 직에 해 하교하 는데, 설사 그것이 인사

에 한 일반 인 훈시 다 하더라도 정세의 을 느끼던 서인들로서는 소홀

히 응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숙종 13년의 친정계병

은 御製를 싣고, 서문에서도 임 의 친림과 하교에 해서 강조하 을 것이다. 

다만 서문의 마지막에 오도일이 자신이 몸담은 이조를 “天官”으로 높이고 있는 

을 미루어 보면, 이 병풍이 어람을 제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

각된다.
9)9)

숙종 17년(1691)의 《(肅宗辛未)親政契屛》은 존하는 가장 오래된 친정도이

다(그림 2).
10)

10)우선 병풍의 구성을 살펴보면 《(숙종신미)친정계병》의 경우, 제1

첩에 도목정사 장면과 좌목이 있고, 2첩에서 7첩까지 청록 산수화가 펼쳐져 있으

며, 마지막 제8첩에 선온 장면이 있다. 병풍의 뒷면에는 이조참  李玄逸(1627 

~1704)이 짓고 1844년, 생원 金羲壽(생몰 미상)가 다시 쓴 서문이 있다.
11)

11)

 숙종 13년(1687) 12월 25일(기사) 참조. 吳道一, 西坡集 卷17, ｢親政契屛序｣ “( 략)  

 親宣誥諭。俾近臣書之。遍示兩銓諸臣。天章渙發。辭旨藹然。凡所以恢公正祛偏係。振淹  

 滯揚側陋之道。十行之中三致意焉。而末復惓惓於君臣情義之流通。諸臣莫不感激欣聳 (후략)”  

 오도일은 이 유지에 해서 “임 이 직  말 하셔서 타이르고 가르치시니 마치 집안의  

 부자지간과 같다”면서, 이번 일이 고 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며, 동방 태평만세의 기  

 틀이라고 표 하 다. “( 략) 噫嘻。斯擧也固曠世美事。而若其口號綸綍。諄諄誨飭。有  

 若家人父子 然。不但國朝祖宗之所未行。抑亦古今載籍之所罕覯。我聖后殫誠願治率正臣   

 工之擧。雖 之增光前烈。卓越百王可也。東方太平萬世之基。其 爲我后 之 (후략)”

 9) 吳道一, 西坡集 卷17, ｢親政契屛序｣ “( 략) 道一亦忝佐天官。躬逢盛擧。則敢不 爲之書.”

10) 《(숙종신미)친정계병》에 해서는 박정혜, 앞의 책, 123-128면; 金源吉, 1987 ｢芝峯 宗  

所藏 政 親政圖․宣醞圖 畵屛｣ 安東文化硏究 2, 105-115면; 윤진 , 2003 조선시

 계회도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250-254면; 서윤정, 2012 ｢17세기 안

동권씨의 기념 회화와 남인의 정치활동｣ 안동학연구 11, 286-292면 참조. 김원길은 본 

병풍에 해 최 로 자세히 소개하 으며, 윤진 은 17세기 병풍 형식의 계회도의 일환

으로 본 병풍을 언 하 다. 서윤정은 본 계병의 좌목에 기재된 리들이 부분 남인이

며, 산수장면의 청록산수화풍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남인 집단에 의해 제작된 <권 운기로

연회도>와 《(경종)왕세자책례계병》과 유사함을 들어서, 본 계병이 기사환국으로 재집권

한 남인의 정치  입장과 문화  취향을 반 한다고 주장하 다.

11) 이 일의 기문은 이 일의 문집인 葛庵集 권20, ｢ 政 親政詩畵倂記｣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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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肅宗辛未)親政契屛》 (1691) 8첩 병풍, 견본채색, 각 145×60cm, 개인 소장

경종원년(1721)에 제작된 《(景宗辛丑)親政契屛》은 《(숙종신미)친정계병》과 유

사한 이 많다(그림 3).12)12)1첩에 도목정사의 장면(상단)과 병조 서 던 최석

항(崔錫恒, 1654~1724)의 서문(하단)이 있고, 2첩에서 9첩까지 蘭亭修契圖가 그

려있고, 제10첩에는 병조의 좌목이 나열되었다.13)13)이처럼 두 계병은 서문과 좌목 

외에 그림 부분을 행사장면과 일반 회화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앞서 이하

진의 ｢친정계병서｣(1676)에서도 보았는데, 복합 구성은 친정계병의 형 인 양

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景宗辛丑)親政契屛》 (1721) 10첩 병풍, 견본채색, 각 142×61.0cm, 개인 소장

12) 《(경종신축)친정계병》은 경종 원년(1721) 1월 6일과 7일에 시행된 창경궁 진순당에서 

실시된 친림 도정에 한 행사도이다. 숙종 29년(1703)에도 친정계병이 제작되었음을 李

觀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李觀命, 屛山集 卷8, ｢親政契屛序｣). 

13) 《(경종신축)친정계병》에 해서는 박정혜, 앞의 책, 128-151면; 윤진 , 앞의 논문, 316- 

317면; 이홍주, 2010 ｢17-18세기 조선의 工筆 彩色人物畵 연구｣ 美術史學硏究 267, 22-24
면; 정다움, 2013 ｢동아시아의 난정수계도 연구｣, 홍익 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 논문, 

54-55면. 이홍주는 난정수계도 부분에서 정자 안에 비어있는 의자를 빈 어좌로 임 의 

존재를 드러내는 궁  기록화의 통과 연 시켜, 경종이 도목정사에 친림한 사건을 드

러내는 것으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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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 등장한 계병은 기에는 산수도나 고사인물도 등의 감상용 화제를 

택하다가 18세기 반부터 행사도를 면에 그리게 되는데, 앞에서 본 세 건의 

친정계병에서처럼 두 가지 내용을 충하는 구성은 과도기 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14)

14)그 다면 친정계병은 왜 이러한 복합 인 구성을 갖게 된 것일까. 이

러한 경향이 유독 “친정계병”에서 두드러진 것인지는 존 작품이 많지 않아 확

인하기 어렵지만,
15)

15)친정계병 안에서 이 구성이 갖는 의미에 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16)

16)병풍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처럼 장식 이고 길상 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의 두 친정계병 모두 ‘소

상팔경’과 ‘난정수계’라는 주제를 공필의 청록산수화풍으로 그려서 병풍의 높은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 화려하고 장 한 산수화와 고사인물화가 이 계병을 소유

한 이들의 재력과 품 를 과시 으로 드러낸다면, 도목정이라는 행사 장면은 이

들의 권력이 연유하는 지 을 상징 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조

와 병조가 문․무 의 인사 형권을 가지고 있어 같은 품계의 다른 직보다 

강한 향력을 가지고 있던 만큼, 도목정사라는 행사 장면은 체 계병에서는 한

두 폭에 불과하지만, 계병의 취지를 드러내는 데는 요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숙종신미)친정계병》과 《(경종신축)친정계병》의 행사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숙종신미)친정계병》의 제1첩 <흥정당친정도>(그림 2-1)와 《(경종신

축)친정계병》의 <진수당친정도>(그림 3-1)는 국왕이 친림한 도목정사를, 《(숙종

신미)친정계병》의 제8첩 <흥정당선온도>(그림 2-2)는 도정을 마친 후 임 이 술

과 음식을 내린 선온 장면을 그렸다. 장소와 행사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형태

는 유사하다. 세 그림 모두 병풍 한 폭의 상단 부분만을 이용하고 하단에 좌목

이나 서문을 붙 다. 그 결과 화면은 정방형에 가까워졌는데, 테두리에는 “凵”자

14) 박정혜, 앞의 책, 117-120면. 한편 일반 감상용 화제를 국가 행사를 기념하는 계병의 화제

로 사용하는 습은 <왕세자책례계병>(1800)이나 <삼공불환도>(1801), <왕세자탄강계

병>(1812)의 처럼 19세기까지도 계속되었다. 

15) 윤진 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의 계병에 한 기록은 32건이 발견되었다. 이 에서 작

품이 남아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 17세기 병풍 형식의 계회도에 해서는 윤진 , 앞

의 논문, 244-256면 참조.

16) 복합 구성의 다른 로 춘당 에서의 문무의 試取와 宣醞을 기념하여 행사장면을 포함시키

고, 帝王宴 圖를 4폭에 걸쳐 그린 <春塘臺圖屛>( 종 5, 1664)과 숭정 에서의 진연도와 6

폭에 걸쳐 士女圖를 그린 《英祖丙戌進宴圖》( 조 42, 1766)가 있다(박정혜, 앞의 책,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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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각과 부속 건물을 두르고, 앙 상단에 심 각을 배치하 다. 인물은 작

고, 공간은 평면 으로 그려져 원근감이나 실감은 지만 덕분에 인물의 배열

과 차는 정연하게 드러났다. 

<그림 2-1> 《(숙종신미)친정계병》 
<흥정당친정도>

<그림 2-3> 《(숙종신미)친정계병》
 <흥정당친정도> 어좌

<그림 2-2> 《(숙종신미)친정계병》  
<흥정당선온도>

<그림 2-4> 《(숙종신미)친정계병》  
<흥정당선온도> 어좌

<그림 3-1> 《(경종신축)친정계병》  

<진수당친정도>

<그림 3-2> 《(경종신축)친정계병》  

<진수당친정도> 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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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나열한 특징은 17세기 청 배경으로 하며 같은 직의 원들의 모

임을 그린 同官契 圖에서 흔히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병조의 정랑․좌랑의 계

회를 그린 <騎省郞契 圖>(1648)와 가장 유사하다.
17)

17)친정계병이 이조와 병조 

당랑이 제작한 계병이니, 병조에서 제작되던 계회도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그러나 단지 제작 집단이 같다고 해서 같은 형식을 고수하는 것은 아닐 것

이다.
18)

18)친정계병이 당시 동 계회도와 유사 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로 주문자

인 이조와 병조의 원들에게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친정계병은 임 이 친림한 국가 행사를 다루었으나 

그 제작 목 은 원들 간의 유 와 명분을 다지는 계회도의 그것과 같다는 것

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왕보다 원의 존재가 부각된 그림 속 표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숙종신미)친정계병》과 《(경종신축)친정계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 은 

임 과 신하의 치이다(그림 2-1과 그림 3-1).
19)

19) 자의 경우엔 오른쪽에 임

의 자리를 두고, 후자의 경우엔 왼쪽에 두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어좌를 앙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국왕은 왕실 조상을 모시는 의례가 아닌 한 

항상 각의 북쪽에 앉아 남면하 으며, 이번 친림정사도 외가 아니었다. 그

기 때문에 이처럼 국왕을 앙에 두지 않은 사례는 궁 기록화에서 거의 찾아보

기 힘든 것이다. 

17) 윤진 , 앞의 논문, 184-185면.

18) 더욱이 17세기에 병풍에 그린 계회도에 한 기록 에는 청에서의 업무 장면을 그린 

경우를 몇 건 찾아 볼 수 있어 친정계병의 친정도와 당시 계병 형식의 계회도와의 친연

성을 유추할 수 있다. 李明漢, 白州集 권16, ｢契屛後跋｣; 尹根壽, 月汀集 권5, ｢題尙

房契屛序｣; 金壽恒, 文谷集 권26, ｢銀臺契屛跋｣ 참조(윤진 , 앞의 논문, 249-255면 재

인용). 

19) 도목정사 장면을 비교해보면, 《(숙종신미)친정계병》 제1첩 <흥정당친정도>의 경우엔 임

의 자리가 오른쪽에, 《(경종신축)친정계병》의 <진수당친정도>의 경우엔 왼쪽에 배치

되었다. 국왕의 좌우에 이비와 병비가 각각 도열하 기 때문에 자의 경우엔 상단이 병

비, 하단이 이비이며, 후자의 경우엔 그 반 가 된다. 《(숙종신미)친정계병》의 제8첩 <흥

정당선온도>는 임 의 자리를 오른쪽에 두었으며, 앙 상단에는 승지를 앙 왼쪽에는 

이조와 병조의 당상 을 “┏”자로 배치하 고, 왼쪽으로는 낭청들을 배치하여 국왕과 마

주보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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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그림에서 임 의 자리는 치우친 치만이 아니라 소략한 표 을 통해서

도 미약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임 의 자리는 어좌와 오 병이 놓인 정식 어탑

이 아니라, 교의와 사각의 도형으로 간략히 암시되었다(그림 2-3, 그림 2-4, 그

림 3-2). 이러한 구성과 표 에 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하들

이 그림의 심을 차지한 구성을 통해 상 으로 존재감이 부각되는 효과를 노

린 것으로 추측된다.
20)20)  

이처럼 신하가 상 으로 부각되는 표 은 이 두 계병의 제작 배경과도 련

이 있을 것이다. 《(숙종신미)친정계병》은 선온에 참석한 원들이 낸 채색과 비

단 등의 물자로 완성되었다.
21)

21)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계병은 부분 비로 

제작되는 가운데 이 계병의 사 인 출자가 주목된다.
22)

22)《(경종신축)친정계병》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풍을 제작하여 나 어 가진 무리들

을 ‘吾儕(우리네)’라고 일컬은 것을 보면 역시 사 인 제작 동기를 가지고 있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

23)《(숙종신미)친정계병》과 《(경종신축)친정계병》은 

각기 다른 정세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  입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구체 인 제작 동기에 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4)

24)다만 당

20) 1676년, 숙종의 희정당 친정시의 기록에도 임 이 어좌에 올라 남면하고 양조가 동서로 

시립하 다고 한다. 이하진, 앞의  “( 략) 上御御座南面。該部長亞以次俯伏西向。

知申事同行在下座。右侍郞曲座俯伏北向。二郞官東向爲座。西銓相 排行。如東銓而異其

向 (후략)”

21) 이 일, 앞의  “( 략) 於是各出丹靑絹素 資用粧帖爲屛 令畵工模寫爲圖 (후략)”

22) 궁 행사에 참여한 도감의 계병들은 부분 도감의 공 으로 제작되지만 었으며, 17세기

의 동 계회도 역시 청의 경비로 제작한 경우가 지 않았다. 계병의 자  출자에 

해서는 윤진 , 앞의 논문, 244-249면  박정혜, 앞의 책, 69-97면 참조.

23) 《(경종신축)친정계병》의 서문은 崔錫恒(1654~1724)의 문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崔

錫恒, 損窩先生遺稿 卷12, ｢親政契屛序｣ “今上卽位之元年正月初六日.” 병풍의 제작에 

한 부분은 “( 략) 同席諸公僉曰。吾儕幸際昌辰。獲覩盛擧。紀述傳後之事。烏可已乎｡ 

不佞忝居首席。不可孤其意。作爲稧屛。列書本曹 郞 承旨史官姓名。以爲傳眎後人之

圖。仍寓 臣感歎祈祝之忱云爾.”

24) 《(숙종신미)친정계병》 좌목에 든 자들은 부분 기사환국 이후 득세한 남인들로서 이날 

도정을 통해 더 큰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서윤정, 앞의 논문, 286-292면). 한편 《(경종

신축)친정계병》은 신임사화 무렵 세력을 확보한 소론이 좌목의 부분을 차지한다. 당

는 달라도 친정계병의 구성과 양식을 공유한다. 이 문제에 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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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상 없이 인사권은 항상 향력의 상징이었고, 이 두 친정계병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와 병조의 원에게 을 맞추어 이들의 권세를 부각시켰을 것이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 의 친정도의 변화는 넓은 의미에서 공  기능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청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계첩) 다른 하나는 임 과 

신하간의 계를 정치 쟁 화 시키는 방향으로(계병) 발 하 다. 조 에 친

정도는 계첩과 계병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두 매체는 조  친정도가 두 가지 

성격으로 분화되는 것을 보여 다. 계첩은 원간의 유 와 명분을 강화하는 매

체로 계병은 국왕과 신하간의 공  소통의 매체로 기능하 다고 생각한다. 존

하는 두 개의 계첩과 하나의 계병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그림 4> 《(英祖戊申)親政契帖》(1728) 

견본채색, 41.6×54.8cm, 국립 앙박물

<그림 5> 《(英祖甲寅)親政契帖》(1734) 

견본채색, 44.5×56.4cm, 동아 학교박물

<그림 4-1> 《(英祖戊申)親政契帖》 어좌 <그림 5-1> 《(英祖甲寅)親政契帖》 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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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戊申)親政契帖》(그림 4)과 《(英祖甲寅)親政契帖》(그림 5)은 각각 1728

년( 조 4)과 1734년( 조 10)에 있었던 친림정사를 그린 계첩이다. 두 첩 모두 

도목정사 장면과 좌목을 싣고 있고 서문은 남아 있지 않다. 계첩은 기록의 축

과 분배가 용이한 매체로서 17세기 후반에 등장하 다. 정부 낭 의 계회를 기

념한 오계첩이 축에서 첩으로의 변화를 보인 표 인 이다. 이러한 변화에 

해 윤진 은 란 이후 악화된 재정 사정이 반 된 것으로 제작 비용의 감

과 보 의 편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하 다.
25)

25)숙종 의 친정계병이 화려한 채

색 공필화를 사용하여 과시 인 효과는 릴 수 있었지만 많은 양을 제작하기는 

어려웠던 데에 비해, 이러한 계첩 형태의 친정도는 이조와 병조의 원들에게 

모두 분배하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첩 형식의 친정도는 

특정 세력의 선  효과를 해서가 아니라 이조 병조 원간의 동류의식을 강화

하는 동 계회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을 살펴보면, 《( 조무신)친정계첩》은 앙의 창덕궁 水 과 이를 둘러

싼 愛蓮亭, 陽安齋, 韻碄居 등 주변 각을 구체 으로 제시한 이 이  친정도

와 차별되는 이지만, 당내 임 의 자리는 여 히 동쪽에 작은 사각형으로 암

시되었다(그림 4-1). 《( 조갑인)친정계첩》은 창덕궁 희정당 주변 아가 구체

으로 제시되었으며, 임 의 자리가 어좌와 오 병을 갖추었다는 에서 궁궐

과 국왕에 한 인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 여 히 어좌는 심이 아닌 

오른쪽에서 서향을 하고 있다(그림 5-1). 

<그림 6> 《(英祖)乙卯親政後宣醞稧屛》 (1735) 6첩 병풍, 견본채색, 124.8×332.5cm, 

서울 학교박물

25) 윤진 , 앞의 논문,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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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 조)을묘친정후선온계병》 선온 

《(英祖)乙卯親政後宣醞稧屛》(그림 6)은 

조 11년(1735)의 친정을 기념한 것으로 

창덕궁 선원 에서의 친정 장면과 좌목, 

서문과 조의 어제, 14명의 화답시로 구

성되었다.26)26)친정도를 병풍으로 제작하는 

숙종․경종의 통을 잇고 있지만, 감상  

기능이 있는 일반 산수나 고사도 신 긴 

서문과 어제 갱쟁시를 포함시켰다. 서문의 

내용은 인사의 공정함과 임 의 공덕에 

한 일반 인 찬사가 아니라 본 친림정사에 

벌어진 특정 사건과 그 정치  견해를 드러내었다. 계병의 장식  기능이 축소

되고 정치  기능이 증가한 것이다. 좌목에 이름 앞에 붙인 “臣”자에서도 이 계

병이 임 의 친람을 의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도목정사가 아

닌 선온 장면이기는 하지만, 친정계병으로는 처음으로 어좌가 남면하는 것을 목

격할 수 있다(그림 6-1).
27)27) 

3. 정조  인사 제도의 변화

조선시  반에 걸쳐 문 의 인사는 이조에 귀속시켰는데, 최종 책임은 이조 

26) 《( 조)을묘친정후선온계병》은 《英祖宸章聯和時圖》로 처음 소개되었다. < 조진장연화

시도>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陳準鉉, 1993 ｢<英祖宸章聯和時圖>六

疊屛風에 하여｣, 서울大學校 博物館 年報 5, 37-57면; 박정혜, 2000 앞의 책, 151- 

153면; 박정혜, 2013  조 의 잔치 그림, 한국학 앙연구원 출 부, 114-121면에서 

《을묘친정후선온계병》으로 재명명하 다. 

27) 진 의 연구에서도 지 된 바 있듯이 지 은 선온 장면만 남아있지만 도목정사 장면이 본

래 제작되었으며 재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진 , 앞의 논문, 50-55면). 진 은 병풍

의 좌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을 들었으나, 여기에 덧붙여 친정계병은 통 으로 그 상

징성이 강한 도목정 장면을 생략한 경우는 없다는 을 들 수 있겠다. 더구나 이 병풍처럼 

공  기능이 강화된 친정도의 경우, 도목정 장면을 생략하 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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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게 있으나, 당상 의 추천은 이조 참의가, 당하 의 추천은 吏曹 銓郞이 

하 다. 특히 이조 랑은 품계는 정5~6품에 그쳤으나, 육조의 당하 과 리 

규찰을 담당한 三司의 당하 에 한 인사권(通淸權)이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임자를 자체 으로 천거하는 권한(自代

權)을 가져서 실로 다른 어떤 기 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독립 인 인사권을 

확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8)

28)이조 랑의 통청권은 본래 재상과 당상의 독단을 

견제하기 한 장치 으나 16~17세기에 사림이 앙정계에 진출하여 이조 랑

을 유하고 이를 통해 삼사를 통제하고 여론을 좌우하는 행이 심화되면서 문

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숙종  이후 랑의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하

다. 숙종은 재  11년(1685), 랑이 후임을 천거하는 자 권을 박탈하 다.
29)

29) 

조는 붕당정치를 종식시키는 방편 의 하나로 조 17년(1741), 이조 랑이 

삼사 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제한하여 통청권의 범 를 축소시켰다.
30)

30) 조는 

재상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국왕 심의 일원  료제를 회복시키

고자 하 던 것이다.
31)

31)정조는 즉  후 랑의 특권-자 권, 통청권을 복구하

다.
32)

32)정조 년 왕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 해 노론 청류

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조는 

지속 으로 랑의 통청권에 제재를 가했으며 정조 13년(1789)에는 완 히 

하기에 이르 다.
33)33)  

이런 추이를 고려할 때, 정조 9년(1785) <친정계병>이 제작되던 시기는 정조

28) 이조 랑에 한 선구 인 연구로는 송찬식, 1978 ｢朝鮮朝 士林政治의 權力構造: 銓郞

과 三司를 심으로｣ 經濟史學 2-1, 120-140면 참조.

29)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1685) 11월 3일(기미). 

30)  조실록 권53, 조 17년(1741) 4월 19일(계축). 續大典(1746)에도 이를 명시하

다. 續大典 권1, ｢吏曹｣ ‘京官職’.

31) 박 용, 1984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韓國史論 10, 238-252면; 박 용, 1994 朝鮮後

期 ｢蕩平｣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30-140면․199-200면. 

32) 정조실록 권1, 정조 즉 년(1776) 5월 29일(신유); 김성윤, 1995 ｢正祖代의 文斑職 運

營과 政治構造의 變化｣ 역사와 세계 19, 415-439면. 

33) 정조실록 권28, 정조 13년(1789), 12월 8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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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 정책에 의미 있는 시기 다. 같은 해 반포된  통편(1785)에는 이

조 낭청의 선발권을 당상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이조 랑이 자신의 후임자

를 천거하는 자 권이 부정되었다.
34)

34)여 히 당하의 통청은 랑에게 윤허했으

나 랑이 부재시에는 서와 다른 당상이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 다.
35)

35) 

그리고 몇 달 후 도목정사를 앞두고서는 법 이 반포되었으니 이를 용하기를 

종용하 다.
36)

36)결국 <을사친정계병>이 그려진 이 해의 도목정사에는 랑의 권

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37)

37)이는 <을사친정계병>의 좌목에 이조와 

병조의 당상 ( 서, 참 , 참의, 참지)만 기재되고, 이하 랑은 포함되지 않은 

것과도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도목정사에 국왕이 친림하는 것은 와 같은 국왕의 인사권에 한 향

력 확 와 계가 있다. 숙종과 경종 연간에도 국왕의 친림도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례 인 행사에 불과했다.
38)

38)그에 비해 조는 재  17년(1741)부터 

자주 친림하 으며 30년(1754)부터는 거의 매년 1회 이상 친림하 다. 이러한 

통을 이어받아 정조 역시 즉  후 지속 으로 도목정사에 친림하 으며, 이 

무렵에는 6월( 政)과 12월(大政)의 도정에 모두 친림하 다. 

정조는 결국 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조 당상 과 신을 통해, 그리고 도

정에 직  참석함으로써 인사 문제에 극 으로 나서게 되는데, 정조가 당시 

직 운용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人事 停滯 다. 즉 리가 되고서도 

직을 맡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기 에는 인원이 비어있어 업무가 원활

하지 못하 다. 그 원인은 인사의 기  때문이었는데, 실 인 업무 능력보다는 

34)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1785) 9월 11일(정사).

35) 大典通編 권1, ｢吏曹｣ ‘京官職’. 

36)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1785) 12월 11일(병술). 이조참의가 없을 때에는 당상의 통청

을 이조 서와 참 이 서로 의논하도록 하며, 낭 이 없을 때에는 서가 거리낌 없이 승

품을 의의하기를 하교하 다. 

37) 정조가 랑권을 한 실제 이유는 랑권이 공론임을 내세워 특정 당색의 주도권 장

악에 이용되어 ‘탕평’의 화합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보는 연구가 있다(김성윤, 앞의 논문, 

420면).

38) 승정원일기 257책 숙종 2년(1676) 12월 26일(갑술); 529책 경종 원년(1721) 1월 5일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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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당색의 출신을 요시하여 먼 친척이 충역시비에 엮일 경우 직 진출이 

모두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정조 8년(1784) 역모 사건이 터지면서 인사 

정체는 극에 달했는데,
39)

39)정조는 소론 심의 정국에서 상 으로 약세 던 노

론 金鍾秀(1724~1799)와 宋載經(1718~1793)을 이조 서와 참의로 임명하면서 

막힌 인사를 뚫는 “疏通”을 이루기를 당부하 다.
40)

40)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

의 반발을 샀고, 이를 계기로 이조와 병조의 원들은 더욱 몸을 사려 인사 

정체는 심화되었다.
41)41)

정조는 이조의 당상 을 통한 인사 소통이 어려워지자, 한해 뒤 1785년 도목

정사에 친림하여 직  여러 사안을 지시하기에 이르 다. 정조는 三司에 비어있

는 인원을 보충하고, 총 과 아장을 겸직한 경우 하나를 개차하며, 의 부와 병

조에 늙고 병든 군사를 체차하라고 명하는 등 정체된 인사를 해소하는 구체 인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친림 도목정사에 참가하지 않은 이조와 병조의 당상 들

을 모두 체차시켰는데, 이는 친림 도정이 미리 정해진 인사에 국왕이 낙 만 하

는 허식이 아니라, 국왕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의례로서의 권 를 확인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42)

42)이는 정조  <을사친정계병>이 국왕의 시 를 모두 갖춘 

39) 정조 3년(1779) 홍국 의 직과 련자 숙청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 8년

(1784) 김하재의 역모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직 인 역모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하고 서로 상  당 를 역 과 련지어 몰아내려 하 고, 이 과정에서 의가 거론된 

자들은 모두 의망이 보류(停望)되었다[정조실록 정조 8년(1784) 7월 28일(신사)]. 정

조는 이를 공개 으로 질책하 는데 그해 1월, 역 인 홍계희의 7  친척, 역  김하재의 

7  조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삭제한 것을 그 로 들었다.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1785) 1월 11일(신유).

40)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1784) 9월 17일(기사); 9월 18일(경오). 

41) 김종수와 송재경은 당시 주류에서 배제된 자를 들이는 격 인 인사를 단행하 다. 그

들의 첫 인사가 심환지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반 에서는 송재경이 권을 마

음 로 행사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든다고 비난하 다. 반 의 항이 심해지자, 

정조는 결국 이들을 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크게 죄를 묻지는 않았으니 그들의 ‘소통’

에 한 시도를 옹호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785년 친림 도정에서 다시 송재경의 이

름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를 벌주지 않은 이유가 정체를 ‘소통’시킨 죄를 죄로 물을 수 없

음이라고 강조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1784) 9월 18일

(경오); 권19, 정조 9년(1785) 1월 7일(정사); 권19, 정조 9년(1785) 1월 10일(경신); 권

20, 정조 9년(1785) 12월 27일(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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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의례로서 격식을 갖춰 그려진 것과도 무 하지 않다. 

정조는 도목정이 모두 끝난 5일 후 지시 로 인사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하기 해 규장각 제학 김종수를 소환하 다.
43)

43)이는 정조  제에 규장각이 

갖는 치를 상징 으로 보여 다. 랑과 삼사의 견제 권한을 축소시키고, 신

과 당상 의 권한을 강화하여 료제의 계를 강화하 던 방식은 조 와 유

사하나, 정조 에는 규장각이라는 조직을 두어 모든 제의 상 에서 통제했다

는 이 다르다. 규장각의 실무자인 직각과 교는 “ 圈法”이라 하여 임자가 

추천하고 규장각의 제학과 직제학이 권 (圈點; 동그라미 표시)을 매겨 추천하

는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기존 랑의 자 권과 유사하게 다른 조직으로부

터 독립된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규장각은 임용에서 이조의 견제를 받

지 않았기에 도목정에 있어서도 이조와 독립 인 의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

다. 규장각이 정조  인사에 미친 향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부분이지만, 이 

사례를 통해 규장각이 정조의 인사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이는 이후 살펴볼 <을사친정계병>의 좌목에서 규장각 각신의 명단이 가장 

먼  등장하는 것과 무 하지 않다. 기존의 좌목이 이비와 병비로 구성되었으며 

참여한 승지조차 이비와 병비로 나 어 기재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4. <을사친정계병>의 좌목과 제작 주체 분석

친정계병과 계첩에서 좌목은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요한 부분이다. 좌목은 

당시 도목정사에 참여한 리를 열거한다는 에서는 모두 공통되지만, 리들

을 배열하는 순서, 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나열하는 형식, 좌목의 치 등은 시기

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정조 9년(1785)의 <을사친정계병>은 이 과 차이가 크

다. 리의 배열 순서를 먼  보자면 기존에는 주로 이조의 리인 吏批와 병조

의 리인 兵批로 나 어 배열하 다. 승정원의 승지와 주서도 임 을 보좌하고 

42) 일성록, 정조 9년(1785) 12월 27일(임인).

43) 승정원일기 85책 정조 10년(1786) 1월 2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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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기록하는 임무를 가지고 참석하 는데 이들도 이비와 병비에 나 어 기

록되었다. 를 들어 숙종 13년(1687)의 친정계병에는 이비의 좌목 아래 吏曹 

判書․參判․參議․佐郞 등 이조의 리가 모두 열거된 후, 연이어 승정원 도승

지와 가주서, 문  검열이 이어져 있으며, 병비의 좌목 아래에는 병조 서, 참

, 참의, 참지, 정랑, 좌랑 등 병조의 리가 나열된 후, 승정원 우부승지, 가주

서, 검열 등이 이어져 기록되었다. 짐작 하건  승정원 리들은 문  인사에 

여했는가, 무  인사에 여했는가에 따라 이비와 병비에 나 어 기록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조 10년(1734)에는 좌승지와 좌부승지가 각각 이조참의와 병조참지 뒤에 놓

여 이조정랑이나 병조정랑과 같은 당하 보다는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여 히 

승정원 승지와 사 들은 이비와 병비에 나 어 들어가 속하 으며, 승지들은 품

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와 병조의 당상 ( 서, 참 , 참의, 참지)이 모

두 열거된 이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처럼 이비와 병비로 좌목이 구성된 

것은 문 과 무 의 인사행정인 도목정사가 각각 이조와 병조의 고유한 업무이

자 권한이었던 것과 련 있을 것이다.
44)44) 

그러나 정조 에는 이러한 좌목의 형식에 변화가 생긴다. 정조 9년(1785)의 

<을사친정계병> 좌목은 규장각 리(直閣, 待敎)와 승정원 리(承旨, 注書)를 

앞에 둔 이후, 이조 리와 병조 리( 서, 참 , 참의 등)가 뒤를 따른다(표 

2). 각신과 승지는 이비와 병비의 좌목에 속하지 않고 각각 규장각과 승정원의 

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아니라, 좌목의 가장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이 

계병이 더 이상 이조와 병조의 단합을 목 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규장각 각신과 승정원 승지로 표되는 의견, 즉 그들이 보좌하는 

국왕의 의도가 더 요하게 개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4) 이조와 병조를 일러 문무 의 銓衡을 장하는 부서라 하여 둘을 합쳐 銓曹라고 부른 것

도 이를 잘 보여 다. 도목정사에 한 계병이 왕실 행사도 에서는 일 부터 제작된 사

실도 이들 兩曹의 자부심, 막강한 권한과 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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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을사친정계병>의 좌목

좌   목

규장각

각신

嘉善大夫 刑曹參判兼 奎章閣檢校直閣 知製敎 臣 李秉模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兼 經筵官參贊官 春秋館修撰官 奎章閣檢校直閣 知製敎 世子

侍講院輔德 臣 徐鼎修

奉正大夫 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 奎章閣待敎 校書館正字知製敎 臣 李崑秀

奉列大夫 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 奎章閣檢校待敎 知製敎 世子侍講院設書 臣 

尹行任

승정원

승지

嘉義大夫 行承政院都承旨兼 經筵官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 學尙瑞院正 臣 

金尙集

通政大夫 承政院右承旨兼 經筵官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臣 李祖承

通政大夫 承政院左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臣 洪仁浩

通政大夫 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臣 徐有成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知製敎 臣 李家煥

啓功郞 承政院注書兼 春秋館記事官 臣 金孝建

宣務郞 承政院假注書 臣 金祖淳

이비

資憲大夫 吏曹判書兼 知義禁府事 臣 趙時俊

嘉善大夫 吏曹參判 臣 沈豊之

通政大夫 吏曹參議 臣 李集斗

병비

正憲大夫 兵曹判書兼 知經筵事 同知成均館事 世子右賓客 臣 徐有隣

嘉義大夫 兵曹參判兼 同知經筵事 臣 李文源

通政大夫 兵曹參議 臣 趙鼎鎭

通政大夫 兵曹參知 臣 柳誼

通政大夫 前兵曹參知 臣 洪文泳

정조  친정계병의 좌목에 나타난  다른 요한 변화는 좌목에 개인의 구체

인 신상정보가 생략되었다는 이다. 숙종과 경종 의 좌목에는 品階名-職名-

姓名 이후에 字와 生年-과거 제 년도와 과거의 종류, 본 이 열거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조 에도 지속되었는데 다만 성명 앞에 “臣”이 작은 씨로 첨자되

었다. 를 들어 조 11년(1735)의 《을묘친정후선온계병》 좌목의 첫 은 “通

政大夫 兵曹參知 臣 李滄 子東 甲子 乙巳增廣 完山人”으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신”이 첨부된 것은 이 계병이 진상되었거나 혹은 임 의 친람이 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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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정조 9년(1785)의 <친정계병> 역시 품계․ 직명과 이름 사이에 

“臣”을 첨부하 으나, 그 이외의 자, 생년, 과거나 본  등의 개인 정보는 생략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과거 제 동기나, 동향인, 동갑인들 간에 모임을 갖던 

계회에서 필요한 정보 으며, 이것이 계회도 좌목의 통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좌목에서 이러한 신상 정보가 생략되고 품계와 직만 기록된다는 것은 계

병의 통에서 사 인 요소가 사라지고 공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

이다.

기존의 친정도와 달리 이조와 병조의 리가 주 하지 않았다면 <을사친정계

병>의 제작은 가 주 하 을까. 이 병풍에 첨부된 후 의 은 이 병풍이 정

조의 하사품이라고 하고 있다. 1폭과 2폭 상단에는 1820년 洪仁浩(1753~ 

1799)의 동생 洪義浩(1758~1826)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과 갱운시가 

있으며 8폭 하단에는 홍인호의 아들 洪羲祖(1787~미상)가 쓴 갱운시가 첨서되

어 있다. 이  홍의호의 기록을 보면, “( 략) 先王께서 乙巳년(1785) 겨울 

희당에 친림하여 大政을 하실 때, 돌아가신 白氏(맏형)가 左副代 으로서 모셔

서 이 ‘內賜賡詩屛風’을 갖게 되었다”고 고 있다.
45)

45)즉 당시 좌부승지 홍인호

가 정에 참석한 후 임 으로부터 하사 받은(內賜) 병풍이라는 것이다. 당 에

는 정조가 병풍을 하사하 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홍의호의 기록은 35년 

후의 것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 으로 가문에 내사품이 승될 

경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존하는 습으로 볼 때, 이 병풍이 내사품이었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을사친정계병>은 정조가 친림 도정을 기념하여 참석

한 각신과 승지, 이조와 병조의 당상 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 까지 

이조와 병조의 리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과시하고 이를 유지하는 목 으로 

친정도를 제작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 친정도의 제작 주체가 銓曹에서 국왕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좌목의 형식과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그림의 

내용이나 참석자들의 賡詩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병풍의 1폭에 이조참의나 참

이 쓴 서문 신에 참석자들이 어제시에 갱운한 시를 지어 올린 것은 주목할 만

45) 원문  번역은 국립 앙박물 , 2011 조선시  궁 행사도 II, 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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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의 내용과 구성, 갱시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

어서 살펴보자.

5. <을사친정계병>의 행례 장면과 親臨 都政

<을사친정계병>(1785)은 2첩부터 7첩까지의 여섯 폭을 하나의 화면으로 넓게 

이용하여 도목정사 장면을 그렸다. 이 의 친정계병이 한 두 폭에 간략히 행사 

장면을 그리고 나머지를 산수화나 고사 인물화의 감상용 회화로 채웠거나, 친정

계첩이 화첩의 두 쪽에 그려진 것과는 매우 다른 규모와 요성을 보여 다. 

<을사친정계병>은 앙에 희당에서의 도목정사 장면을 배치하고(제5첩) 그 좌

우에 주변 각을 배치하 다(2~4첩, 6~7첩). 이처럼 앙에 행사 장면을 그리

고 양쪽으로 실제 주변 각을 재 한 것은 정조  행사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1783년의 <陳賀圖>와 1784년의 <文孝世子輔養廳稧屛>과 《文孝世子冊

禮稧屛》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46)

46)즉 <을사친정계병>은 도목정사 

장면을 그렸다는 에서 숙종  이후의 친정계병의 통을 잇고 있지만, 실제로 

그림의 구도나 표 은 정조 의 다른 왕실 행사도와 더 근 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친정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을사친정계병>은 단순히 시 에 따른 양식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면 인 시각 질서의 변화를 보여 다. 이 계병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1785년 12월 27~28일의 도목정사를 구체 으

로 재 하 다. 세자를 해 새로 지어진 희당과 그 주변의 각도 사실 으

로 그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 으로 재 하 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을사

친정계병>은 국왕을 심으로 일원화된 시각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례

와 건축이라는 틀을 통해 구조 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행사 장면을 통해 <을사

46) <진하도>(1783)에 해서는 유재빈, 2012 ｢국립 앙박물  소장 <陳賀圖>의 정치  성격

과 의미｣ 동악미술사학 13, 181-200면 참조.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 해서는 민길홍, 

2011 ｢文孝世子 輔養廳契屛: 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 의 상견례 행사｣ 미술자료 80, 
97-114면 참조. 《문효세자책례계병》(1784)에 해서는 유재빈, 2016 ｢정조의 세자 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 90-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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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을사친정계병> 어좌 부분

<그림 1-2> <을사친정계병> 시  부분

친정계병>의 시각 질서를 살펴보겠다. 

<을사친정계병>이 기존의 친정도

와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국왕의 

어좌를 심으로 한 좌우 칭 이며 

수직 인 구도이다(그림 1-1).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친정도는 어좌

가 앙에 있지 않고 한 쪽에 치우

쳐, 동면이나 서면을 하 다.
47)

47)<을

사친정계병>은 희당의 앙에 어좌

를 두어 남면하는 통을 지켰을 뿐 

아니라, 행사 장면 체에서도 가운

데 치하여 참여한 모든 신과 시

가 좌우로 일정하게 칭을 이루

게 하 다. 어좌와 같은 축에 둔 것

은 임 의 다른 상징인 御寶뿐이다. 

임 의 자리는 주칠 교의나 붉은 사

각형으로 표시하던 것을 오 병과 

표피를 덮은 어좌로 나타내어 엄

을 더하 다.

행사장면은 국왕을 심으로 좌우

칭 일 뿐 아니라, 국왕을 최상

에 두는 수직 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그림 속의 건축 공간

과 한 계를 갖고 있다. 즉 그

림은 크게 희당과 殿庭으로 구분

되고, 희당은 다시 실내와 마루, 그리고 임시로 이어 붙인 덧마루(補階)로 

47) 《( 조)을묘친정후선온계병》(1735)은 어좌가 앙에서 남면을 하 지만, 이것은 친림 

도목정사 장면이 아니라 선온 장면이라서 비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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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희당 실내는 임 과 그를 보좌하는 近侍의 공간이

다. 가장 상단에 오 병을 갖춘 어좌가 있고 좌우에 3명의 내시들이 좌하 다. 

그 앞에 약간 뒤로 물러선 4명은 史官에 해당하는 기사 과 가주서이며, 그 다

음에 자리한 9명은 규장각의 제학과 승정원의 승지들이다. 어좌 앞으로는 이조

와 병조에서 올린 인사 추천목록인 望單子가 나란히 놓여있다. 희당 마루는 

이조와 병조의 당상 이 자리하 다. 오른쪽에 이조의 서, 참 , 참의 3명이, 

왼쪽에 병조의 서, 참 , 참의, 참지 4명이 자리하 다. 녹색 복을 입은 당하

 2명이 이조와 병조의 당상 을 마주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들은 당상 의 望

狀을 받아 는 낭 으로 생각된다. 희당 실내와 마루를 합한 이곳까지가 좌

목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임시로 덧  보계에는 좌우로 이조와 병조의 랑들

이 자리하 으며 그 앙에 어보를 두었다. 이처럼 실내에서 밖으로 갈수록 인물

의 지 는 국왕 → 근시 → 당상  → 낭청으로 계가 떨어짐을 볼 수 있다.

한편 희당 보계와 정에는 국왕의 시 가 배열되었다.
48)

48)기존의 친정도

에서는 임 과 원들만 그려졌을 뿐 임 의 시 는  그려지지 않았다. 그

러나 <을사친정계병>에서는 검과 활, 창을 든 임 의 시 가 모두 127명에 이

른다(그림 1-2). 이는 행사에 참석한 승지와 조의 원을 모두 합한 35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시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소속과 계 에 따라 

다른 복장과 무기를 지니고 있다. 보계에 있는 군사가 철릭에 검은 쾌자를 덧입

고, 붉은 깃을 단 립에 활과 검을 지녔다면, 마당에는 붉은 철릭에 립을 쓰

고 무기를 들지 않은 군사와 립을 쓰고 창을 든 군사, 붉은 철릭에 고깔모양

의 건을 쓴 군사가 열을 지어 배열되었다. 지 으로선 이들의 소속을 모두 밝

내기 어렵지만, 각기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왕의 호  조직임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정조가 즉  부터 신변의 을 느끼고 왕실 호 를 폭 증

가하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49)

49)이 계병에 왕실 시 를 구체 으로 재

48) 희당은 실제로 석축이 높아서 군사들은 석단 아래에서 도열하 으나 여기서는 그 구분

을 두지 않고 평면 으로 배열하 다. 이는 인물의 배열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일조하 다. 

49) 李泰鎭,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264-285면; 김 , 2005 ｢正

祖代 壯勇衛 설치의 政治的 推移｣ 史學硏究 78, 14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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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이러한 정황과 련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조 이 에도 국왕의 행차

에는 궁궐내 이동이라 하여도 늘 기본 시 가 동행하 다. 결국 기존의 친정

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호 군사가 이 그림에서 장 하게 표 된 것은 정조 에 

강화된 국왕 경호를 반 할 뿐 아니라, 국왕의 용을 시각 으로 강화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을사친정계병>은 국왕을 심으로 고도로 

계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실제 건축 공간에 배열된 의례상의 구조인 동시

에 신분 인 구조이며, 한 체 화면을 지배하는 시각 인 구조이기도 하다. 

<을사친정계병>의 두 번째 특징은 이처럼 정 인 구조 속에서 동 인 시간의 

흐름, 즉 행사의 모를 드러냈다는 이다. 친림 도목정사는 엄 히 말하면 국

가 의례가 아니라 행정 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조오례의 등의 禮典에서 

의주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조  <( 조)을묘친정후선온계병> 서문에 실

린 장면 묘사와 <을사친정계병>을 비교하면, 본 그림이 도목정사의 의례로서의 

성격을 강조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문을 통해 그 장면을 재 해보자. 

( 략) 친정을 행하는 날 임 께서 宣政殿에 납시었다. 이조와 병조의 上과 郎

廳, 該房 承旨를 입시  하셨다. 여러 신하들이 순서 로 나아가 동서로 나 어 앉았

고 양 승지가 가장 쪽에 앉았다. 좌우 사 이 후반으로 물러나고, 옥새를 두는 탁

자를 처마 에 놓고, 해당 낭 들이 나 어 앉은 뒤 政事를 시작하 다. 銓長(이조

서)이 望狀을 길게 부르면, 執筆郎官이 썼다. 병조정랑과 좌랑이 일면 하고, 일

면 정서하여 쓰기를 마치면 승지에게 달하 다. 승지는 다시 中官에게 주어 

이 받들어 나아갔다. 임 이 받아 落點하시고 해당자(該相)에게 주어 돌려 보게 하

고, 그 로 注書에게 주어 閤門 밖에 보 다. 그리고 베껴서 밖으로 보내었다. 이조

도 마찬가지 으나 낭  한명이 하고 정서하는 임무를 겸했다. (후략)50)50) 

 

이 기록에 의거해 의식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조 서가 望狀(인사 

후보자 명단)을 부른다. ②이조 낭 이 받아서 는다. ③병조 서가 망장을 부

른다. ④병조낭 이 받아 는다(정랑이 벌 쓰고, 좌랑이 정서한다). ⑤망단자

50) <을묘친정후선온계병>의 4첩에서 6첩에 쓰인 柳萬樞의 서문이다. 유만추는 당시 병조 정

랑으로 도목정사(1735)에 참석하 다. 이 서문은 그 후 3년이 지난 1738년 10월에 쓴 것

이다. 원문의 해석은 진 , 앞의 논문, 4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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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을사친정계병> 의례 순서 표시

를 승지에게 달한다. ⑥승지가 망단자를 에게 주면 이 임 께 받들어 

나아간다. ⑦임 이 받으시어 낙 한다. ⑧해당자(該相)에게 주어 돌려 보게 한

다.51)51)⑨망단자를 주서에게 달한다. ⑩주서는 베껴서 합문 밖에 공개한다. 

이상의 순서에 의거하여 그림을 보면 시간상 모순되는 지 이 발견된다. 이를

테면 낭청들이 당상 과 마주보고 앉아 망장을 받아 는가 하면, 이미 2개의 

망단자가 붉은 서안 에 나

란히 놓여있다. 한 장면에 

서로 다른 시간 의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 행사를 

해 배열된 인물과 기물들은 

각각 그들이 집행하거나 사

용되는 모든 행사의 순간들

을 암시하고 있다. 를 들

어 이조와 병조의 당상 은 

망장을 부르는 의식을(①③), 

낭 들은 망장을 받아 는 

의식을(②④), 어좌 앞에 놓

인 두 개의 망단자는 승지와 

을 거쳐 망단자가 임 에게 달되는 순서를(⑤⑥), 마루 앙에 놓인 옥

새는 임 의 낙  의식을(⑦) 상징한다(그림 1-3). 이처럼 해당인물과 기물을 통

해 각 의식의 순서를 시각화함으로써, 한 장면 안에 의례의 모든 단계를 재 한 

것이다. 이러한 의례의 재  방식은 정조  궁  기록화의 특징으로서 비슷한 시

기에 제작된 <진하도>와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문효세자책례계병>에서 공통 으

51) 該相은 정확히 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문맥으로 보아 이조와 병조의 망단자를 각각 

해당 수장, 즉 이조 서와 병조 서에게 돌려보내 확인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상공(相公) 즉 재상이라 번역하기는 어렵다. 재상은 도목정사에 입시한 이 없기 때

문이다. 숙종 에 동궁이 낙 할 때 大臣을 입 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신이 입

하는 일은 마침내 이 지지 않았다. 숙종실록 권63, 숙종 45년(1719) 2월 15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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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을사친정계병>은 군신의 계를 공간 속에 구조화하

는 방식이나, 이 안에 의례의 시간  흐름을 담아내는 방식이 모두 당  왕실 

의례를 그린 행사도와 유사하다. 결과 으로 행정 차에 불과한 도목정사는 이 

그림 안에서 국가 의례처럼 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목정사에 국왕이 친림

하는 것은 조 30년(1754)부터 이미 30여 년간 지속된 통이었으니 의례로 인

식되는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조 이래 이미 친정을 통한 국왕의 향

력 행사가 정착되어왔다면 왜 돌연 정조 9년에 친정도를 하사하 는지가 의문으

로 남는다. 이는 단지 이 그림의 주제를 ‘국왕 심의 인사 행정’으로 한정하기 

어렵게 한다. 매년 있었던 정조의 친림 도정 에 이 해의 사건이 선택되어 병

풍으로 제작된 것은 희당이라는 장소 때문이다. 희당의 의미와 표 에 해

서는 다음 장에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6. <을사친정계병>의 창덕궁 희당과 세자 

<을사친정계병>은 5폭에 도목정사가 거행되는 희당을 크게 배치하고 좌우로 

주변 각을 배치하 다. <동궐도>(1828~1830)와 궁궐지를 통해 각의 명칭

을 확인해보면 희당 오른쪽에 복도로 이어진 건물(月廊)이 七分序, 그 앞의 

六隅亭이 “貳貳窩”, 수직으로 이어진 각이 “ 宙合樓”임을 알 수 있다(그림 7, 

그림 1-4).52)52) 희당과 연결된 3채의 건물들은 <문효세자책례계병>에 모두 처음 

등장하는데,53) 희당을 건립할 때 이 일곽이 한꺼번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

52) 宮闕志 권2, ｢彰德宮志｣ 重凞 ; 서울학연구소 편역, 1994 궁궐지, 95-96면; 안휘  

외, 2005 동궐도 읽기, 창덕궁 리사무소, 58-59면. 宮闕志에는 육각형의 정자를 “三

三窩”라고 하는데 이는 “이이와”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53) 박정혜, 2012 ｢붓 끝에서 살아난 창덕궁: 그림으로 살펴본 궁궐의 이모 모｣ 창덕궁 깊

이 읽기, 항아리, 48-103면. 동궐도는 延慶  건립 이후인 1828년 이후부터 歡慶殿 소

실 이 인 18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 이다. 동궐도 제작 시기에 한 주남철, 안휘

, 한 우 등의 제 견해는 이민아, 2007 ｢효명세자․헌종  궁궐 건의 정치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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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3) 

희당 구역 밖 7폭 상단에 그려진 각은 誠正閣과 2층 각인 喜雨樓로 

추정된다(그림 1-5).

<그림 7> <東闕圖>(1828) 견본채색, 총 273cm×576cm, 고려 학교박물 , 희당 부분

<그림 1-5> <을사친정계병> 誠正閣과 

喜雨樓 부분

<그림 1-4> <을사친정계병> 宙合樓와 

貳貳窩 부분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3-25면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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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을사친정계병> ‘風旗’ 부분 <그림 7-1> <東闕圖> 희당의 ‘풍기’ 부분

희당 구역을 둘러싼 담과 문, 희당 마당의 기물과 조경도 사실 으로 재

되었다. <동궐도>와 비교해 다소 변형된 곳도 있지만 주요 출입문은 확인이 

가능하다. 소주합루 오른쪽에 그려진 문은 元祉門이고, 그 아래 행각의 일부로 

지붕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重陽門, 희당의 왼쪽 벽과 연결된 북쪽 출입문은 

九如門이고, 양문과 마주한 희당의 서쪽 출입구는 성정각으로 통하는 資始

門이다. 희당의 사방으로는 白木帳이 둘러싸고 있고 장막 밖에 난 門에는 

낙 이 드리워진 채 청녹색의 휘장이 쳐 있다. 정 의 삼엄한 보안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54)

54) 희당 마당에는 <동궐도>에 그려진 해시계, 赤道 (혹

은 簡 ), 測雨器 등의 측기구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방향을 측하는 風

旗의 깃발 부분이 6폭 하부에 그려졌다(그림 1-6과 그림 7-1 비교).
55)

55)희정당 

주변은 목류를 틀어 올린 울타리인 翠屛도 많이 세워져서 조경에도 변화를 주

었는데, 3폭과 4폭, 소주합루와 양문 에도 그려져 있다.  

이처럼 희당과 주변 행각은 비교  사실 으로 충실히 재 되었다. 그러나 

54) 국립 앙박물 , 2011 조선시  궁 행사도 II, 175-176면, 이수미 도 해설. 

55) 안휘  외, 앞의 책, 149면․188-191면. 세자의 교육을 해 과학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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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실에서 벗어난 표 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우선 희당의 소주합루는 

<동궐도>에서 삼삼와의 으로 배치되는 것과 달리 수직으로 이어져 측면 으로 

묘사되었다(그림 7과 그림 1-4 비교). 이는 시선을 으로 빼앗기지 않고 희

당에 집 하기 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표 이 <문효세자책례계병>에서 3폭의 좁은 화

면에 희당과 주변 각을 모두 담아야하는 상황에서 처음 시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림 8). 6폭 화면을 가진 <을사친정계병>은 3폭만을 희당에 할

애한 <문효세자책례계병>보다 화면이 두 배 이상 커졌지만, 주변을 더 넓게 조

망하는 신에 <문효세자책례계병>의 희당 좌우폭을 으로 늘리는 방식을 택

하 다. 그 결과 <을사친정계병>은 왼쪽으로는 <문효세자책례계병>과 마찬가지

로 성정각의 일부가 조  포함되었고, 오른쪽으로는 각 신에 두 폭에 걸쳐 

석 가 층층이 넓게 펼쳐지고 구름 사이로 소나무와 학이 자리 잡은 한가로운 

풍경을 연출하게 되었다(그림 1-7). 

<그림 8> 《文孝世子冊禮稧屛》 (1784) 8첩 병풍, 견본채색, 체 110×421cm, 

서울 학교박물 , <受冊圖>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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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을사친정계병> 2첩~3첩

이 장면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희당에 한 기록과 이 날 희당에서의 

도목정사가 갖는 의미에 해 잠시 살펴보자. 희당은 창건 기록이 거의 없다. 

궁궐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19세기의 지리지에 정조 6년(1782)에 건축되

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해는 문효세자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우리

는 정조가 희당을 세자의 탄생에 맞추어 건립하 다고 추측할 수 있다. 처음

부터 이름 붙여진 “重凞 ”이라는 당호 역시 重光, 重倫과 마찬가지로 세자를 

의미한다.
56)

56)그러나 실제로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 당 의 사료에는 이 무

렵 희당의 건립에 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조선 후기 창덕궁에서 세자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儲承殿과 時敏 이었다.
57)

57) 

56) 漢 光武帝의 태자를 한 악장인 日重光, 月重輪, 星重輝, 海重潤이 있다. 

57) 정조  창덕궁 건에 해서는 홍순민, 1996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兩闕體制의 變遷,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35-138면; 金東旭, 1996 ｢朝鮮 正祖朝의 昌德宮 建物構成의 

變化｣  한건축학회 논문집 97, 86-87면 참조. 조선시  세자궁에 건에 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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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이후 종, 경종, 사도세자 등 궁궐에서 세자 시 을 보낸 이들은 이곳

에서 례, 책례, 백 의 하례를 받았다. 그러나 승 은 조 40년(1764)에, 시

민당은 정조 4년(1780)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정조는 시민당에 화재가 나자 개

축을 명하고 건도감까지 설치하 으나 한 달 후 돌연 취소하 다.
58)

58)그리고 

이후 희당에 한 첫 기록이 정조 8년(1784) 윤3월 18일에 등장하는데 희당 

건립에 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희당에서 정조가 승지를 소견하여 

정사를 처리한 기사이다.
59)59)  

희당은 동궐도를 통해 추정해보면 정면 8칸, 측면 4칸, 총 32칸의 규모가 큰 

건물이었다. 그 일 에 함께 건립되었을 월랑, 각, 정자까지 포함하면 정조  

궁궐 재건 에 가장 큰 공사 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건도감을 설치하

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를 명하는 어떤 기록도 사료에 남기지 않았다. 왜 이처럼 

한 공사가 어떤 공식 인 논의과정도 없이 이루어 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세자를 해 동궁을 신축하는 일은 왕실 창을 한 과욕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로 동궁으로 사용되던 

승 과 시민당을 재건하지 않고 새로운 동궁일곽을 조성하는 것은 명분이 

은 일이기도 하 을 것이다. 정조는 희당을 창덕궁 한 가운데, 내 에 바로 인

한 곳에 지었다. 조  사도세자의 처소인 시민당이 창덕궁의 동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데 비해, 희당은 정조의 편 인 성정각과 침 인 조 과 

가까운 곳에 치하 다. 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을 목격한 정조로서는 공간

으로도 세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미래에 부자간의 오해를 이고, 원자의 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단했을 것이다.
60)

60)이는 세자의 시강원, 익 사 원

강근, 2008 ｢조선왕조의 궁궐건축과 정치: 세자궁의 변천을 심으로｣ 한국미술사교육

학회 22, 227-257면 참조.

58) 정조실록 권10, 정조 4년(1780) 7월13일(기축); 7월 23일(기해); 8월 29일(을해). 이

미 희당을 건립한 이후인 1784년 기록에서 정조는 시민당을 아직 건하지 못하 다

고 할 뿐, 희당이 시민당을 신해 동궁이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정조실록 권
18, 정조 8년(1784) 8월 5일(무자).

59) 승정원일기 1555책 정조 8년(1784) 윤3월 18일(계유). 그리고 이틀 뒤 정조는 희당에

서 딸을 얻었음을 기뻐하는 교를 내린다. 희당에서의 공식 인 첫 교가 후손을 얻은 

기쁨이라는 이 의미있다. 승정원일기 1555책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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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시들을 모두 자신의 근신으로 채우려 하 던 정조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

다. <을사친정계병>에서 주 의 다른 각은 구름으로 가리고 생략한 가운데, 국

왕의 편 이었던 성정각만은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그림 1-5). 희당과 행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성정각은 세자와 국왕간의 가까운 거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희당은 기존 동궁을 건하거나 공론을 거쳐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당에 권 를 부여하는 작업이 더욱 실하 을 것이라 생각된다. 희당 일

는 세자가 신하를 조회하고 학습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61)

61)이

는 곧 세자가 장성하여 정무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그

러나 실제로 세자는 아직 어렸고 희당이 아닌 은원에 거쳐하며 아직 궁녀와 

궁 들에 의해 보육되는 처지 다. 정조는 세자가 희당을 본격 으로 이용할 

때까지 방치해 놓는 신, 극 으로 희당에 친림하고 상징 인 정사를 통해 

권 를 부여해갔다고 할 수 있다.

정조 8년(1784) 윤3월 이후 정조는 희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친림하여 승지

와 약원제조를 소견하 으며, 7월에 세자의 책 례가 논의된 이후부터는 한 달

간 매일 희당에 거둥하여 책 례 도감제조를 소견하 다. 8월 2일 책 례를 

기 으로 희당은 명실상부한 동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정조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들렸는데 이는 誠正閣 다음으로 잦은 것으로 희당이 제2의 편

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62)

62) 희당에서 처리한 부분의 업무는 성정각

에서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자와 련된 일이나, 기후나 풍․흉작 등 

농사와 련된 논의는 주로 희당에서 행하 다.
63)

63) 희당에 “養生”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60) 이민아, 앞의 논문, 55면.

61) 소주합루는 규장각의 주합루처럼 책을 수장하여 세자의 학습처로 삼았다. 內閣日曆, 
1783년 7월 3일; 이민아, 앞의 논문, 50면.

62) 정조  便殿의 운 에 해서는 장 기, 2014 조선시  궁궐 운  연구, 역사문화, 

243-254면 참조.

63) 일성록 정조 9년(1785) 5월 1일(기유); 5월 2일(경술); 5월 5일(계축); 5월 10일(무

자); 6월 26일(계묘); 7월 2일(기유); 7월 5일(임자); 7월 9일(병진); 7월 14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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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희당에서 도목정사에 친림한 것도 희당에 권 를 부여하는 행

다고 할 수 있다. 도목정사가 희당에서 거행된 것은 이 해가 유일하 다. 정조

 도목정사의 장소로는 주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주 편 이던 희정당과 선정 , 

함인정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 해에는 특별히 희당이 선택되었다(표 3). 정조

는 도정 첫 날 다음과 같이 희당에서 거행한 뜻을 밝혔다.

<표 3> 정조연간 도목정사 개최장소 

시행일 장소

정조 2 1778. 12 희정당

정조 4 1780.  6 선정

정조 4 1780. 12 선정

정조 5 1781. 6 명정

정조 5 1781. 12 함인정

정조 6 1782.  6 함인정

정조 8 1784.  6 선정

정조 8 1784. 12 함인정

정조 9 1785.  6 함인정

정조 9 1785. 12 희당

정조10 1786.  6 희정당

정조10 1786. 12 희정당

정조11 1787. 12 희정당

정조12 1788. 12 희정당

정조13 1789.  6 희정당

정조14 1790.  7 희정당

정조14 1790. 12 희정당

정조15 1791. 12 명 문

정조16 1792. 12 희정당

정조19 1795. 12 춘당

정조20 1796.  7 희정당

정조21 1797.  7 희정당

“( 략) 번의 도목정사를 이 重熙 에서 행함은 뜻이 어  우연한 것이겠는가? 

재의 허구 많은 일들은 후손을 편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후손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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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게 하는 계획은 한 답답함을 소통하여 和氣를 引 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

다. 만약 생각이 이러한 事理에 이른다면 반드시 그 처럼 因循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銓曹의 신하로 하여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도록 하라”하 다.64)64)

정조는 후손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재 가장 요하며 이를 해선 “답답함

을 소통하여 조화로운 기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 다. 후손이란  해에 책

된 문효세자를 가리키며 답답함을 소통하는 일은 인사 체를 해소하여 원활

한 인재 등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정조는 새로 태어난 세자에 한 기 감

과 종사에 한 책임을 명분으로 고질 인 인사 악습을 신하고자 한 것이다. 

희당이라는 공간이 도목정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것이라는 기 감

도 있었지만, 실상은 이 행사를 통해 희당이 얻게 되는 상징성이 더 큰 목

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도목정사가 끝난 후 정조와 참석자들이 지은 賡韻 詩

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조의 御製와 차운한 19인의 시는 <을사친정계병>의 1폭

에 “重凞 親政時賡韻”이란 제목 아래에 기록되었다.
65)

65)정조의 어제는 다음과 

같다. 

親臨大政重凞

誡勑銓臣有十行

此日霑官凡幾輩

廣恩端祝萬年祥

희당에 참석하여 정을 행하고

교를 내려 銓臣을 훈계하고 타이르니

오늘 은혜를 입어 벼슬아치가 된 모든 무리는

임 의 은혜를 넓  만년의 상서로움을 특별히 축원하라

정조의 시는 희당에서 겨울 도정(大政)에 참석하여 인사 소통에 한 교

를 내린 일을 언 하 다. 그리고 인사를 맡은 신 뿐 아니라 오늘 발탁된 모

든 신하들이 이 날의 특별한 은혜를 넓히고 축원하여 만년의 상서로움을 이어갈 

것을 기원했다. 御製 시에서 차운된 자는 “ ” “行” “祥” 이었다. 이 세 자를 차

운하여 지은 19편의 시는 표 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 희당에서[ ] 도목정사

의 거행(혹은 신료의 행렬)[行]이 상서롭다[祥]”는 내용을 갖게 되었다. 어제 

64)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1785) 12월 27일(임인).

65) 원문과 번역은 국립 앙박물 , 2011 조선시  궁 행사도 II, 177-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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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운시는 군주의 제안과 축원이 신하들의 입에서 반복되고 확장되는 효과를 가

져왔다.
66)

66)신료들의 시에는 희당을 언 하며 세자를 떠올리는 문구도 종종 발

견된다.
67)

67)이처럼 희당은 도목정사라는 행사와 갱운시를 통해 군신, 신료 간에 

조화를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나는데 이는 곧 세자에 한 축원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68)68) 

희당에 부가된 상서로운 이미지는 <을사친정계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폭과 3폭에는 층이 다른 석 를 배치하고 구름 사이로 소나무와 복사나무, 학

을 두 마리 배치하 다(그림 1-8).
69)

69)모두 장수와 벽사 길상을 상징하는 도상이

다. 물론 이들이 완 히 실제와 동떨어진 상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동궐도>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희당 동남쪽으로는 넓게 복사나무 밭이 있다. 학은 이후 

이 지역에 鶴禁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효명세자가 남긴 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이 구역에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70)

70)그러나 20편의 갱운 시가 조 씩 다

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첩되면서 하나의 기원문을 형성하 듯이 이 소재들도 

66) 이 병풍에는 19인의 참석자 시외에도 좌부승지로 참석한 홍인호의 동생이 1820년에 갱운

한 시(2폭 상단)와 홍인호의 아들인 홍희조가 갱운한 시(8폭 하단)가 첨가되었다. 흥미

로운 것은 이들은 같은 운을 차운하 으나 앞의 참석자들의 내용이 당 의 정황을 함축

하는 것과 달리 회상과 감회를 달한다는 것이다.  

67) 김효건은 첫 구에 “盛禮前秋賀是 ”이라고 하여 희당에서의 책 례를 떠올렸다. 서유

린은 첫 구에 “星海歌謠繞一 ”이라 하여 희당에서 세자를 한 노래를 떠올렸다. 조

정진은 첫 구에 “重潤重光仰此 ”이라 하여 세자에 한 악장과 연  지었다. 

68) 세자궁에 한 을 남김으로써 각에 권 를 부여하고 세자의 앞날을 축원하는 것은 

경우는 퇴계의 “資善 上樑文”과 숙종의 “時敏 銘”에서 볼 수 있다. 이황, 陶山全書 ｢景
福宮重新記｣ “資善 上樑文”;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1월 17일(을묘)(이강

근, 앞의 논문, 236면․241면에서 재인용). 

69) <동궐도>에 있는 鶴禁과 華淸館의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명세자 시기에 건립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19세기 들어 희당 일 가 동궁의 역으로 확 되

며 정치  요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이민아, 앞의 논문 참조. 희당 북동쪽의 延英閤 

일 는 효명세자, 희당 동남쪽의 善齋 일 는 헌종의 정국과 연결시켜 설명하 다. 

70) 효명세자 기 시문을 모은 문집인 鶴石集의 ｢鶴石 序｣라는 에서 “ 과 그림

이 서가에 가득하니 서원의 운치 있는 모임 같구나, 학은 선회하여 뜰에 있고, 늙은 바

는 문 앞에 있으니 이 를 학석으로 이름 지은 것이 마땅하다”고 묘사하 다(이민아, 

앞의 논문, 10면). 원림의 일부로 사육된 학에 해서는 김해경․소 수, 2012 ｢ 통조경

요소로써 도입된 학과 원림문화｣ 한국 통조경학회지 30-3, 57-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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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을사친정계병> 

학, 소나무, 복숭아나무

흥미로운 의미의 조합을 보여 다. 희당 뒤에 좌우로 하나씩 배치된 소나무는 

많은 궁 행사도에서 반복되는 도상으로 왕의 장수와 왕실의 번 을 상징한다. 

특히 국왕이 친림한 각에 그려지며 

일월오 병의 좌우에 그려진 소나무를 

연상시켜 국왕의 권 를 드러내기도 

한다(그림 1, 그림 3-1, 그림 5, 그림 6 

비교).
71)

71)그런데 같은 모양의 소나무 

세 그루가 3첩에도 학과 함께 그려졌

다(그림 1-8). 학은 세자궁을 “鶴禁”이

라고 하는 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수나 청렴 등 잘 알려진 상징 외에

도 세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복사나무

는 귀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와 이상향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들은 장수와 벽사 등 길상  의미를 담은 동시에 임 과 세자가 이루어 갈 태평

성 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을사친정계병>은 정조 9년(1785) 희당에서 행해진 친림 도목정사를 기념한 

병풍이다. 정조는  해에 이조 랑의 자 권과 통청권을 하고 국왕의 인

사권에 한 향력을 확 하는 개 을 단행하 다. 1785년의 도목정사는 이러

한 새 규정이 용되는 첫 친림 정사 다. 정조의 인사 제도 개 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을사친정계병>은 숙종 부터 이어온 다른 친정도와는 내용과 형식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존의 친정계병이 문․무 의 도목정사를 주 한 

이조와 병조의 원들이 심이 되어 제작되었다면, <을사친정계병>은 좌목을 

71) 박정혜, 2000 앞의 책,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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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계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국왕이 내사한 병풍이었다. 이 의 좌

목들이 이비와 병비로 구분하여 서이하 낭 까지를 열거하고 있다면, 본 친정

도는 정3품 이상의 당상 만 포함하 으며, 각신, 승지, 이조 당상 , 병조 당상

의 순서로 나열하 다. 한 기존 좌목이 자, 생년, 과거의 종류, 제연도, 본

 등의 신상정보를 포함하 다면, 본 좌목은 품계와 직만 기록하 으며 이름 

앞에 “臣”을 표기하 다는 이 특징이다. 한편 <을사친정계병>은 도목정에 참

석한 19인의 당상 이 어제를 차운하여 쓴 갱재시를 포함하 다. 어제와 갱재시

는 친정이 국왕의 은혜이며, 이 경사가 희당에서 행해져 특별히 상서로움을 

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을사친정계병>의 좌목, 후서, 어제갱재시는 친

정도가 새로운 제작 주체와 동기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 다. 즉 기존의 친정

도가 이비와 병비가 특권을 확인하는 담합의 징표 다면 <을사친정계병>은 정조

의 인사 개 의 성과와 의미를 축원하는 기념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을사친정계병>의 재 은 기존의 친정도 통을 따르기보다 비슷한 시기에 제

작된 정조  다른 계병의 통을 따랐다. <을사친정계병>은 국왕이 동면 혹은 

서면을 하던 이 의 친정계병․계첩과 달리, 국왕이 북쪽에서 남면하는 구도를 

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결과 국왕을 심으로 좌우 칭 인 구도를 형

성하여 시각  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한 도목정사의 차를 상세하게 표

하 는데, 이는 행정 차에 불과하 던 도목정사가 국가 의례와 같이 재 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한편 <을사친정계병>은 배경을 형식 으로 처리하 던 기

존 친정도와 달리, 친정이 행해진 희당 권역을 비  있게 묘사하 다. 친림 도

정이 희당에서 설행되는 것이 동궁의 권 를 부여하는 목 도 있었던 만큼 

희당 권역에 있는 시설물들이 자세하게 재 된 것이다. 시설물과 함께 소나무, 

복사나무, 학 등을 배치하 는데, 이들은 희당 주변의 실제 조경요소인 동시

에, 세자를 향한 길상  염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을사친정계병>의 특징은 개별 작품의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정조  궁  행사도를 이해하는데 요한 두 가지 시사 을 던져 다. 첫째로 

이 병풍은 신하가 발의하는 계병에서 국왕이 주도하는 궁 행사도의 환 으로

서 의미가 있다. <을사친정계병>은 이조와 병조가 발의하 던 친정도 계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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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참석자에게 하사하는 ‘內賜’ 병풍으로 환한 것이다. 이는 정조가 계원들

이 제작하던 ‘계병’의 의미를 용하여 국왕의 의도를 하는 시각매체로 사용

하게 된 구체 인 정황을 보여 다. <을사친정계병>은 정조 에 ‘내사’의 기록을 

가진 첫 병풍으로서, 이후 《화성원행도》(1795) 등에서 본격화되는 국가 주도의 

행사도 사업의 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병풍은 정조가 문효세자의 상강화를 해 궁 행사도를 활용하

던 정황을 보여 다. <을사친정계병>은 1783~1785년 문효세자와 련하여 제작

된 3 의 계병, <진하도>(1783), <문효세자보양청계병>(1784), <문효세자책례계

병>(1784)과 많은 유사 을 가지고 있다. 이 병풍은 내용상으로 문효세자와 

련된 희당을 배경으로 하 을 뿐 아니라, 국왕을 심으로 한 그림의 구도나 

신하의 직분으로 표기된 좌목의 형식 등에서  계병들과 공통 이 많다. 문효

세자 련 4 의 계병간의 계에 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정조, 도목정사, 친림도정, 인사행정, 을사친정계병, 희당, 

        문효세자, 이조, 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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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Jeongjo’s Reformation of Personnel System and

The Appointment Ceremony in the Year of Eulsa(1785) 

72)Jaebin Yoo*

This paper analyzed the screen painting, Appointment Ceremony in the Year of 

Eulsa(1785) to prove that it reflects the personnel reformation of King Jeongjo(r. 

1776-1800). The Eulsa screen depicts the appointment ceremony in which Jengjo 

attended and directly selected candidates for the Board of Personnel and the Military 

affairs in 1784. In this ceremony, Jeongjo applied the newly established ordinance for 

personnel system, in which he limited the right of Board of Personnel and reinforced the 

authority of the king himself. The Eulsa screen is distinctive from the previous 

appointment ceremony paintings which were traditionally ordered by the members of the 

Board of Personnel. First, the Eulsa screen was bestowed by the king to the attendants 

of the ceremony including the Royal Secretariats and the officers of the Board of 

Personnel, while the previous examples were produced from the fund collected by the 

Board of Personnel  members. Secondly, the Eulsa screen includes the attendants’ poems 

which were rhymed after the verse of Jeongjo while the previous paintings contain the 

preface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Board. The group of rhymed poems in Eulsa 

screen, which celebrated the king’s grace granted on this event in one voice, reflects the 

political function of the screen. Thirdly, the pictorial structure of Eulsa screen reveals 

the visual strateg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king. The Eulsa screen situates the 

king in the upper center of the screen facing south whereas previous examples located 

the throne either left or right side. The symmetrical composition of Eulsa screen with 

the king in the center, builds the visual hierarchy between the king and his officials. In 

conclusion, the screen painting Appointment Ceremony in the year of Eulsa functioned as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Art History,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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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yal gift and monument, which displayed Jeongjo’s fortified authority on appointing 

the officials.

Key Words : King Jeongjo, personnel system, Board of Personnel, court painting, 
Appointment Ceremony in the year of Eul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