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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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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록: 1809년 진찬의례는 혜경궁의 례 회갑을 경축하기 해 순조가 주도하여 2월 27일 창

경궁 경춘 에서 거행되었다. 본 행사는 진작자가 혜경궁에게 총 7작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

었다. 주빈에게 술을 올리는 진작은 해당 연향의 목 을 달성하는 핵심 인 행 이다. 특히 진작 

기물은 연향의 목 을 가시화하는 가장 효율 인 수단으로 연향을 주도한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반 되었는지 악하는 근거가 된다. 본 행사에서 배설된 진작 기물에 한 문헌  검토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주정은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배설된 기물로 본 

행사의 목 을 가시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둘째 은일월병은 혜경궁과 효의왕후의 계와 왕 비

의 계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기물이 되었다. 셋째, 작과 은 조선후기 거행된 궁 연향  

유일하게 본 행사에서 사용된 술잔과 받침으로 진작의 의미를 가장 잘 구 한 기물로 악된다. 

진작 기물은 사회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 간에 부여된 시  산물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빈

과 진작자의 계를 악하고, 배설된 진작 기물의 특징과 의미에 주목하 다. 특히 술을 올리는 

행 가 주빈의 기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빈의 기물을 심으로 검토하고, 주빈의 기물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진작자의 기물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조선시  궁 연향에 한 연구를 심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핵심어 : 진찬의례, 진작 기물, 혜경궁, 수주정, 은일월병

* 안동 학교 한국문화산업 문 학원 융합콘텐츠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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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궁 연향은 추상  념과 가시  행사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궁 연향은 설행목 에 따라 임 과 신하의 화합을 지향하는 회례연( 禮宴), 노

인을 우 하여 베푸는 양로연(養 宴), 사 교린을 해 사신에게 베푸는 사객연

(使客宴), 왕실의 가족과 친인척  신하들이 친애의 정을 표 하는 진연(進宴)이 

있다.1)1)특히 조선 후기 거행된 궁 연향의 부분은 진연 계통으로 연향의 규모에 

따라 진풍정(進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으로 구분된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의 구성원이 달라지는데 군신간의 화합을 한 외진찬에서는 

남성으로 구성원이 한정되며, 가족과 친인척의 화합을 한 내진찬에서는 남성의 

참여가 제한되었다.2)2) 

이처럼 궁 연향의 규모와 목 , 성격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 잔치의 주

인공에게 술을 올리는 과정은 항상 존재한다. 술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함께한 음식으로 구성원들의 축원과 화합을 표 한 매개물이다. 특히 신과의 만남

을 재 하는 의례에서 술은 상을 부르고 의식에 신성함을 더한다. 인간이 신에

게 술을 올리는 이미지는 인간 계의 의식에도 유사하게 투 된다. 이를 통해 술

을 올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서열이 분명해진다. 의례의 상이 신과 사람이라

는 차이만 존재할 뿐 술을 올리는 과정은 의례의 차에서 가장 요한 의식이다.

조선의 통치자는 성리학  이상사회를 구 하기 한 의례  형식과 행 를 통

해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 다. 이는 특정 계층의 계와 계서(階序)를 확

보하기 한 의식과 차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의례  상황과 그 의

미를 악할 수 있는데 그 표 인 행 가 진작(進爵)이다. 진작은 술을 담는 술

잔의 명칭인 작(爵)을 주빈에게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행사의 모를 기록한 의

1) 김종수, 2001 �조선시  궁 연향과 여악 연구�, 민속원, 69면.

2) 이아름․이은주, 2018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 사학보�85,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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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에서 진작이란 용어는 작이라는 술잔의 사용여부와 계없이 술을 올리는 일련

의 행 를 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해 소용된 물품이 진작 기물(器物)이다. 

진작 기물은 의식의 차에 따라 배치되지만, 일정한 규범 안에서 행사를 주도

한 주 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사용자의 계에 따라 기물의 차이를 두

고 그 게 배치된 기물은 서열화 된다. 그 기 때문에 단일 기물에 한 조형  

특징과 용도를 악하는 차원에서는 일정한 형식과 행  안에서 거행된 행사의 의

미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기물을 해당 연향의 상

황과 맥락에서 구조 으로 분석하고 다각 으로 고찰하여 사회․문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3)3) 

궁 연향 련된  의궤는 총 19종으로4)
4) 부분 19세기에 거행된 연향에 

한 기록이다. 특히 19세기는 외척세력의 정치개입이라는 변수로 국정 운 에 수많

은 모순이 발생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첫 번째로 거행된 궁 연향이 

1809년 진찬의례이다. 

1809년 �己巳進表裏進饌 軌�는 혜경궁의 례 60주년을 경축하기 한 행사에 

한 기록으로 재 국국립도서 (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5)5)한

3) 조선시  궁 연향에서 진작자가 주빈에게 헌수(獻壽)하는 과정과 그 행 에 따라 배치된 

기물에 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아름․이은주, 2017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

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4), 64-81면; 이아름․이은주, 2018 ｢1828

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85, 247-280면.

4) 궁 연향과 련된  의궤는 다음과 같다.

    

17-18세기 19세기 20세기

풍정도감의궤(1630)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 [신축]진찬의궤(1901)

[기해]진연의궤(1719) 자경 진작정리의궤(1827) [신축]진연의궤(1901)

[갑자]진연의궤(1744) [무자]진작의궤(1828) [임인 4월]진연의궤(1902)

수작의궤(1765) [기축]진찬의궤(1829) [임인 11월]진연의궤(1902)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무신]진찬의궤(1848)

[무진]진찬의궤(1868)

[계유]진작의궤(1873)

[정축]진찬의궤(1877)

[정해]진찬의궤(1887)

[임진]진찬의궤(1892)

5) 국립국악원에서는 국국립도서 (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己巳進表裏進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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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같은 행사를 기록한 �惠慶宮進饌所 軌�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체제

와 구성에 차이가 있다. �惠慶宮進饌所 軌�는 권수의 도식이 없으며, 수록된 내용

도 다른 의궤에 비하여 소략한 편이다. �己巳進表裏進饌 軌�는 천연색으로 채색

된 도식이 존재한다는 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의궤에는 참석자  의장의 

치를 문자로 표시한 도식과 실제 형상을 천연색으로 그리고 문자를 기록한 도식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천연색 그림은 의궤 최고의 수 이다.6)6)

궁 연향과 련된  의궤  1795년 �園幸乙卯整理 軌� 이 의 의궤에는 

도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작 기물의 실체를 의궤에 기록된 문자만으로 악하기

는 실 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園幸乙卯整理 軌� 이후에 기록된 의궤를 바탕

으로 진작 기물과 련된 심층 이고 다각 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 의궤

를 기 으로 다양한 도식이 존재하고 의궤의 구성과 체제가 달라져 진작 기물에 

한 구체 인 내용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1809년 �己巳進表裏進饌 軌�

는 채색된 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태와 색채에 한 체계 인 연구가 가능하다.

조선시  궁 연향과 련된 기록을 근거로 그동안 음악, 음식, 미술, 복식 등의 

분야에서 궁 연향에 한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進

爵)은 특정 분야에서 연구 과제로 삼지 않았다. 주빈에게 술을 올리는 진작은 의

례의 일부가 아니라 해당 연향의 목 을 달성하는 핵심 인 행 이다. 진작의 목

은 해당 연향을 기획한 표면 인 의도와 부분 동일하다. 특히 진작 기물은 연

향의 목 을 가시화하는 가장 효율 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한 연향을 주도한 사

람의 의도가 어떻게 해당 연향에 반 되었는지 그 실체를 악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과정에서 주빈과 진작자, 주 자의 

계를 악하고, 배설된 진작 기물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술을 

올리는 행 는 주빈의 기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빈의 기물을 심으로 검

軌�를 최 로 인하고, 역주하여 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11집으로 �역주 기사진표리진

찬의궤�를 2018년 2월에 발간했다. 이를 통해 19세기에 처음 거행된 본 행사에 한 활발

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6) 국립국악원, 2018 �한국음악학학술총서11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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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주빈의 기물을 구체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진작자의 기물과 비교하여 살

펴볼 것이다. 의례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을 분석하기 해 의궤의 ｢의주( 註)｣

에서 작을 올리는 사람과 그 차를 확인하고, ｢배설(排設)｣과 ｢기용(器用)｣에서 

행사에서 소용된 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악한다. 한 ｢도식(圖式)｣의 도상을 통

해 배설된 기물의 조형  특징을 악하고자 한다. 

2.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과정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은 정조 재  시기에 국왕의 어버이

로 존숭을 받았다. 그러나 정조 사후 혜경궁은 왕실 여성의 계상 애매한 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순조 즉  이후 왕 비 정순왕후는 국왕의 문안 차서를 

왕 비 정순왕후, 왕 비 효의왕후, 혜경궁, 가순궁 순서로 기록하라 명하 다.7)7) 

혜경궁의 며느리이자 정조의 부인인 왕 비 효의왕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양하 지만 정순왕후는 명 (名位)의 차서를 이유로 효의왕후에게 사양할 수 없

음을 밝히며, 왕실여성의 계에서 혜경궁의 치를 명시하 다. 한 1801년 5월 

제주목(濟州牧)에 안치(安置)되었던 혜경궁의 남동생 홍낙임(洪 任)이 사사(賜

死)되며8)
8)풍산 홍씨 가문의 기와 함께 혜경궁은 더욱 고립되었다. 하지만 1805

년 1월 12일 정순왕후가 승하9)하고9)혜경궁의 상은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

다.10)10)이후 순조는 혜경궁과 풍산 홍씨 가문에 한 명 회복을 추진하고, 조모를 

 7) �순조실록� 권1, 순조 즉 년 8월 7일 정사, “從今以後, 啓辭中中殿問安之次, 大王大妃

殿、王大妃殿、惠慶宮、嘉 宮, 循次書之。一以正名位次序, 一以彰惠慶宮謙恭之德.”

 8)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5월 29일 갑진, “濟州牧安置罪人洪 任死”

 9)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1월 12일 정유, “午時, 大王大妃, 昇遐于景福殿”

10) 혜경궁과 혜경궁 가문의 상에 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 다. 임혜련, 2015 ｢

조∼순조  혜경궁(惠慶宮)의 상 변화｣, �朝鮮時代史學報�74, 75-107면; 이근호, 2015 

｢18세기 후반 혜경궁 가문의 정치  역할과 상｣, �朝鮮時代史學報�74, 35-73면; 김문

식, 2015 ｢혜경궁 홍씨 가문의 정치  상｣, �문헌과 해석�73, 127-138면. 



364 奎 章 閣 53  ․

존숭하는 1809년 진찬의례를 거행하 다. 

궁 연향의 진작 과정은 진작자의 의례  행 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진작이

란 행 가 연향의 거행 목 과 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진작자의 역할이 

상 으로 요하다. 부분 작을 올리는 사람은 행사의 주인공과 가까운 사람으

로 구성된다. 한 의례  행 는 행사마다 구성원들의 차이가 있지만 반복되는 

행 는 존재한다. 일반 으로 주빈에게 작을 올리는 진작자가 주빈의 술상으로 이

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된 술잔을 주빈이 비우는 것까지의 차로 구성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과정을 악하기 해 주빈에게 술을 

올리는 진작자의 구성과 진작의 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작자

1809년은 혜경궁이 례를 치른 지 회갑이 되는 해이다. 순조는 이를 기념하기 

해서 례를 치른 달과 날인 정월 22일에 치사(致詞)․ 문(箋文)․표리(表裏)

를 올리고 2월 27일 경춘 에서 진찬의례를 거행하 다.11)11)본 행사는 혜경궁에게 

총 7작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표 1>은 본 행사의 진작자와 주빈

과의 계, 진찬의례 이후 상 에 한 내용이다. 

구분 성명 직 계 상

1작 김씨(효의왕후, 1753-1821) 왕 비 며느리 -

2작 이공(순조, 1790-1834) 왕 손자 -

3작 김씨(순원왕후, 1789-1857) 왕비 손자 며느리 -

4작 좌명부 반수 -

5작 우명부 반수 -

6작 김기성(金箕性, ? -1811) 은부 사 (청연군주 남편) 구마(廏馬) 1필 

면 (面給)7작 김재창(金在昌, 1771-1849) 경기감사 외손자(청연군주 아들)

<표 1>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자 

11) �순조실록� 권12, 순조 9년 1월 22일 임오; �순조실록� 권12, 순조 9년 2월 27일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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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작의 진작자는 왕 비 효의왕후이다. 효의왕후는 정조의 부인으로 혜경궁의 

자부(子婦)가 된다. 제2작과 3작은 본 행사를 주도한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가 올

렸다. 총 3명의 진작자가 혜경궁에게 올리고, 왕과 왕비가 왕 비 효의왕후에게도 

총 2작을 올렸다. 그리고 이어서 제4작부터 7작은 해당 진작자가 다시 혜경궁에서 

작을 올렸다. 제4작과 5작의 진작자는 ‘좌․우명부 반수’로 구체 인 성명을 언

하지 않고 소속 집단의 반수로 기록되어 있어 특정인을 추론하기 어렵다. 

한편, 1795년 6월 18일 창덕궁 연희당에서 정조가 회갑을 맞은 혜경궁을 해 

거행한 진찬의례에 참여한 소속 집단은 내․외명부로 기록되어있다.12)12)1828년 1월 

15일 조 서 조종 이 효명세자에게 아뢰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에 �진작의궤(進爵 軌)�의 고를 완성한 뒤 보니, 처음에는 구  하령(口傳

下令)으로 인하여 내․외명부(內外命婦)의 기(草記)로 거행했다가 그 뒤 다시 구  

하령으로 인하여 내․외명부를 좌․우명부(左右命婦)로 써서 의주( 註)를 완성하 습

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  하령이었기 때문에 문 (文蹟)을 반하( 下)한 것이 없으니, 

뒷날 례를 상고하고자 할 때에는 내외명부가 무엇 때문에 좌우명부가 되었는지의 곡

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애 에 내외명부라고 썼던 곳에 좌우명부로 고쳐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3)13)

이는 내․외명부와 좌․우명부가 상이한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는 것으

로 1795년 진찬의례에 참여한 여성과 그 이후 잔치에 참여한 여성의 소속 집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작과 7작은 의빈과 척신의 반수로 상 과 치사에 그 

성명과 직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혜경궁의 사  은부  김기성과 그의 아들 

경기감사 김재창이다. 순조에게는 고모부와 고종사 으로 본 행사를 마치고 시상

으로 각각 구마(廏馬) 1필을 면 (面給)하 다. 

주빈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진작자는 진작 과정에 동일하게 참여하 지만 여

성으로 구성된 좌․우명부 반수는 시상에서 제외되고, 그보다 진작의 서열은 낮지

12) �園幸乙卯整理 軌�<奎 14532> 007책, 48면.

13) 이의강, 2006 �국역 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사,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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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성인 은부 와 경기감사에게만 시상을 하 다. 한편, 본 행사의 참여자들에

게 제공되는 찬상(饌床)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조의 후궁인 경수궁의 찬상을 20그

릇[器] 마련하 다. 그러나 순조의 생모 가순궁의 찬상에 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1807년 2월 7일 가순궁의 부친 돈녕부사 박 원(朴準源)이 졸(卒)하

기14)
14)때문에 가순궁은 심상(心喪) 으로 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악

된다.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연치가 높아짐에 따라 탄신을 경축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목 으로 궁 연향이 설행되었다. 하지만 혜경궁의 례 환갑을 경축하기 한 본 

행사는 왕실에 례가 없던 를 거행한 것이다. 이를 한 과정에서 1808년 12월 

1일 다음과 같이 교를 내린다.

“내년 정월은 바로 우리 자궁께서 례를 치른 지 회갑이 되는 해와 달로써, 례 

회갑은 우리 왕실에 일 이 례가 없던 이다. 날의 햇살 같은 따스한 은혜를 갚

고자 함은 자식의 지극한 정이요, 만수무강을 기원함은 작은 정성에서 로 우러나는 

것이다. (...) 그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만 효(孝)라고 알았을 뿐 나라의 법을 거행

할 겨를이 없었으니 자나 깨나 가슴에 맺힌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15)15) 

순조는 즉  이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심상 에 있어 연향을 주도할 기회

가 없었다. 특히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만 효(孝)라고 알았을 뿐’이라고 자책하는 

표 에서 잔치를 주도하고자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행사는 혜경궁을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숭하는 의미와 동시에 순조가 

본격 으로 최고통지권자로서의 상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효명세

자가 1809년 8월 9일 창덕궁 조 에서 탄생했기16)
16)때문에 본 행사가 거행될 당

시 순원왕후는 원자를 잉태한 시 이다. 순조는 명실상부한 왕의 권 와 왕실의 

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 이었고 이를 해 효(孝)를 실천하는 

14) �순조실록� 권10, 순조 7년 2월 7일 기묘, “判敦寧府事朴準源卒. (...) 準源, 潘南人, 綏嬪

之父也.”

15) 국립국악원, 앞의 책, 45면. 

16) �순조실록� 권12, 순조 9년 8월 9일 정유, “元子誕生于昌德宮之大造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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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악된다. 주 자가 행사를 통해 구 하고자 한 의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3장의 진작 기물을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진작 차

진작은 진작자가 수주정으로 이동해서 주빈이 작을 비우는 것까지 일련의 차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진작이라는 행 에 보다 주목하고 진작의 

차를 설명할 때, 진작자가 주빈에게 올릴 작이 진작탁에 닿는 것까지로 악하는 

것이 하다. 1809년 진찬의례의 제1작 진작자는 왕 비 효의왕후이며, 진작의 

차는 다음과 같다.

등가는 <천년만세지곡(千年萬歲之曲)>을 연주한다. 상궁의 인도로 왕 비는 경춘

의 서쪽 수주정(壽酒亭)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수주(壽酒)를 따라 무릎을 

꿇고 제1작(第一爵)을 왕 비에게 올리면 왕 비는 작(爵)을 받아 혜경궁 좌 앞으로 

나아간다. 찬(典贊)이 “궤”라고 창하면 【주렴 안의 찬창 여집사와 보계 아래의 창

(傳唱)이 동시에 창한다. 이하 동일하다】 왕 비와 하와 왕비는 무릎 꿇고, 좌우명부

와 의빈․척신도 무릎 꿇는다. 왕 비가 작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은 해 받아 무릎 

꿇고 혜경궁 좌 앞에 놓는다. 【안(案)이 있음】 찬이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 비와 하와 왕비는 부복하 다가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하고, 좌우명부와 의빈․척

신도 부복하 다가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다. 음악 연주를 그친다. 상궁의 인도로 왕

비는 주렴 안의 동향한 자리로 돌아간다.17)17)

상궁의 인도를 받은 진작자는 수주정의 치로 간다. 상식(尙食)이 작에 수주

(壽酒)를 따라 주면 진작자는 그것을 받아 헌수작 로 가서 무릎을 꿇고 달자에

게 작을 주면 진작탁에 놓는다. 그리고 진작자와 그 외의 참여자들은 부복하 다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진작의 차를 마친다. 진작자는 올릴 작에 직  

수주를 따르거나 작을 진작탁으로 옮기지 않는다. 작의 이동경로에 따라 의례  

를 갖출 뿐이다. 달자가 작을 진작탁에 놓으면 진작자는 배 (拜位)로 가서 

17) 국립국악원, 앞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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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는다. 진작자가 주빈에게 올린 치사(致詞)를 언(傳 )이 신 읽으면 

진작자는 다시 주빈 앞으로 이동한다. 상의(尙 )가 무릎을 꿇고 선지(宣旨)하기

를 “술잔을 드는 기쁜 날을 왕 비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한다. 그리고 주빈이 술

을 마시면 상식이 빈 작을 받아서 수주정에 갖다 놓는다.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진작도(進爵圖)｣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제1작

의 진작자 왕 비 효의왕후가 작을 올리는 헌수작 와 수주정  진작탁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작도｣에 기록된 동․서 수주정의 치는 주빈이 진작자

를 바라보는 시 을 기 으로 방 가 명시되어있다. 왕 비와 왕비의 주정은 ｢진

작도｣에 기록된 동 수주정이 설치된 방향과 동일하고 왕의 주정은 그와 반  방향

으로 서 수주정이 설치된 치와 같다. 

한 의궤의 ｢서보계도(西補階圖)｣를 살펴보면 순조의 주정이 서보계에 표시되

어있다. 하지만 ｢의주｣에서 주정의 치를 동쪽 기둥 밖에 1좌, 서쪽 기둥 밖에 2

좌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왕 비와 왕비의 주정이 서쪽 기둥 밖에 2좌, 왕

의 주정이 동쪽 기둥 밖에 1좌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진작도｣, ｢동ㆍ서

보계도｣와 ｢의주｣의 방 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이다. 

헌수작위

동수주정 서수주정

진작탁

왕대비 배위

<그림 1> 기사 진찬의례의 수주정․진작 ․진작탁의 치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1809)� Or.7458, ｢進饌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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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도｣와 ｢보계도｣는 주빈이 진작자를 바라보는 시 을 기 으로 기록되었고, 

｢의주｣에서는 진작자가 주빈을 바라보는 시 을 기 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의

궤의 ｢의주｣에서 제1작 진작자인 왕 비가 서쪽 수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림 

1>에 표시된 동 수주정이다. 이는 왕 비의 자리가 주빈을 바라보는 시 에서 왼

쪽에 치해 있고 같은 방향의 수주정을 통해 진작의 행 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후 진작자 역시 본인의 치와 같은 방향의 수주정을 통해 작을 올렸다.  

가족과 친ㆍ인척으로 구성된 행사에서 가족 간의 계에 따라 진작의 서열이 

결정되는 것은 이후 거행된 궁 연향에서도 일반 인 내용이다. 본 행사에서도 가

족 간의 계에서 서열이 높은 왕 비가 행사를 주도한 순조보다 먼  주빈에게 

작을 올렸다. 다음은 행사를 주도한 순조가 주빈에게 올린 제2작의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등가는 <오운개서조지악(五雲開瑞朝之 )>을 연주한다. 상궁의 인도로 하는 경춘

의 동쪽 수주정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수주 제2작을 따라서 무릎 꿇고 

하에게 올리면, 하는 작을 받아 혜경궁 좌 앞으로 나아간다. 찬이 “궤”라고 창하면 

하와 왕비는 무릎을 꿇고, 좌우명부와 의빈․척신도 무릎 꿇는다. 하가 작을 상식

에게 주면 상식은 해 받아 무릎 꿇고 좌 앞의 안(案) 에 놓는 다. 찬이 “부복․

흥․평신”이라고 창하면 하와 왕비는 부복하 다가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하고, 좌우

명부와 의빈․척신도 부복하 다가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다. 음악연주를 그친다.18)18)

진작의 차는 왕 비 효의왕후와 순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제1작을 올릴 때 진

작자는 서쪽 수주정으로 나가고, 제2작의 진작자는 동쪽 수주정으로 이동해 서로 

다른 수주정에서 진작을 시작한다. 한 제2작의 경우 찬이 “궤”라고 하거나 

“부복ㆍ흥ㆍ평신”이라고 창할 때, 왕과 왕비 이하의 참여자는 이러한 의례  행

에 동참하는데 앞서 작을 올린 왕 비 효의왕후는 무릎을 꿇는 것과 “부복ㆍ흥ㆍ

평신”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3작의 경우 왕비 순원왕후가 작을 올릴 때, 앞서 작을 

올린 순조는 순원왕후와 함께 의례  행 에 참여한다. 순조의 경우 왕비 순원왕

후의 순서에서 같은 행 에 참여하지만, 이후 제4작부터 7작까지의 진작자가 작을 

18) 국립국악원, 앞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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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때는 해당되는 참여자만 의례  행 를 행한다. 앞서 작을 올린 사람은 이후 

올린 사람들과 같은 행 를 반복하지 않는다. 

한 상식이 진작자에게 작을 달할 때 진작자가 왕 비, 왕, 왕비의 경우 무

릎을 꿇고[跪] 작을 옮기지만 제4작부터는 진작자에게 작을 달하는데 ‘무릎을 

꿇고’ 라는 표 이 의궤의 기록에 생략되어있다. 이는 진작자의 서열에 따라 달

자의 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09년 진찬의례 진작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빈에게 제3작까지 올리고 난 이후 왕과 왕비가 주빈에게 작을 올린 것과 같은 

차로 왕 비 효의왕후에게도 각각 작을 올렸다는 이다. 이때 순조와 순원왕후

는 왕 비의 주정에 배설된 기물을 통해 총 2작을 올렸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되

는 진작자가 주빈에게 제4작을 올리는 것으로 진작의 과정을 진행하 다.

3.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진작은 작을 올릴 상의 기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소용된 물품은 술상, 

술 단지, 술병, 술잔 등이 있다. 술상은 술 단지, 술병, 술잔 등을 올려놓는 탁자이

며, 술 단지는 작을 올리기 이 에 미리 술을 담아놓는 용기이다. 한 술병은 술 

단지의 술을 술잔에 담기 에 2차로 담는 도구이다. 이는 술잔에 술을 따르기 용

이하기 한 역할을 한다. 술 단지의 술을 국자로 떠서 술병에 담고 그 술병의 술

을 술잔에 담는데, 술병과 술잔은 그 형태와 소재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1809년은 혜경궁이 례를 올린 지 주갑이 되는 해로 이를 경축하기 해 순조

가 주 하여 진찬의례를 거행하 다. 하지만 앞서 진작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행사의 진작 상은 주빈인 혜경궁 뿐만 아니라 왕 비 효의왕후도 포함된다. 

주빈에게 총 7작을 올리는 과정  순조와 순원왕후가 왕 비에게 총 2작을 올렸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행사의 주인공인 혜경궁과 진작자이면서 진작 

상인 효의왕후의 진작 기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진작 상의 기물을 

심으로 기물의 의미와 특징을 악하면서 동시에 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배치

된 같은 종류의 기물과 비교하여 진작 상의 기물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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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혜경궁의 진작 기물 

1809년 진찬의례는 주빈인 혜경궁에게 총 7작을 올렸다. 다음 <표 2>는 1809년 

진찬의례에 주빈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배치된 기물을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배설｣에 기록에 따라 신분별로 구분한 것이다. 

구분 혜경궁 왕 비
왕

왕비

좌․우 명부

의빈․척신

술상 수주정 2좌 주정 1좌 주정 각 1좌 주탁 각 2좌

술 단지 주  2좌

내하

주  1좌

내하

주  각 1좌

내하

주  각 2좌
내하

국자 은작 1개 은작 1개 은작 각 1개 유작 각 2개

술잔

옥작 1좌

[玉爵坫具]

작 1좌

[金爵坫具]

유작 1좌

[鍮爵坫具]

잔 1좌

[金盞坫具]

은잔 1좌

[銀盞坫具]

은잔

[銀盞臺具]

각 2좌

은오정배 

각 1좌
상의원

/袱 紅苧  1건 紅苧袱 1건
紅苧袱 

각 1건

紅袱 

각 1건
내하

술병
은일월병

2좌
상의원

은일월병

 1좌
상의원

은 병

각 1좌
은병 각 2좌

상건 - 상건 1건 호조 상건 각 1건 호조 상건 각 1건 호조

<표 2> 1809년 진찬의례의 신분별 배설 기물 

술상은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수주정, 주정, 주탁을 설치하 다. 그리고 술상의 

수량에 따라 술 단지와 국자[勺]를 배설하 다. 술 단지는 뚜껑을 갖춘 백자 용기

로 그 명칭은 주 이다. 주 은 행사의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배치하여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은 반면 국자는 혜경궁부터 왕비까지 은작(銀勺)을, 좌․우명부와 

의빈․척신의 경우 소재가 다른 유작(鍮爵)을 배설하 다. 혜경궁의 술상은 동쪽

과 서쪽에 2좌를 배설하고 이에 따라 주 도 2좌를 배치하 다. 

그러나 의궤의 ｢배설｣에서 혜경궁의 은작은 수량이 1개로 기록되어있다. 한 

의궤의 ｢기용｣을 살펴보면 은작의 수량은 총 4개로 기록되어 있어 왕 비, 왕, 왕

비에게 각각 1개씩 배설하고 나면 혜경궁의 은작은 1개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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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술상의 기물을 덮기 한 붉은 모시 천[紅苧 ]도 주빈의 수주정을 2

좌 설치한 것과 달리 1건만 배치되었다. 이는 의궤를 기록할 당시 오기인 것인지, 

동․서 수주정  한 곳에만 은작과 홍 포를 설치한 것인지 단정하기 모호하다. 

다만 혜경궁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술상의 수량에 따라 술 단지와 국자 그리고 붉

은 모시 천이 동일하게 배설된 것을 보면 혜경궁 한 비슷할 것으로 단된다. 

이제 본 행사의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배치된 기물을 제외하고 주빈의 술상과 술잔 

 술병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의주｣ ‘경춘  진찬의(景春殿進饌 )’를 살펴보면, 행

사 당일 상식은 경춘  내 동쪽과 서쪽에 수주정 2좌를 설치하 다.19)19)다음 <표 

3>은 1809년 진찬의례에서 혜경궁의 수주정에 배설된 기물이다. 이는 �己巳進表裏

進饌 軌�의 ｢배설｣에 기록된 명칭과 ｢도식｣의 도상(圖像)을 연결하 다. 

수주정 주 은작 은일월병

옥작 작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器用圖｣)

<표 3> 1809년 진찬의례 혜경궁 수주정 배설 기물 

19)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49後, “尙食設壽酒亭二於殿內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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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정은 주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수주(壽酒)를 올리기 해 마련한 술상이

다. 채색된 도상을 통해 그 색상과 형태를 악하면, 수주정은 이층 난간과 호족형 

다리의 붉은 색 탁자이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809년 진찬의례 수주정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器用圖｣, 21後.) 

수주정의 일층은 정면 6칸, 측면 4칸에 상향한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장식하

다. 여의두문은 ‘여의’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평안․

화합․길리(吉利) 등을 상징한다.20)20) 한 이층은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구획되었

고 사각형을 돋을새김 하 다. 그리고 그 를 정자의 난간 형태로 만들고 그 사

이를 녹색의 작고 둥근 방울 모양을 두 개씩 장식하여 술상의 화려함을 더했다. 

한 수주정의 다리는 호족형으로 길게 뻗어있다. 특히 호족형 다리는 체로 족

견(足肩)에 두툼한 만곡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어지며, 밖으로 약간 벌

어지면서21)
21)수주정의 심을 잡고 있다. 

주빈의 술잔은 옥작과 작으로 총 2좌를 배설하 다. 동ㆍ서 수주정을 각각 설

치하 기 때문에 다음 <표 4>와 같이 동 수주정에는 옥작, 서 수주정에는 작을 

1좌씩 배치하 다. 특히 총 7명의 진작자는 본인의 치와 같은 방향의 수주정에 

배설된 작을 통해 술을 올렸다. 

20)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2 �우리나라 통 무늬5; 목공 �, 172면.

21) 의 책,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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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주정 서 수주정 진작탁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1809)� Or.7458, ｢進饌圖｣)

<표 4> 1809년 진찬의례의 동․서 수주정과 진작탁

19세기 거행된 궁 연향에서 작이란 명칭의 술잔을 사용한 것은 본 행사가 유

일하다. 따라서 본 행사에서 사용된 옥작과 작은 ‘작을 올린다’는 진작의 의미를 

가장 잘 구 한 기물이다. 작의 받침을 (坫)이라 하고 작을  에 놓는다. 옥

작과 작의 받침은 모두 이지만 그 형태는 <표 3>과 같이 서로 다르다. 한 

<표 4>의 진작탁을 살펴보면, ‘작’은 수주정에 배설하고, ‘ ’은 진작탁에 배치한 것

으로 악된다. 

옥작은 그 명칭에서 소재를 가늠할 수 있듯, 옥으로 된 술잔으로 복숭아를 반으

로 가른 형태에 술잔의 겉면은 꽃과 기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그 받침으로 

사용된 은 앙에 원형의 수(壽)자를 도안화하고, 그 둘 에 5개의 박쥐문양

을 배치하 다. 한 가장자리를 8개의 박쥐문양이 둘러싸고 있어 꽃잎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박쥐를 한자로 편복(蝙蝠)이라 하는데 편복의 복(蝠)과 복(福)자의 

동음(同音)으로 박쥐를 복을 의미하는 길상으로 여겼다. 특히 5개의 박쥐문양은 

오복(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 다.

한편, 작은 소재가 으로 된 술잔으로 두 기둥과 세 개의 발이 달려 높이가 

다른 잔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면 앙에 모란문양이 시문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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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뇌문(雷紋)을 표 하 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두 개의 상향된 여의두문

이 장식되어있다. 작구(爵口)의 좌측 귀는 둥근 반면, 우측 귀는 뾰족한 형태로 되

어있으며, 두 개의 기둥도 각각 4개의 구슬모양을 연결한 조형  특징을 갖고 있

다. 제기로 사용된 작과 의 무게와 크기는 �국조상례보편�의 도설(圖說)에서 구

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22)22) 

<그림 3> �국조상례보편�의 작과  (출 : �國朝喪禮補編� <奎 3940-v.6> 142면)

다음 <그림 3>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圖說)에 기록된 작과 이다. 작은 술

을 드리는 것(所以奠酒 ), 은 작을 올려놓는 것(所以安爵 )으로 그 용도를 기

록하 다. 그 형태와 용도는 1809년 진찬의례에 소용된 작과 유사하나 앙의 

모란무늬와 하단에 여의두문은 시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

양의 차이가 있는 작을 배설하 다. 작의 받침으로 사용된 은 정방형 으

로 심부에 둥근 원모양의 선을 새겨 그 형태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 을 

표 한 듯하다. 진작 과정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의 둥근 부분에 장수를 기원하

22) �國朝喪禮補編� <奎 3940-v.6> 142-143면. “爵重一斤八兩 軌二斤一兩 口長六寸二分 闊二

寸九分 深三寸三分 內圓徑二寸四分 深寸一分 兩柱高二寸一分 三足高三寸一分 右柱下有扳

金 龍頭半月形 ○坫重二斤九兩 方九寸二分 圓暈徑三寸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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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을 올려놓는 것은 주빈의 장수를 기원하는 진작자의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것을 표 한 상징  행 로 악된다. 본 행사 이후 궁 연향에서 소용된 

술잔은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수량이 확 되었지만 작과 은 배설되지 않는다. 

궁 연향과 련된  의궤 에서 유일하게 작과 을 배설한 행사가 바로 

1809년 진찬의례이다.  

본 행사에서 주빈의 술병으로 은일월병 2좌가 배설되었다. 이는 수주정 2좌에 

각각 한 개씩 배치한 것으로 1795년 혜경궁의 환갑을 경축하기 한 수당 진찬

의례에서 사용된 술병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 1795년 행사를 기록한 �園幸乙卯整

理 軌�의 도상에서 일월병으로 기록되었지만, ｢배설｣을 살펴보면 은일월병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일한 술병으로 악된다. 다음 <표 5>는 1795년과 1809년의 은일

월병, 1829년 은도 일월병, 재 국립고궁박물 에서 소장하고 있는 은제주자(銀

製注子)를 비교하 다.

1795년 銀日月  1809년 銀日月 1829년 銀鍍金日月 銀製注子

�園幸乙卯整理 軌�

<奎14532> 001책 48면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22後

�[己丑]進饌 軌�

<奎14370> 001책 79면

�국립고궁박물  

시안내도록� 155면

<표 5> 은일월병․은도 일월병․은제주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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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은도 일월병은 1795년과 1809년 진찬의례에서 주빈의 술병으로 배치된 

은일월병 보다 그 형태와 장식이 정교하고 화려하다. 하지만 일월을 상징하는 문

양은 유사한 것으로 악된다. 1795년 은일월병의 도상에서 방아 찧는 토끼를 시

문하 고, 1829년 은도 일월병에서 새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존하는 유물을 

통해 그 문양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  시안내도록�의 설

명을 살펴보면, 술병의 “몸체 앞뒤의 앙에는 각각 태양 속에 산다는 삼족오(三

足烏)와 달에서 방아를 찧는 토끼가 선각으로 표 되었다”23)라고23)한다. 이를 통해 

일월병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새와 토끼의 문양을 선각한 술병으로 악된다. 

1809년 진찬의례에서 소용된 은일월병은 몸체와 뚜껑을 연결한 사슬과 앙에 문

양을 시문한 술병으로 이후 물 와 손잡이가 달린 은도 일월병이 배설되기 이

의 술병으로 확인된다. 

2) 효의왕후의 진작 기물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의주｣ ‘경춘  진찬의(景春殿進饌 )’를 살펴보면, 행

사 당일 상식은 동쪽 기둥 밖에 1좌, 서쪽 기둥 밖에 2좌의 주정을 설치하 다.24)24) 

이는 총 3좌의 주정으로 왕 비, 왕, 왕비의 술상이다. 왕 비와 왕비의 주정은 서

쪽 기둥 밖에 설치되고, 왕의 주정은 동쪽 기둥 밖에 설치되었다. 다음 <표 6>은 

1809년 진찬의례의 효의왕후 주정에 배설된 기물이다. 이는 �己巳進表裏進饌 軌�

의 ｢배설｣에 기록된 명칭과 ｢도식｣의 도상을 연결하 다. 

23) 국립고궁박물 , 2011 �국립고궁박물  시안내도록�, 155면.

24)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15前, “又設酒亭三於楹外 一於東邉楹外 二於西邉楹外並隨

地之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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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은일월병 주 은작 유작

유 잔 은잔 은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器用圖｣)

<표 6> 1809년 진찬의례 효의왕후 주정 배설 기물 

왕 비의 진작 기물은 본 행사의 주빈과 부분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는 술상

과 술잔이다. 술상의 명칭은 주정으로 이층난간이 존재하지 않는 탁자이다. 이층난

간이 존재하지 않은 탁자이기 때문에 붉은색 바탕에 녹색 깃을 두른 상건을 덮어 

장식하 다. 특히 본 행사에 배설된 주정을 살펴보면 상건이 덮여있어 그 형태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1795년 수당 진찬의례에서 배설된 수주정에 한 일성록의 기록을 살

펴보면 “번주홍고족상이며 상건으로 덮는데 붉은색 바탕에 녹색 깃을 두르며 모든 

경 주(輕光紬)를 사용한다.”25)고25)하여 이층난간이 존재하지 않는 평상으로 <그림 

4>와 같다. 따라서 본 행사에 배설된 주정의 형태가 을묘년에 배설된 수주정의 모

습과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 좌․우 명부와 의빈․척신의 술상인 주탁의 

25) �日省 � 正祖 19年 乙卯(1795) 6月17日 丙申, “壽酒亭二坐一設於東楹之內予稱觴之所一

設於西楹之內中宮殿稱觴之所亭是燔朱紅高足床覆以床巾紅質綠領皆用輕光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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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도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도상을 

통해 주정과 동일한 것으로[酒卓同]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효의왕후의 술병은 본 행사의 주

빈인 혜경궁과 동일하다. 이는 본 행사

를 주도한 순조가 주빈과 왕 비 효의왕

후의 상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

인다. 은일월병은 효의왕후에 한 순조

의 배려와 혜경궁의 상을 상징하는 기

물로 악된다.

효의왕후의 술잔은 유작과 잔, 은잔 

등 총 3좌를 배치하 다. 유작은 주빈의 

작과 형태는 같지만 소재를 놋쇠로 달

리하 다. 한 잔은 작과 형태가 다

른 술잔으로 6층에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하 고, 손잡이가 있다. 주빈의 술잔이 

작의 종류만 사용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은잔은 소재를 은을 사용한 술잔으로 문양

이 시문되지 않은 술잔으로 보인다. 잔은 에 은잔은 은 에 놓았다. 

왕 비에게 작을 올린 횟수와 배설된 술잔의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 왕과 왕비

가 왕 비에게 총 2작을 올린 반면 주정에 배설된 술잔은 총 3좌이기 때문이다. 

본 행사의 주빈인 혜경궁에게 총 7작을 올리지만 동․서 수주정에 각각 한 개씩 

술잔을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왕 비에게 다양한 술잔을 배설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술잔은 진작 과정에서 그 쓰임새의 필요에 따라 본래  기능을 수

행하기 해 배치하지만 더불어 진작 상자의 상과 권 를 상징하는 기물이라 

할 수 있다. 주빈의 술잔이 소재와 장식으로 주빈의 상을 표 한 것이라면 왕

비의 술잔은 다양한 형태와 수량으로 권 를 시각화 하 다.

<그림 4> 1795년 수당 진찬의례 수주정

(출 : �園幸乙卯整理 軌� <奎14532> 

001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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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작자의 배설 기물

본 행사를 주도한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의 주정에 배설된 기물을 살펴보면 다

음 <표 7>과 같다. 이는 �己巳進表裏進饌 軌�의 ｢배설｣에 기록된 명칭과 ｢도식｣

의 도상을 연결하 다. 

주정 은 병 주 은작 은잔 은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器用圖｣)

<표 7> 1809년 진찬의례 왕과 왕비 주정 배설 기물

본 행사에서 왕과 왕비는 주빈에게 제2작과 3작을 올렸다. 한 주빈에게 진작을 

마치고, 왕 비 효의왕후에게도 작을 올렸다. 이들에게 배설된 기물  술상과 술 

단지  국자는 왕 비 효의왕후와 동일하다. 주 과 은작의 경우 주빈, 왕 비, 왕

과 왕비 모두 동일한 기물이기 때문에 술상과 술병, 술잔을 심으로 살펴본다. 

왕과 왕비의 술상은 주정으로 앞서 살펴본 효의왕후의 술상과 동일하게 상건을 

덮은 평상이다. 한 술잔은 받침을 갖춘 은잔을 각 2좌씩 배치하 다. 은잔과 은

은 왕 비 효의왕후의 경우에도 배설된 술잔으로 왕과 왕비 주정에 배설된 기물

은 효의왕후의 기물과 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은 술병, 은 병이

다. 은 병은 본 행사에서 소용된 술병  가장 화려한 형태이다. 

<그림 5>에서 왕의 주정(왼쪽)을 살펴보면 은 병 이외의 술병이 배치되어 있

는데, 이것은 ｢器用圖｣의 도상  자병(磁 )과 유사하다. 하지만 �己巳進表裏進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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軌�의 ｢배설｣에서 왕의 주정에 배치된 기물  자병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이는 

｢기용｣에서 숙설소(熟設所)에서 사용하는 물품  사기병[沙 ] 10좌에 한 기록

이 있는데 도상의 자병과 동일한 것으로 악된다.

<그림 5> 1809년 진찬의례 왕과 왕비 주정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1809)� Or.7458, ｢進饌圖｣)

  

다음 <표 8>에서 1809년 진찬의례에 배설된 은 병을 살펴보면, 몸체는 표주박

형으로 뚜껑과 손잡이가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손잡이 에 황을 만들어 

뚜껑과 연결된 사슬을 입으로 물고 있는 형태이다. 황은 고상하고 품  있는 모

습을 지녀 왕비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며 태평성 를 고하는 상서로움을 상징

하기도 한다.26)26)술병의 몸체는 물 와 연결되어있고, 그 연결 부분과 술병의 간

부분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연꽃을 장식하 다. 한 술병의 굽에는 세 개의 하

향하는 여의두문이 시문하여 연꽃을 받치고 있다. 

26) 문은배, 2012 �한국의 통색�, 안그라픽스,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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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1759년 1762년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23前

�英祖貞純王后嘉禮 

都監 軌�<奎 13102>

002책, 121면

�正祖孝懿王后嘉禮 

廳 軌�<奎 13114> 

002책, 208면

1802년 1837년 1852년 1866년

�純祖純元王后嘉禮都

監 軌�<奎 13122> 

002책, 92면

�憲宗孝顯王后嘉禮都

監 軌�<奎 13139> 

001책, 70면

�哲宗哲仁王后嘉禮都監

軌�<奎 13147>

002책, 88면

�高宗明成皇后嘉禮都監

軌�<奎 13153>

002책, 92면

<표 8> 은 병(銀鳳 )

특히 조선시  은 병에 한 기록은 부분 가례도감 의궤에서 그 소재와 무

게를 확인할 수 있다.27)27) 하는 조선시  가례도감 의궤에 기록된 은 병은 동

뢰연(同牢宴)에서 소용된 기물로 병을 신해서 배설되었다. 가례도감 의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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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병 도상 여부는 차이가 있지만, 의궤의 도상이 존재하는 은 병을 살펴보

면 <표 8>과 같이 그 형태가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1809년 진찬의례의 은 병과

는 술병의 몸체와 황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은 병의 명칭은 동일하지만 연

향에서 사용된 은 병이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다. 주빈과 왕 비의 술병과 비교할 

때 왕과 왕비의 술병으로 은 병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기물을 배치한 것이다. 

한 본 행사 이후의 궁 연향에서 은 병은 더 이상 배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

병은 본 행사를 주도한 순조의 특별한 선택이며, 이는 국왕의 엄을 해 배치한

기물이라 할 수 있다. 

주빈에게 제4작부터 7작을 올린 진작자는 좌․우 명부와 의빈․척신의 반수로 

배설된 기물은 다음 <표 9>와 같다. 술상의 형태는 주정과 동일하지만 그 명칭은 

주탁이다. 주 은 본 행사의 주빈과 진작자가 모두 동일하고 국자는 동일한 형태

지만 놋쇠로 소재가 다르다. 한 술병도 문양과 장식이 없는 은병을 사용하고 술

잔은 은으로 된 5개의 술잔, 은오정배를 배설하 다. 이처럼 좌․우 명부와 의빈․

척신의 반수에게 배설된 기물은 주 을 제외하고 주빈과 왕 비, 왕과 왕비의 기

물과 소재와 형태, 명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27)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 軌�<奎 13102> 002책, 121면. “銀鳳瓶盖鎻具一㘴重四十七兩所入, 

鍍黄金四戔水銀一两五戔五味子三升法油五合艮水三瓶豆飛陋一升, 正鐵絲十八尺砒礵一两白

休紙十两硼砂五戔黄蜜二两松脂四斤白, 塩三升山猪毛五戔汗音銀五戔.”; �正祖孝懿王后嘉禮

廳 軌�<奎 13114> 002책, 211면. “金鳳 一坐代銀鳳 蓋鎖具一坐, 重五十三兩所入, 五味

子三升法油五合艮水三 豆飛陋一升正鐵絲十八尺砒礵, 一兩硼砂五戔白休紙十兩黃蜜二兩松

脂四斤白鹽三升山猪毛五戔.”;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 軌�<奎 13122> 002책, 118-119면. 

“天銀鑄成, 左有耳上 齊以承注酒, 右有鳳口含銀絲以屬 盖並鍍黃金.今畨以, 內在入用故

依五禮 所載及己卯 軌所載 大略圖式以備後 而 圓径長廣不能詳 .”;�憲宗孝顯王后嘉禮

都監 軌�<奎 13139> 002책, 90면. “銀鳳瓶天銀鑄成左有耳上 瓶齊以承注酒右有鳳口含銀

絲以属瓶盖并鍍金○今番銀器并自户曺造成, 故依壬戌 䡄所在 大略啚式以備後 而圎經長

廣不能詳 .”;�哲宗哲仁王后嘉禮都監 軌�<奎 13147> 002책, 88면. “銀鳳瓶天銀鑄成左有

耳上 瓶齊以承注酒右有鳳口含銀絲以屬瓶盖並鍍金.”; �高宗明成皇后嘉禮都監 軌�<奎 13153> 

002책, 92면. “天銀鑄成, 左有耳上 齊以承注酒, 右有鳳口含銀絲以屬 盖並鍍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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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 은병 주 유작 은오정배

(출 : �己巳進表裏進饌 軌� Or.7458, ｢器用圖｣)

<표 9> 1809년 진찬의례 주탁 배설 기물

궁 연향의 진작 과정에 배설된 기물은 사용자의 계에 따라 형태와 소재, 그

리고 명칭과 수량 등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사의 주 자가 선택한 기물을 통해 

주 자의 의도와 의지를 시각 으로 표  할 수 있다. 술잔은 진작 상의 상 

강화를 해 선택 으로 배치하 고, 술병은 왕의 권 를 상징하는데 효과 인 수

단이 되었다. 이는 본 행사에서 진작 상의 상과 왕의 권   어떤 것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기물의 배치가 달라진다. 물론 왕실의 의례가 형식과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수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정한 형식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

것을 결정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1809년 진찬의례는 혜경궁의 례 회갑을 경축하기 해 순조가 주도하여 2월 

27일 창경궁 경춘 에서 거행되었다. 이는 순조의 친정(親政) 이후 왕권을 견제할 

왕실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거행된 첫 번째 행사이다. 당시 순조는 왕의 

권한과 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 이었고 이를 해 효(孝)를 

실천하는 의식을 거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 연향의 주빈과 행사를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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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참여자들의 계를 통해 연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작 과정과 이에 소

용된 기물의 종류와 수량  차례 등을 살펴보았다. 

궁 연향은 주빈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진작 차에 을 맞춰 의식이 거

행된다. 특히 진작은 연향의 거행 목 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진작자의 역할이 요하다. 본 행사는 총 7명의 진작자가 혜경궁에게 총 

7작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진작자가 주빈의 술상으로 이

동하면, 상식이 작에 술을 채워 진작자에게 해 다. 작을 받은 진작자는 헌수작

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작을 달자에게 주면 진작탁 에 올린다. 이후 진작자

가 올린 치사를 읽고 주빈은 진작자와 행사의 기쁨을 나 다고 선지한 후 작을 비

운다. 그리고 달자는 다시 작을 주빈의 술상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러한 차에

서 의례  행 가 이루어지는데 앞서 작을 올린 사람은 다음 사람의 행 에 참여

하지 않는다. 이는 진작의 순서가 진작자의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서(次序)에 

따라 의례  행 에 한 수고로움에 차이를 둔 것이다. 한 진작자의 계에 따

라 달자는 진작자에 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작을 올리는 자리의 치도 구

분하 다. 

진작 과정에 소용되는 기물은 행사의 규모, 목 ,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무엇보다 헌수의 상과 주 자의 계에 따라 주 자의 의도가 가장 많이 반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진작 기물이다. 

진작 기물의 종류는 크게 술상, 술 단지, 술병, 술잔으로 구분된다. 궁 연향을 주

도한 왕은 효를 실천하는 의식을 통해 축된 왕실의 상과 권 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 하 고 이러한 시도는 진작 기물을 통해 악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진작 기물의 문헌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주정은 주빈에게만 배설된 기물이며, 본 행사의 거행 목 을 가시화

하는 수단이 되었다. 주빈의 장수를 기원하며 수주를 올리기 해 배설된 술상으

로 본 행사에서는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여 진작자의 자리와 같은 방향의 수주정에 

배설된 기물을 통해 작을 올렸다. 둘째, 은일월병은 주빈과 왕 비 효의왕후에게 

동일하게 배설된 기물로 혜경궁과 왕 비의 동등한 상을 보여 다. 해와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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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새와 토끼의 문양을 선각한 은일월병은 본 행사를 주도한 순조가 진작 

상인 주빈과 왕 비의 상을 고려해 배치한 것이다. 한 은 병은 왕의 권한

을 시각화한 기물로 순조의 권 를 상징한다. 셋째, ‘작’과 ‘ ’은 진작의 의미를 구

한 기물로 술잔인 ‘작’은 수주정에, 받침인 ‘ ’은 진작탁에 배설하 다. 특히 술

잔의 경우 진작 과정에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해 배설된다. 하지만 다양한 

술잔의 배치는 진작 상의 상과 권 를 강화시키기 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궁 연향의 진작 과정에 배설된 기물을 종합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특히 진작 과정이 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었고, 배설된 진작 기물은 무엇이

며, 그 게 배치된 이유를 규명하 다. 한 배설된 진작 기물의 특징을 해당 연향

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분석하 다. 이는 진작 기물이 사회  맥락 속에서 구성원

들 간에 부여된 시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조선시  궁

연향에 한 연구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논문투고일(2018. 11. 12),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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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injak articles of Jinchan Ceremony in 1809

Lee, A-Lum

Jinchan Ceremony in 1809 was held in Gyeongchunjeon on February 27 under Sunjo to 

celebrate  Hyegyeonggung’s 60th Gwalrye. This event was arranged by the process that a 

Jinjak person offered total 7 jaks to Hyegyeonggung through the guests of honour. 

Therefore, this study grasp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ests of honour and the Jinjak 

person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set Jinjak articles. Especially, 

the articles of the guests of honour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m because the act to 

offer alcoholic is done by them. And the articles of the guests of honour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articles of the Jinjak person with them as the method to materialize 

them more. 

Several characteristics could be checked through the literary review of the Jinjak articles 

like this: First, Sujujeong became a means which wished Hyegyeonggung’s longevity and 

visualize the purpose of this event with the set articles. Second, Eunilwolbyeong became 

the articles which symbolically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yegyeonggung and 

Hyoeuiwanghu and the Wangdaebi hierachy. Third, Jak and Jeom became the articles 

which most materialized the meaning of Jinjak as the only glasses and saucers used in 

this event among court banquets of the Joseon Dynasty. The Jinjak articles are the 

products of the times which were given to the members in the soci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studies on court banquets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future. 

Key words : Jinchan Ceremony, Jinjak articles, Hyegyeonggung, Sujujeong,              

Eunilwolbye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