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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궁궐 내 왕 어진 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 *

이 민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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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제국기 어진 안처 건립과 고종의 황제 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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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양 풍경궁 건립과 황제권 신성화

4. 맺음말

1. 머리말

국왕의 상화를 御眞이라고 한다. 선왕의 어진이 제례의 상이라면 왕의 

어진은 국왕 자신을 표상화 하는 수단이었다. 재  시기 자신의 어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국왕은 숙종이었다. 숙종은 1695년(숙종 21) 江華府에 

건립된 長寧殿에 자신의 어진을 안하게 하 다.1) 이후 조는 경희궁 泰寧殿, 

강화도 萬寧殿, 毓祥宮, 정조는 창덕궁 규장각, 수원 華城 顯隆園 재실, 景慕宮 

*  이 논문은 2020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0 

S1A5B5A17090048)이며, 필자의 박사학 논문(2021 �고종  궁궐  禮空間 정비의 지향�,

서울 학교 국사학과)의 2장 내용을 토 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

1) �肅宗實 � 권29, 숙종 21년 8월 7일(丙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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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廟樓 등에 자신의 어진을 안하 다. 이때 왕 어진 안처는 私親을 향한 

孝心을 표 하는 장소 으며, 나아가 그 자체로 국왕의 권 를 표상하는 공간이

기도 했다. 때문에 국왕은 자신의 어진을 안하는 각을 세움으로써 自在하는 

장소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2) 

기존 연구는 왕 어진 안처의 의미를 국왕의 상 강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왕의 어진 도사를 선왕 어진 안처 확 와 연동하여 해석하 을 

뿐 그 자체의 의미에 천착하지는 않았다.3) 그러나 선왕 어진 안과 별도로 왕 

어진 안처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숙종  왕 어진 안처가 처음 조성

된 이후,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우면서 어진 안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 기 이기도 하지만 창덕궁 후원에 

세워졌던 왕실 도서수장처이자 왕 어진 안처의 각명이기도 했다.4) 그간 규

장각 연구는 왕실 도서 이자 정조의 개 을 한 정치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5) 반면 ‘규장각’에 왕의 어진을 안했다는 사실, 환언하면 어진 안처로

서의 ‘규장각’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고종  반기 규장각 역시 정

치 기 의 에서 연구되었을 뿐이다.6) 그러나 고종시기 각 ‘규장각’은 물론 

‘규장각’을 계승한 건물들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규장각’이 국왕

의 自在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선왕의 권 를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각이었기 때문에 흥선 원군은 각 ‘규장각’에 주목했고, 고종은 ‘규장각’을 계

승한 건물들을 궁궐 내에 지속 으로 건립하 다. 

2) 김지 , 2003 ｢肅宗ㆍ英祖代 御眞圖寫와 奉安處所 확 에 한 고찰｣ �奎章閣� 27, 76-77면.

3) 김지 , 2003 의 논문; 신명호, 2005 ｢ 한제국기의 御眞 제작｣ �朝鮮時代史學報� 33; 

조인수, 2004 ｢ 통과 권 의 표상: 高宗代 太祖 御眞과 眞殿｣ �미술사연구� 20; 유재빈, 

2011 ｢조선후기 어진 계 의례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김지 , 2011 ｢19세기 眞殿  

御眞奉安處 운 에 한 연구｣ �藏書閣� 26; 金世恩, 2013 ｢조선시  眞殿 의례의 변화｣ 

�震檀學報� 118.

4) 앞으로 각을 가리키는 경우, 기 으로서 규장각과 구별하기 해 ‘규장각’이라고 표기하

겠다.

5) 薛錫圭, 1984 ｢奎章閣 硏究(上)｣ �大丘史學� 29; 1984 ｢奎章閣 硏究(下)｣ �大丘史學� 29; 

이태진, 1994 ｢규장각 史｣ �왕조의 유산: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정옥

자, 2006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奎章閣� 29. 

6) 延甲洙, 1994 ｢고종 기(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 �奎章閣� 17.



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ㆍ175

특히 고종은 親政 직  숙종  이후 형성된 왕 어진 제작과 안의 통을 

계승하여 궁궐 내에 왕 어진을 안하는 각인 건청궁 내 문각을 시작으로 

집옥재, 수옥헌, 풍경궁 등을 건립하 다. 문각, 집옥재, 수옥헌 연구는 궁궐의 

통 건축과 달리 새로운 외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에 우선 주목하여, 각 건물

이 갖는 의미를 근  서구 문물의 극  수용 의지 차원에서 해석하 다.7)  

경복궁 내 건청궁과 평양에 세워진 풍경궁은 친정 의지의 발 , 황제의 엄 강화

라는 차원에서 각각 분석되었다.8) 그러나 이들 건물들은 새로운 문물의 유입, 

는 정치  지향의 발  지표이기 이 에 왕의 어진 안처라는 용도로 지어졌다.

이 에서는 정치기구인 규장각과 구분하여 창덕궁 후원에 건립된 각 ‘규장

각’이 어진 안처로서 고종  어떻게 계승되는지 연속성의 에서 분석할 것

이다. 구체 으로 건청궁, 문각, 집옥재, 수옥헌, 풍경궁이 숙종  이래의 통

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진 에 주목하여, 이들 건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고종의 정치  지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1870-1880년  어진 안처 건립과 고종의 국정 주도

1) 건청궁 건과 규장각 계승의 시각화

경복궁 건을 비롯한 흥선 원군 주도의 인 공사가 마무리되어 건도

감이 철 된 1872년 9월 이후 고종은 경복궁 후원에 건청궁을 건하기 시작했

다. 이는 공개 인 차를 거치지 않고 고종 개인의 의사에 따라 비 리에 진행

되었다. 그러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 부호군 강진규의 상소를 통해 건 사

7) 이태진, 2000 ｢1880년  고종의 개화를 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 의 재조명�, 태학

사; 안창모, 2009 �덕수궁: 시 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심에 서다�, 동녘; 장 숙, 2012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 사연구� 61.

8) 유홍 ․김 철, 2007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와; 김윤정ㆍ서치상, 

2009 ｢ 무 6년의 평양 풍경궁 창건공사에 한 연구｣ �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9); 박 형, 2015 ｢1899년 평양개시 이후 평양성 외성 공간의 재편 과정｣ �한국학연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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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조정에 알려졌다. 이때 건청궁에 해 고종은 자신의 뜻 로 옛 터에 조상

의 뜻을 받들어 건물을 세웠을 뿐이라고 설명하 다.9) 좌의정 강로는 건청궁의 

성격을 “御眞을 안하는 곳”으로 규정하 고, 우의정 한계원은 건청궁이 창덕궁

의 “주합루와 서향각을 본뜬 건물”이라고 밝혔다.10) 이를 통해 건청궁은 곧 정

조  규장각 2층 주합루를 이어받아 세워진 왕의 어진 안처임을 알 수 있다.

왕의 어진 안처를 처음 마련한 국왕은 숙종이었다. 숙종은 1695년(숙종 

21)에 강화부에 ‘長寧殿’을 세우고 자신의 어진을 안하게 했다. 숙종이 왕 

어진 안을 한 眞殿을 건립할 때 신하들은 비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숙

종은 국왕의 어진 앞에 격식을 갖춘 사배례를 요구하여 철시킴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었다.11) 숙종 재  기간에 논란의 상이었던 왕 어진 안처는 숙

종 사후 더 이상 논란의 상이 되지 못했다. 선왕의 사업이라는 권 는 구도 

침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조는 강화부 만녕 과 경희궁 태녕 에 자

신의 어진을 안하게 하 다.12) 이어서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워 

2층 주합루에 자신의 어진을 안하게 했다. 정조는 선  국왕들의 각종 기록을 

안하기 해 건립한 ‘규장각’ 2층에 자신의 어진을 안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로써 숙종ㆍ 조  단일 각에 어진을 안했던 례와 차이가 생겼다.

‘규장각’은 원래 숙종의 명으로 1693년(숙종 19) 선왕의 어제ㆍ어필 등 선 와 

련된 기록을 안하기 해 종부시에 세운 각이었다. 이곳에 숙종은 列聖御

製 板本이나 璿源譜略의 新  본 등을 안하고, 어필 편액을 걸었다. 이때 

‘규장각’은 선왕과 련된 서 을 안하기 한 종부시의 부속 각일 뿐이었

다.13) 정조는 1776년 즉  직후 具允明, 蔡濟恭 등에게 명하여 조의 어제를 

편집하여 목 에 새기고, 御墨을 모사하여 돌에 새겼으며, 흩어져 있는 어제를 

謄寫하여 1본은 조의 능인 元陵에 안하고 1본은 궁궐 내 別殿에 임시로 

안하게 한 후 열성조의 어제와 어필을 안할 각을 창덕궁의 후원에 세우게 

 9)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5월 10일.

10)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8월 19일. 

11) 숙종  왕 어진 안처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김지 , 앞의 논문, 62-69면 참조.

12) �國朝寶鑑� 권60, 癸丑 9年(1733); �英祖實 � 권60, 조 20년 8월 20일(甲子).

13) �宗簿寺謄 � 권1(奎1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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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어 정조는 종부시에 있던 ‘규장각’ 편액을 창덕궁 후원에 새로 지은 건

물에 옮겨서 걸게 했다.14) 그리고 1781년(정조 5) 정조는 자신의 어용을 도사하

여 ‘규장각’ 2층 주합루에 안하게 하 다.15) 규장각 각신들이 어진을 심할 

때 사배례를 행하는 의 은 정조 에 정리한 典禮書 �春官通 �에 반 되었

다.16) 이후 규장각은 역  국왕의 을 안하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정치

기구로 변모하 다. 규장각은 문화정책 추진을 한 핵심부처로 부상하 으며, 

규장각의 직책은 ‘淸華之職’이라 불릴 정도로 료 체제의 심이 되었다.17)

‘규장각’ 각 건립과 ‘규장각’  移揭는 정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조

는 숙종의 어필 을 새로운 ‘규장각’ 건물로 옮김으로써 선왕의 사업을 이어받

아 확장시킨다는 계지술사를 표 함과 동시에 규장각이라는 정치기 에 권 를 

부여할 수 있었다. 정조 사후 세도가문에서 규장각을 장악하면서 규장각의 정치

 성격은 약화되었으나 정조가 심 을 기울여 육성했던 기 이었던 만큼, 김조

순은 규장각 제학  검교제학을 지내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의 하나로 삼을 수 

있었다.18) 흥선 원군은 고종 원년 세도가문의 향력 아래 있는 규장각의 권한

을 약화시키고, 종친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숙종  종부시에 

건립한 ‘규장각’을 종친부로 옮겨짓고 창덕궁 후원에 있던 ‘규장각’ 숙종 어필 

을 종친부로 옮긴 ‘규장각’에 걸었다.19) 

흥선 원군의 향력에서 벗어나 親政 의지를 보여주기 해 1872년 고종은 

14) �正祖實 � 권2, 정조 즉 년 9월 25일(癸巳); ‘규장각’ 창건의 내력에 한 연구는 이태

진, 1994 ｢규장각 史｣ �왕조의 유산: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참조.

15) 정조는 숙종  만녕 과 조  태녕 과 같은 별도로 새로운 각을 설치하지 않고 송

나라 天章閣의 규례에 따라 ‘규장각’에 어용을 만들어 안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약하

고 古例를 원용한다고 밝혔다[�奎章閣志� 권1, ｢奉御眞｣(이세열 역주, 2011 �奎章閣志 

上�, 한국학술정보(주), 126면)]. 이로써 ‘규장각’은 서 의 보   편찬 기능에 왕 어

진 심 기능의 성격을 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장각’ 내에 어진 안 공간을 조성함으

로써 얻는 효과가 비용 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각신의 임무가 확 됨에 따라 

규장각은 선왕의 어제  어필과 왕의 어진을 주 하는 청으로 시될 수 있었다. 

16) �春官通 � 권68, ｢嘉禮｣ “御眞奉審  今 ”

17) 정옥자, 2007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조선시 문화사�(상), 

일지사, 391면.

18) 오수창, 1990 ｢정국의 추이｣ �조선정치사(1800~1863) 상�, 청년사, 84면.

19) 延甲洙, 1994 ｢高宗 初中期(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 �奎章閣� 17, 59-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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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 왕의 어진을 도사할 것을 명하 다.20) 흥선 원

군은 ‘규장각’ 각과 을 옮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상화를 그곳에 안할 

수는 없었다. 이는 선왕의 뜻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재의 국왕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상징  장치 기 때문이다. 고종의 어진 도사와 안은 흥선 원군을 배

제하고 자신의 권 를 높이면서 정통성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이

와 함께 고종은 정조가 즉  직후 궁궐 후원에 ‘규장각’을 세웠던 것을 계승하여 

경복궁 북쪽 권역에 건청궁을 새로 지었다. 건청궁은 왕의 어진과 列聖 어제

ㆍ어필  다량의 도서 수장을 목 으로 공간 확장에 유리한 경복궁 북쪽 권역

에 건립되었다. 

건청궁은 기본 으로 시어소와 어진 안처, 도서수장처가 하나의 권역을 이루

고 있었다. 국왕의 시어소 장안당, 궁  곤녕합, 그리고 장안당 북쪽 문당

(이후 문각)이 그것이다. 이 모든 건물을 아울러 건청궁이라고 하 다. 문당

은 건청궁 권역에서 왕의 어진 안과 도서 수장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

었다. 그리고 규장각 원에게 어진과 도서를 리하게끔 하 다. 그러나 1872년

에 그려진 고종의 어진을 곧바로 건청궁에 안할 수는 없었다. 어진의 완성 시

기보다 건청궁의 건 시 이 1년가량 늦었기 때문이다. 1872년에 완성된 고종

의 어진은 修政殿에 임시로 안되었다. 수정 은 고종의 경복궁 이어 후 국왕

이 신과 수령, 입격 유생 등을 소견하는 편 으로 사용되다가 고종 어진 완성 

후 잠시 어진 안처로 활용되었다. 규장각 원들은 1872년 10월 15일 어진 심

을 시작으로 매월 하루와 보름, 정기 으로 어진을 심하 다. 

후술하겠지만 고종은 건청궁 주변공간을 창덕궁 후원 ‘규장각’ 일 와 같이 선

왕의 어제, 어필을 심으로 한 도서 수장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순

희당에서 시작된 화재로 경복궁 내  역이 불타면서 고종은 창덕궁으로 이어

했고, 건청궁은 고종의 의도 로 활용될 수 없었다. 순희당은 원래 잠겨있던 

각이었기 때문에 실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이었지만 화재의 원인은 끝내 밝

내지 못했다. 다만 친정 체제를 구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이 자경 에 

머문 시각에 자경  권역의 잠겨있는 각인 순희당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는 

20) �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1월 1일; 5월 3일.



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ㆍ179

사실은 군가가 원군의 

정책을 부정하고 친정을 하

려는 고종에게 보내는 경고

던 것으로 추측된다.21) 

한 겨울이라 경회루의 물이 

얼어붙어 화재 진압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국왕

의 거처를 히 옮기지 않

을 수 없었다.22) 1873년(고

종 10) 12월 17일에 고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하 다.23) 

창덕궁 이어 후 경복궁 

수정 에 안되었던 고종

의 어진은 창덕궁 ‘규장각’ 

권역 내 서향각에 안되었

다. 고종은 1873년 화재 이

후 창덕궁으로 이어하고 나

서 곧바로 경복궁을 수리하

여 환어하고자 하 다. 그러나 재정문제로 수리가 지연되었고, 고종은 결국 공사

가 채 끝나기 인 1875년(고종 12) 5월 28일 경복궁으로 환어하 다.24) 주요 

건물의 큰 틀이 복구된 9월에 고종은 수정 에 안된 어진과 교명ㆍ책보를 건

청궁의 문당으로 옮겨 안할 것을 명하 다. 이로써 비로소 건 목 에 맞

게 건청궁 권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25) 문당으로 고종 어진을 옮기면서 

문당의 명칭은 문각으로 바 었으며, 어진 임시 안처로 쓰 던 수정 은 

21)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12월 10일. 

22)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12월 10일.

23)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12월 20일. 

24)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5월 28일. 

25)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9월 3일; 고종 13년(1876) 4월 1일.

<그림 1> 건청궁의 배치(비고: 문화재청, 2006 �景福宮 

乾淸宮 重建 報告書� 365면, 건청궁 배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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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목 에 맞게 편 으로 성격이 변화하 다. 수정 의 왕 어진을 문각

에 이 한 후에 창덕궁 선원 으로 옮겼던 선왕의 어진을 경복궁 선원 으로 옮

김으로써 경복궁 이어가 마무리되었다.26) 

문각에 어진을 이 함으로써 고종은 드디어 자신의 구상 로 경복궁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워 도서수장의 공간을 먼

 마련한 후 왕의 어진을 안했던 데 비해 고종은 왕 어진 안처인 건청

궁을 먼  세운 후 건청궁 주변 공간에 다양한 문헌을 수장하고자 했다. 緝敬

은 건청궁 부근에 도서수장을 해 세워진 표 인 건물이었다.27) 고종은 �

회통�에서 종친부가 장하도록 되어 있던 ‘ 進兩宮衣襨’ 기능을 규장각이 담

당하게 함으로써 규장각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1874년(고종 11) 6월 정조 이

후 규장각에서 어든 것을 어 올리라는 지시를 내리고, 같은 해 10월 내각의 

제반 차를 복구하라고 명하 다.28) 이와 더불어 고종은 흥선 원군이 사용을 

지하도록 명하 던 牙牌 사용을 지시하 다.29) 아패는 정조가 내각의 신하들

에게 규장각에서 리하는 도서 열람의 편의를 해 제공했던 표신이었다. 이처

럼 고종은 흥선 원군에 의해 비 해진 종친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규장각의 기

능을 강화시키기 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3년  화재사건으로 불탄 교태 을 비롯한 경복궁의 내  공사가 마무리 된

지 겨우 7개월 만인 1876년 11월 4일 내 에서 다시 형 화재가 발생했다.30) 

이때의 화재가 실화인지 방화인지는 역시 밝 지지 않았다. 다만 연이은 형 

화재는 정세의 불안을 더욱 가 시키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했다.31) 고종이 다시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건청궁 문각에 안했던 국왕의 玉冊과 玉寶, 왕

26)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9월 6일.

27) 집경당은 1890년(고종 27) 10월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다. 고종은 건청궁 건립 이후 자신

의 집무처와 개인 도서 을 확장하기 해 집경당을 건립하 다. 황정연, 2007 ｢고종연간 

집경당(緝敬 )의 운용과 궁 (宮中) 서화수장(書畫收藏)｣ �문화재� 40, 219-224면. 

28) 延甲洙, 앞의 논문, 70면.

29) �承政院日記� 고종 11년(1874) 1월 29일.

30)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11월 4일.

31)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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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 옥책과 옥보  왕비의 敎命과 옥책, 金寶와 세자의 교명과 竹冊을 다

시 주합루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32) 고종의 어진은 ‘규장각’ 권역 내 서향각으로 

다시 옮겨졌다.33) 

2) 집옥재  문각 건립과 신문물 수용 의지의 발

고종은 1877년(고종 14) 3월 1일 창덕궁으로 이어하 다. 1873년 화재 피해에

서 복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 인 1876년 11월에 다시 경복궁 내에 형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에 해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 고종은 경복궁 환어 

신 창덕궁에 자신의 지향을 담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1881년 3월 1

일 시작된 창덕궁 壽靜殿 일 의 수리가 그것이다. 

<그림 2> 壽靜殿의 치(고려 학교 박물  소장 �동궐도�)

수정 의 원래 이름은 壽靜 이었다.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환갑을 맞이

하여 존호를 올리고 잔치를 베풀며 수정당이라는 이름이 수정 으로 바 었

32) �承政院日記� 고종 14년(1877) 3월 9일.

33) �承政院日記� 고종 14년(1877)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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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1881년 수정  공사는 단순히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갖춘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때 수정 의 이름이 咸寧殿으로 바

었다. 건물 명칭의 변화는 건물의 사용 목 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함녕 은 

한제국기 경운궁 내 고종의 침  건물과 명칭이 동일하다. 동별당의 당호는 

衍福 , 남별당은 正善 , 서별당은 協吉 , 북별당은 資 으로 정해졌다.35) 

정선당의 경우 상량문이 남아있어 그 건물의 용도가 왕세자의 침 임을 알 수 

있으나 다른 각의 용도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36) 다만 각명을 통해 함녕

은 국왕의 침 , 연복당은 왕비의 침 으로 추정할 뿐이다. 북별당의 명칭은 

처음에 자순당이었으나, 고종의 명에 따라 ‘集玉齋’로 바 었다. 각명을 집옥재

라고 친히 명명한 것을 통해 고종이 집옥재에 해 특별한 심을 기울이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37) 집옥재 상량문을 통해 1881년 지어진 집옥재의 용도가 각

종 서 을 수장하고 국왕이 학문을 궁구하는 일종의 별 이었음을 알 수 있

다.38) 함녕 과 연복당, 정선당, 집옥재  길당의 계를 보여주는 지도는 

재 남아 있지 않아서 그 구체  외형을 알 수 없으나, �東闕圖� 수정  권역의 

형태를 통해 그 치가 조 의 북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규장각’과 ‘건청궁’을 잇는 유사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한 까

닭은 인조반정으로 大內가 모두 불에 탔을 때에도 건재했던 수정 의 내력과 무

하지 않은 듯하다.39) 즉 1876년 11월 경복궁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화재의 피해는 상당히 컸다. 이때

의 화재로 인해 교태 , 강녕 을 비롯해 830여 간이 불탔다. 이곳에 보 되어있

던 列朝의 御筆과 옛 물건, 大寶와 세자의 玉印 외에 옥새와 符信이 부 불탔

다. 고종은 太祖朝에 사용하 던 玉圈子와 宣祖朝에 사용하 던 環 가 불탄 것

34) �正祖實 � 권41, 정조 18년 12월 18일(辛亥). 

35)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7월 22일; 8월 2일. 

36) 韓章錫, �眉山集� 권9, ｢正善 上梁文｣.

37)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9월 10일; 9월 24일.

38) 金炳始, �蓉庵集� 권6, ｢集玉齋 上梁文｣

39) �宮闕志�(서울학연구소 편, 1994 �서울학번역총서 궁궐지�Ⅰ,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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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우 애통해하 다.  列聖朝의 御筆을 구하지 못하고 내에 수장하 던 

서 이 불타 버린 것을 언 하면서 한탄하 다. 내에 있던 어필과 서 은 모

두 불탔으나 내각의 서 은 개유와에 수장되어 화재를 피할 수 있었다.40) 고종

은 이때의 화재를 계기로 열성 어제  어필을 비롯한 선왕의 유품을 안 하게 

안하기 해 防火 기능을 갖춘 서재의 건설에 해 더욱 고민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그 외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경복궁에 이건되어 존하는 집옥

재는 화재에 상 으로 강한 건축 자재인 벽돌로 지어졌다.41)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집옥재가 여타의 다른 궁궐 각과 다르게 국 건축 양

식을 가미한 독특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이다.42) 이는 집옥재를 새로 지을 때 

국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이 시기 개 기구의 명칭을 통리기무아문

이라고 함으로써 ‘친 국’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풍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집옥재는 선왕의 기록과 왕의 어진 안 장소이기도 

했지만, 다양한 최신 서 을 수집하기 한 공간이기도 했다. 때문에 국풍 건

물은 외부 세계, 구체 으로 국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80년  고종은 서구 열강과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척사론이 

팽배한 국내 상황의 변화 없이 이를 실 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고종은 統理

機務衙門이라는 개 기구를 만들었다. 통리기무아문은 청국의 總理衙門의 명칭

과 흡사하여 국의 모델을 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고종은 조선이 내

40)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11월 4일. 

41) 북별당인 집옥재와 서별당인 길당은 고종이 경복궁으로 환어하고 나서 경복궁으로 이

건 되어 계속 어진 안과 도서 수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집옥재의 목부재를 분석한 

결과 집옥재와 길당은 1878년을 후하여 벌채된 나무로 지어진 건물임이 확인되며, 

집옥재와 연 한 팔우정은 최종 벌채 연도가 1889~1890년 사이로, 집옥재ㆍ 길당보다 

10년 정도 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집옥재와 길당은 동시에 지어졌으며, 팔우정은 

집옥재와 길당 이건 당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희ㆍ박원규, 2010 ｢경복

궁 집옥재, 길당  팔우정 목부재의 연륜연  분석｣ �한국가구학회지� 21(1) 참조.

42) 서명수․ 희, 2006 ｢조선후기 淸認識의 변화와 中國風 건축요소의 유행｣ � 한건축

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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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 직면한 정치  기를 돌 하기 해 어떤 식으로든 ‘친 국’ 입장을 

략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43) 1880년(고종 17) 12월 20일 통리

기무아문의 처소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서 비어있던 삼군부로 정해졌고, 

은 민 익에게 쓰게 하 다.44) 고종은 일본, 국 등 다양한 채 을 통해 서구 

문물에 한 정보를 수용하고자 했다. 조선 정부는 軍械 제조 방법을 배우기 

해 국에 학생을 견하 으며, 일본에서 총ㆍ 포ㆍ선박 등에 한 정보를 제

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李元 와 李東仁을 일본으로 견할 것을 결정하

다.45) 그리고 이와 동시에 창덕궁 내에 서구 문물 수용 공간, 집옥재를 새로 마

련한 것이다.

그러나 집옥재의 건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 쯤 함녕

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함녕  문의 주춧돌을 11월 4일에 놓고, 11월 9

일에 기둥을 세우며, 11월 20일에 들보를 올리기로 하 으나,46) 11월 7일 함

녕 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당  행각 150칸이 부 불에 타고 말았다.47) 

고종은 불탄 각의 재건을 서둘러 함녕 과 연복당, 정선당 공사를 1882년 3월

과 4월 사이에 정 부터 상량까지 마무리하고자 계획하 다.48) 그러나 6월까지 

완공되지 못했고, 6월 9일 임오군란이 발발하면서 공사는 잠시 단되었다. 임오

군란을 수습하기 해 원군이 정무를 지휘하면서 함녕  일곽 건을 담당하

는 기 도 고종의 친 군인 무 에서 호조로 바 었고 우여곡  끝에 함녕  

권역이 완공되었다.49) 

완공된 창덕궁 내 집옥재는 제 로 활용되지 못했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

변 이후 고종은 정변의 장이었던 창덕궁을 벗어나 1885년(고종 22) 1월 17일 

43) 강상규, 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논형, 127면.

44) �承政院日記� 고종 17년(1880) 12월 20일; 고종 18년(1881) 1월 10일.   

45)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2월 10일.

46)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11월 2일. 

47)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11월 7일; 11월 8일. 

4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1882) 4월 12일.

49) �承政院日記� 고종 19년(1882)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4일. 



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ㆍ185

경복궁으로 이어했기 때문이다.50) 이에 따라 서향각에 안했던 고종의 어진과 

주합루에 안했던 각 殿宮의 冊寶를 모두 다시 문각으로 옮겼으며, 이 의 

규례 로 문각의 어진은 규장각 원이 하루와 보름에 심하 다.51) 

그런데 1888년(고종 25) 1월 17일 문각에 안했던 어진은 장안당으로 옮겨

서 안되고 문각 개건 공사가 시작되었다.52) 문각은 고종의 극 인 서구

문물 수용 의지를 드러냈던 시기와 맞물려, 러시아 출신 건축기사 사바 이 설

계와 공사를 주 함으로써 새로운 외형으로 세워졌다. 사바 은 문각 공사 

인 1883년 9월 17일에 이미 인천을 통해 입국했다. 이때 사바 에게 부여된 임

무는 왕궁의 도면을 작성하는 일과 불에 타지 않는 宮房을 짓기 한 벽돌제조

요의 계획안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바 이 1883년에 작성한 신왕궁의 도면은 당

시 신왕궁인 경복궁에 세워질 양 을 한 도면이었다. 사바 은 鐵道를 설치

하여 벽돌을 생산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불연성 이엉지붕 설비안도 함께 내놓았

다. 이때 사바 은 제조요 설치 재료와 공임, 그리고 기타 조건을 개진하 으나 

경비가 많이 들어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은 무산되었다.53) 

고종은 궁궐에 불타지 않는 양 을 건축하여 열성 어제와 어필,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국왕을 상징하는 자신의 어진을 지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 서양의 기

술력, 서구문물을 통해 국왕의 권 와 정통성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1883년 불

에 타지 않는 양 을 경복궁에 세우고자 한 것은 갑신정변 이 부터 고종이 경

복궁으로 환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다. 그러다 창덕궁이 갑신정

변의 장이 되자 고종은 경복궁 이어를 단행하 다.54) 경복궁 이어 이후 비용

문제로 무산된 양  신축 계획은 문각 설립을 통해 실 되었다. 

50)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1월 17일. 

51) �承政院日記� 고종 22년(1885) 1월 8일. 

52)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1월 17일. 

53) 金泰中, 1996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 에 한 硏究: 雇傭經緯와 經歷  活動環境을 

심으로｣ � 한건축학회 논문집� 12(7), 109-111면.

54) �高宗實 � 권22, 고종 22년(1885) 1월 17일(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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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복궁 왕 어진 안처(규장각 소장 �북궐도형�)

문각은 왕의 어진 안처이자 도서수장처를 표방하며 세워진 건청궁과 집옥

재의 연장선에 있는 건물이었다. 사바 이 작성한 문각 공사비 내역서에 따르면 

문각은 벽돌과 유리가 들어갔으며 증기보일러가 설치되었고 앞뒤로 복도와 계

단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일부에는 일본산 자재와 일본인 기술자가 투입되었다고 

하 다. 이로써 문각은 작지 않은 규모의 양식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55) 

문각을 양 으로 다시 세우기 한 공사 기간 동안 고종의 어진은 잠시 건

청궁 내 장안당에 잠시 모셔졌다가 보 당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문각이 완공

되기 불과 한 달 인 1891년(고종 28) 7월 13일 고종은 창덕궁에 있는 집옥재

를 옮겨오게 하 다.56) 문각 설계자이자 공사 책임자 던 사바 과 별간역 玄

澤 사이의 갈등으로 문각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각의 기능을 신할 건물로 집옥재를 이건했던 것이다.57) 이때 보 당 개건과 

집옥재 이건을 명하 는데, 이건 명령 한 달 후인 8월 13일 건청궁 권역 내 궁

55) 金泰中, 앞의 논문, 113면; 고려 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구한국외교문서 17 俄案

(1889-1893)�, 고려 학교출 부, 216-222면 456번 자료.

56) �承政院日記� 고종 28년(1891) 7월 13일.

57) 허유진ㆍ 희ㆍ장필구, 2018 ｢덕수궁 정 헌(靜觀軒)의 원형, 용도, 양식 재고찰｣ �건

축역사연구� 27(3), 36면; 金泰中, 1996 앞의 논문, 113-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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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 최 의 양 인 문각도 완공되었다.58) 부실공사 논란으로 인해 문각을 신

성한 어진 안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단했던 고종은 문각의 기능을 

신할 집옥재를 건청궁의 서쪽 권역에 인 하여 이건하게 하 다.59) 사바 은 

문각 공사 계자인 응택이 재정을 장악하고 지출을 약할 목 으로 불량

자재를 구입하고 공법에서도 비용이 게 드는 공법을 채택하여 갈등이 커졌다

고 주장하 다. 때문에 문각은 완공이 되긴 했지만 제 로 지어졌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60) 결국 궁궐 내 최 의 양  문각은 애 의 의도와 

달리 어진 안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891년(고종 28) 7월 13일에 고종이 보 당을 고쳐짓고 창덕궁의 집옥재를 옮

겨오게 할 것을 명하면서, 보 당의 어진은 가회정으로 옮겨졌다.61) 고종의 어

진은 집옥재 이건 직후 집옥재와 연 한 길당에 잠시 안되었다가,62) 마침내 

집옥재로 옮겨졌다.63) 어진 안처 수리  신축 과정 에 길게는 3년 이상, 짧

게는 5일 는 1달가량 시간을 두고 의 <그림 3>과 같이 고종 어진이 건청궁 

주변에 가깝게 치한 여러 각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문각을 서양식 건물로 짓기로 결정한 이후 어진 안 각 이동은 

더욱 잦았다. 이는 문각 공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親政, 개화 등 정치  지향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진  선왕의 유물

과 유품을 안하고 리하기 한 새로운 각, 다시 말해 ‘규장각’을 계승한 

건물을 신축했다. 궁궐 내 잦은 화재로부터 선왕의 유품을 지킨다는 명분은 서

구식 기술력을 수용한 새로운 형식의 건물 건립을 합리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궁궐 내 최 의 서양식 건축물인 문각은 고종의 어진 안처가 되지 못했다. 

고종은 서구문물 수용을 통해 국왕의 상을 높이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내

부 갈등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으로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문각, 집

옥재 등 새로운 외형의 건물에 자신의 어진을 안하고자 했던 고종의 시도는 

58) �承政院日記� 고종 28년(1891) 8월 13일. 

59) 문화재청, 2005 ｢集玉齋 上樑文｣(서병패 옮김) �集玉齋 修理調査報告書�, 116-118면.

60) 金泰中, 1996 앞의 논문, 114-115면.

61) �承政院日記� 고종 28년(1891) 7월 13일; �承政院日記� 고종 28년(1891) 6월 13일. 

62) �承政院日記� 고종 30년(1893) 8월 22일. 

63) �承政院日記� 고종 30년(1893)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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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요한 단서이다. 국왕의 어진을 안하는 각은 

그 자체로 국왕이 그곳에 自在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64) 고종은 防火를 목 으

로 한다는 명분으로 통양식에서 벗어난 최 의 서양식 각으로 자신을 표상

함과 동시에 선왕의 유품을 안함으로써 신하들에게 서구문물을 극 으로 수

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선왕의 권 에 기 어 각인시키고 자신을 과시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옥재 건립 과정 의 화재와 임오군란, 문각 건

립 과정  건축 담당자 사이의 갈등과 부실 공사 논란 등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듯이 고종의 지향과는 별개로 어진 안처 건립 상황은 그 자체로 혼란의 연속

이었다. 고종 친정 이후 궐내 어진 안처가 이리 리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사

정은 당시 고종  상황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각 궁 궐 안일자 기간 비고

수정 경복궁 1872.10.15-1873.12.20 2개월 5일 편

서향각 창덕궁 1873.12.20-1875.05.28 1년 5개월 8일 주합루 권역

수정 경복궁 1875.05.28-1875.09.04 3개월 6일 편

문당 경복궁 1875.09.04-1877.03.09 1년 6개월 5일 건청궁 권역

서향각 창덕궁 1877.03.10-1885.01.08 7년 9개월 28일 주합루 권역

문각 경복궁 1885.01.08-1888.01.30 3년 22일 양식으로 재건 명령

장안당 경복궁 1888.01.30-1888.02.05 5일 건청궁 권역

보 당 경복궁 1888.02.05-1891.06.14 3년 4개월 9일 집옥재 남쪽

가회정 경복궁 1891.06.14.-1893.08.22 2년 2개월 6일 보 당 권역

길당 경복궁 1893.08.22.-1893.09.20 28일 집옥재 권역

집옥재 경복궁 1893.09.20.-1896.07.23 2년 10개월 3일

즉조당 경운궁 1896.07.23.-1897.07.11 11개월 18일

보문각 경운궁 1897.07.11.-1901.01.06 3년 5개월 25일 군인 난입 훼손 사건 발생

문화각 경운궁 1901.01.06.-1901.07.09 6개월 3일 수옥헌 권역

흠문각 경운궁 1901.07.09.-1904.02.29 2년 7개월 20일 즉조당 뒷편

명 경운궁 1904.02.29.-1904.07.10 4개월 11일 화재 후 임시 안

흠문각 경운궁 1904.07.10.-1908.03.02 3년 7개월 22일 수옥헌 권역

정 헌 경운궁 1908.03.02.이후

<표 1> 고종  궁궐 내 왕 어진 안처 변동 사항

(�승정원일기�내 이  명령한 음력 일자로 기간 산출) 

64) 김지 , 2004 앞의 논문,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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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제국기 어진 안처 건립과 고종의 황제 상 제고

 

1) 양  수옥헌 건립과 제군주제 지향

왕 어진 안처를 심으로 한 도서수집의 통은 경운궁 건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고종은 1873년 건립된 건청궁 내 문당, 1881년 창덕궁에 건립된 집

옥재, 그리고 1891년  경복궁으로 이건된 집옥재의 기능을 이어받는 새로운 

각을 경운궁에 세우고자 했다. 궁내부 신 이재순은 경운궁에 창덕궁 宙合樓와 

書香閣, 경희궁 泰寧殿, 경복궁 觀文閣ㆍ集玉齋와 같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새로

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언 했던 주합루와 서향각, 태녕 , 

집옥재는 모두 왕 어진 안을 해 지어진 건물이었다. 왕의 어진을 안

하기 한 경운궁의 새로운 건물은 경복궁 각 가운데 萬和 을 옮겨 짓기로 

하 다.65) 만화당은 고종  경복궁을 건할 때인 1867년 8월에 지어진 침  

건물이었다.66) 어진 안을 해 경복궁 만화당을 경운궁으로 이건한다는 내용

은 �매천야록�에도 수록되어 있다.67) 아래 <그림 4>의 �북궐도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화당은 璿源殿의 서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65) �官報� 663호, 1897년 6월 15일, “宮內府大臣 臣李載純謹奏 時御所例有御眞奉安之殿閣 

昌德宮 有宙合樓書香閣 慶熙宮有泰寧殿 景福宮有觀文閣集玉齋 而今此慶運宮未遑營建 其

在事體萬萬未安 令重建所刻日新建何如 敢奏建陽二年五月十九日奉旨 以今經用何可議到 

而所奏如此 以景福宮殿閣中量宜 移建務從省約, 詔曰 景福宮萬和 移建 于慶運宮事分付 

重建所.”

66) �高宗實 � 권4, 고종4년 8월 18일(戊戌) “營建都監 各殿 號及各門名別單 慈慶殿樓 淸

讌樓 北上室純熙  西 寢錫祉  中 寢德必  萬慶殿 福殿 萬和 ”

67) �梅泉野 � 권2, 建陽二年(光武元年)丁酉 ① 11. 宣禧宮 萬和  移建 “移建宣禧宮 又移

景福宮之萬和 于慶運宮 奉御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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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복궁 만화당의 치(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북궐도형�)

 

그런데 경운궁 내에 만화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진 안 각은 존재하지 않

는다. 만화당은 경운궁으로 이건될 때 이름이 바 어 수옥헌 뒤 晩喜 을 세울 

때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8)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양력 5월 10일 궁내부

신 이재순의  다른 언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 과 빈  공사가 끝날 무렵

인 1897년 5월 상순 고종은 경운궁에 별당을 신축할 것을 명하 는데, 이재순은 

68) 만화당은 �宮闕誌�를 통해 36칸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만희당은 규모에 한 기록

이 남아있지 않아 두 건물이 같은 건물인지 형태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북궐

도형�의 만화당과 �덕수궁평면도�의 만희당을 비교했을 때 그 규모와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강근은 경복궁 만화당과 함녕 의 각 규모와 문의 배치의 유사성을 근

거로 만화당을 옮겨 함녕 이라 명명했을 것으로 추정하 으나 �승정원일기�, � 보�  

�매천야록� 등의 기록을 분석해보았을 때 만화당을 옮겨 경운궁의 어진 안처로 삼았음

을 알 수 있다. 이강근, 2008 ｢고종  경운궁 창에 한 연구｣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410-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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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운궁 별당을 신축할 때에 일을 시작할 길일과 길시를 일  金東杓에

게 택하게 하 더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음력 4월 10일 未時에 하되, 북쪽을 먼

 하는 것이 길하다고 하 습니다.”라고 하 다. 이때 북쪽 각을 먼  짓는 

것이 길하다는 언 을 통해 별당이라는 하나의 권역 안에 북쪽과 남쪽에 각을 

배치하 음을 알 수 있다. 곧 만화당을 이건하여 별당의 북쪽 각으로 삼고 만

화당 앞쪽으로 수옥헌을 지었던 것이다.69)

1897년 10월 23일 �독립신문� 문  기사에서 미국 사  에 신축 인 제

실 도서 에 한 기사가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 수옥헌에 해 “미국 공사  

에 짓고 있는 새로운 제실 도서 [Imperial Library]은 2층으로 지어질 정이

며, 체 건축 양식은 유럽 스타일로 할 정이다. 한성부의 기술자 다이 씨

[Mr.Dye]가 이 건물의 설계자이다.”라고 소개하 다.70) 

이를 통해 5월 무렵 경복궁 만화당이 이건된 후 같은 해 10월 무렵 유럽식 건

축 방식으로 도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운궁 

최 의 양 이자 ‘규장각’과 문각, 집옥재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 세워진 것이

다. 수옥헌은 집옥재와 같이 왕 어진을 안한 도서 , 동시에 외국 사신의 

견장소로 활용되었다. 집옥재가 외국풍의 건물을 심으로 팔우정, 길당과 같

은 통 건물을 하나의 권역으로 건했던 것과 같이 수옥헌 역시 외국풍의 건

물 뒤쪽으로 한식 건물인 만희당을 연 하여 하나의 권역으로 건했다. 그런데 

집옥재와 수옥헌의 가장 큰 차이는 건물의 형태이다. 청나라 풍으로 건축된 집

옥재와 달리 수옥헌은 서양식으로 건축되었다. 한 집옥재가 국식 벽돌을 사

용했다면 수옥헌은 서구식 벽돌을 사용했다. 

69) �承政院日記� 고종 34년(1897) 4월 9일(양력 5월 10일).

70) �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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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동 지역 내 수옥헌 권역(비고: 문화재청, 2005 �덕수궁 

복원 정비 기본 계획�, 32면 참조.)

<그림 5>에서 보듯이 1897년 9월 30일에 그려진 �Rough Sketch of Surroundings 

& Approaches to U.S. Legation�에서도 수옥헌 자리를 “King’s library”라고 표

시하고 있다. 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1897년 5월에 제실 도서  건축을 한 

‘별당’의 신축이 결정되었고, 6월에 경복궁 만화당을 이건하여 별당의 북쪽 건물

을 세웠으며 10월에 별당의 남쪽에 서양식 건물의 신축이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9년 작성된 알 의 �외교사 연표�의 내용  “도서  용도의 서양식 

벽돌건물 완공”이라는 기록과 1899년 3월에 촬 한 것으로 알려진 아펜젤러의 

사진에 따르면 이 서양식 건물은 최소 1899년 3월 이 에 완공되었다.71) 1897년 

미국공사 주변지도와 1899년 �외교사 연표�를 통해 서구인들의 에 비친 수옥

헌 역시 ‘도서 [Library]’이었음을 알 수 있다. 

71) Allen Horace Newton, 2001 ｢Korea: Fact and Fancy, 1904｣ �近世 東亞細亞 西洋語 資

料叢書� 138, 경인문화사, 210면, 1899_“A foreign-style brick building was completed 

during the year, for use as a library, on the palace enclosure just west of the U.S. 

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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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운궁 내 왕 어진 안처의 치

(장서각 소장 1910년 제작 �덕수궁 평면도�) 

수옥헌은 독립된 권역에 도서수장처의 용도로 세워진 궁궐 내 별 의 성격을 

가진 건물이었다.72) 그런데 즉조당을 심으로 한 경운궁의 원공간이 아닌 새로

운 권역에 수옥헌을 건립한 이유는 경운궁 원공간에 다수의 도서 수장을 한 

건물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에 소하 으며, 수옥헌 주변은 공간 확보의 여

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운궁이 정상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궁궐이 

아니라 아 천이라는 비상상황 속에 각국 공사 이 이미 들어서 있는 정동 지

역에 조성된 궁궐이다 보니 일정한 후원 역을 확보하여 別殿을 건립하지 못했

던 것이다. 

수옥헌은 서구의 기술력을 동원해 지어지다보니 공사 기간이 통 양식의 건

72) 별 의 건축  특징은 김지 , 2016 �조선시  궁궐 별 의 건과 변천과정�, 成均館大

學校 建築學科 博士學位論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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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오래 걸렸다. 고종의 경운궁 이어 이후 즉조당에 임시로 안되었던 고

종의 어진은 수옥헌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897년 8월, 보문각이 완공되면서 이

곳으로 옮겨서 안되었다.73) 의 <그림 6>과 같이 보문각은 흥덕  안쪽, 후

에 성문 궐로 알려진 선원  권역에 치해 있었다.74) 그런데 보문각에 

1901년 2월 친  제1  하사 김 식이 술에 취해 난입하여 창호를 부수는 사

건이 발생했다.75) 이때 고종의 御眞과 순종의 睿眞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황실

의 엄을 상징하는 어진의 권 를 침해하는 이 사건은 고종에게 상당한 충격이

었다. 고종은 보문각에 있던 어진과 진을 즉시 文華閣으로 옮겨 안할 것을 

명하 다.76) 문화각은 수옥헌 권역에 있던 건물이었다. 어진과 진이 수옥헌 권

역으로 옮겨가면서 수옥헌 일 의 도서 수장  안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수옥헌은 만희당과 함께 文華閣과 貞彛齋, 外貨寶 곳간 등과 함께 하나의 권

역을 형성하고 있었다.77) 이  문화각에 어보와 옥책 등을 보 하 으며 1901년 

2월 이후 황제의 어진까지 안하 다.78) 이것은 ‘규장각’ 일 에 서향각, 서고, 

열고 , 개유와, 모당 등의 각을 두고 각각 다른 성격의 서책 등을 보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수옥헌은 1901년 11월 16일 새벽 2시, 화재로 소

하고 말았다.79)�續陰晴史�에도 궐 안 수옥헌에 화재가 났으며 문화각을 비롯한 

여러 곳에 불길이 번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옥헌은 일명 冊

庫이며 옥책과 보, 은주단 등의 보물을 보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덧붙

다.80) 군인 난동으로 인해 보문각에 있던 어진을 1901년  수옥헌 권역 문화각

으로 옮긴 바 있지만 이 어진은 같은 해 9월에 즉조당 북쪽에 있는 흠문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수옥헌 화재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81) 그러나 문화각에 있던 

73) �承政院日記� 고종 34년(1897) 7월 11일(양력 8월 8일).

74) �帝國新聞� 1901년 2월 26일 잡보.

75) �承政院日記� 고종 38년(1901) 1월 4일(양력 2월 22일).

76) �高宗實 � 권35, 고종 38년 2월 24일.

77) �皇城新聞� 1901년 11월 18일, ｢玉軒失火｣.

78) �高宗實 � 권41, 고종 38년 11월 16일.

79) �The Korea Review� 1901년 11월 호. 

80) �續陰晴史� 권10, 光武 5年 11月.

81) �日省 � 190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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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 책문, 인장 등은 훼손되어 고쳐 만들고 보수해야만 했다.82) 최 의 서구식 

어진 안처로 기획된 수옥헌 권역에 왕의 어진을 안하지 않았던 까닭은 수

옥헌의 입지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각국 공사  건물이 무 가

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이 한 치에서 시원임 규장각 원들 원이 

참석해야 하는 정기 인 어진 심의례를 시행하기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와 함

께 서양인들이 지나는 길 가까이에 황제의 어진 안처라는 “가장 경건하고 지엄

한 장소[莫敬莫嚴之地]”83)를 두는 것이 부 합하다고 단했다고 추정된다. 때

문에 성문 내 보문각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어진을 잠시 수옥헌 권역으로 옮

겼다가 결국 즉조당 부근 흠문각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주변 여건 때문에 고종의 어진은 수옥헌 권역에 안되지 못했지만, 수옥헌은 

건립 단계에서 명시 으로 밝혔듯이 ‘규장각’을 계승한 황실 도서 이었다. 고종

은 친정 기인 1875년(고종 12) 후, 규장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장

각으로 하여  書目을 작성하게 한 바 있다. 이들 서목을 통해 당시 창덕궁 ‘규

장각’ 일  이문원, 열고 , 개유와, 문헌각, 연경당, 西庫에 국본 서 과 조선

본 서 이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84) 그런데 규장각의 도서목록을 보면 

항상 열성어제와 어필이 서목의 서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조  규장

각의 설립목 으로 표방했던 열성어제와 어필 안이라는 기본 인 기능이 고종

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수옥헌에 수장했던 문헌목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옥

헌이 주합루, 문각, 집옥재를 계승하는 도서  기능을 목 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수옥헌 역시 열성어제와 어필 안을 기본으로 여타 도서를 수장하고 있었

을 것이다.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후 고종이 정부 신과 각국 공사를 견하는 장소로 함

녕 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1899년 이후에는 다수의 양 이 견 장소로 활용되

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옥헌 완공을 후한 시기에 여러 서양식 건물이 신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운궁 권역 내 서양식 건물은 외국인 기술에 의존하여 

82) �高宗實 � 권41, 고종 38년 11월 16일.

83) �承政院日記� 고종 38년(1901) 1월 4일(양력2월22일) “攔入於莫敬莫嚴之地 究厥情跡 萬

萬驚駭”

84) 延甲洙, 1994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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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건축과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때문에 건도감의궤와 같은 통  방

식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 구체 인 실상에 다가가기 어렵다. 다만 지도와 청

구서 등의 기록을 통해 1899년에서 1903년 사이에 구성헌, 정 헌, 환벽정을 비

롯한 많은 양 이 새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85) 

경운궁 내 포덕문 안쪽으로는 法規校正所 건물이 서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그 외형은 알 수 없다. 법규교정소는 법률과 규칙

을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해 설립된 기 으로 이곳에서 황제권의 화

를 명문화하는 �大韓國國制�를 제정하 다.86) 안문 에 두 동의 원수부 건물

도 서양식 벽돌 건물로 지어졌다.87) 원수부 건물은 궁궐에 지어진 양   유일

하게 궁장과 일체화 되어 밖으로 노출된 건축물로 근  제국의 군 를 근  

건축물에 수용한 것이다.88) 원수부는 국가 최고의 군사기 이었다. 법규교정소와 

원수부는 모두 고종의 황제 권력을 화하기 한 기 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건물을 모두 서구식으로 건립함으로써 고종은 서구  기 의  황권을 과시

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들 기 이 실제 국력 강화에 기여한 바는 크지 않았다.

2) 평양 풍경궁 건립과 황제권 신성화

1901년 9월 흠문각에 어진을 안했던 고종은 1901년 11월 7일(음력 9월 27

일) 조와 정조가 10년에 한 번씩 어진 도사를 했던 규례를 따라 자신의 어진

을 도사할 것을 명하 다. 이에 따라 어진과 진 도사 비용으로 탁지부에서 1

85) �官報� 3책(4368) 1909년 5월 5일, ｢請求人 林澤成｣ 국인 임택성이 1903년 3월에서 

1905년 3월 사이 구성헌, 물헌, 환벽정 등 양  수선공사에 한 비용을 청구하 는데, 

이를 통해 구성헌, 물헌, 환벽정 등 경운궁 내 양 이 1903년 이 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86) �高宗實 � 권39, 고종 36년 7월 10일; �承政院日記� 고종 36년(1899) 6월 3일(양력 7월 

10일); �大韓國國制� 제정은 김태웅, 2013 ｢< 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역사  맥락과 

근  주권국가 건설 문제｣ �역사연구� 24 참조.

87) �高宗實 � 권39, 고종 36년 6월 22일. “詔曰有 國 必 示國制 以明政治及君權之如何然

後 可使臣民 式遵無違矣 本國尙無一定之制 示 未始不爲欠典 其令法規校正所 商立國

制 登聞取旨”

88) 안창모, 2009 앞의 책,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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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지출할 것이 결정되었다.89) 그러나 고종이 어진 도사를 명령한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시 에 수옥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진 도사는 이듬해 

으로 미 졌다.90) 1902년 2월 고종은 다시 어진 도사를 명했다.91) 어진과 

진 도사 작업은 정 헌에서 진행되었다. 양력 5월 15일에 본이 완성되어 함녕

에서 신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이를 보 다.92) 이때 그려진 어진은 면복본 1

, 익선 본 2 , 군복 본 1 , 소본 1  등 총 5본의 어진과 면복본 1 , 익선

본 2 , 군복 본 1 , 소본 1 , 幅巾 1  등 총 6본의 진이었다. 6월 21일

에 시원임 신, 종친, 각부 신 등은 정 헌에서 표제 서사를 지켜보고 완성된 

정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872년에 그려진 면복본과 군복 본  소본은 세

하여 흠문각에 안하게 하 다.93)

<그림 7> 흠문각의 치 (�The Korea Review� 1904년 4월 호)

 

89) �承政院日記� 고종 38년(1901) 9월 27일(양력 11월 7일); 10월 4일(양력 11월 14일). 

90) �承政院日記� 고종 38년(1901) 10월 6일(양력 11월 16일); 10월 9일(양력 11월 19일).

91)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2월 7일(양력 3월 16일).

92)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4월 8일(양력 5월 15일).

93) �高宗實 � 권42, 고종 39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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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황제권을 과시하고 신성성을 보여주기 한 왕 어진 안처를 지방 

주요 도시인 평양에도 건립하 다. 완성된 정본 어진과 진은 즉조당 뒤 흠문

각에 안되었으며, 익선 본 어진과 진 각각 1 씩은 평양의 豐慶宮에 안

하게 하 다.94) 도성 밖에 왕의 어진을 안하기 한 각을 마련한 것은 숙

종과 조가 강화도에 각각 장녕 과 만녕 을 마련한 이후 처음이었다. 풍경궁

에 안할 어진  진은 9월 17일(음력 8월 16일) 출발하여 9월 24일(음력 8

월 23일) 평양에 도착하 으며 사에 임시로 모셔져 있다가 이듬해 풍경궁의 

太極殿과 重華殿 완공 이후에 안되었다.95) 

풍경궁은 평양에 새로 짓는 이궁이었다. 궁궐 내 법  건이라는 규모 공

사가 한창 진행될 때 평양에서도 풍경궁을 함께 건하기 시작했다. 1902년 시

행 정인 즉  40년 칭경 식 날짜가 과거 고종의 황제 즉 식이 있었던 10월 

18일(음력 9월 17일)로 정해지면서 경운궁 법  中和殿 건립을 제외한 여타의 

사업은 미루어졌다.96) 석조   수옥헌 등 다른 공사를 단하고 칭경 식을 

한 화  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 평양에서 규모 건사업이 시

작된 것이다. 

이것은 궁내부 특진  김규홍의 상소로 시작되었다. 김규홍은 상소에서 과거 

화국가인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를 비롯하여, 고려와 태조가 양경제도

를 채택했으며 재 동서양 각국이 2개의 수도를 갖고 있으므로 황제국의 상

에 걸맞게 2개의 수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제국이 황제국의 상을 

강화하기 해서는 화문명의 통 속에서나 서구문명을 바탕으로 한 근  주

권국가의 기 에서나 제2의 수도 건설은 필수 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제2의 

수도 서경을 평양에 두어 이궁을 짓고 군 를 주둔시켜 수비하게 할 것을 청하

다. 이로써 국가의 엄을 세우고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97) 

평양에 풍경궁을 세움으로써 평양천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평양 이궁

을 조성하는 시기인 1902년은 칭경의례를 한 가장 규모 있는 각들이 경운궁

94) 李潤相, 2003 ｢고종 즉  40년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 한제국기 국왕 상제고

사업의 한 사례｣ �韓國學報� 29(2), 111-112면.

95) �(高宗)御眞圖寫都監 軌�(奎 14000) 권1, 時日 壬寅.

96)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3월 17일(양력 4월 24일).

97)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3월 24일(양력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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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규홍이 언 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

는 양경체제로 국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풍경궁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공사의 규모로 보아 평양보다는 한성이 더욱 요한 수도 음을 알 수 있다. 

평양은 조선시  이래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 말 이래 기자의 

패를 모신 사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유교 문화 속에서 기자가 16세기 

이후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숭배 경향이 두드러졌다. 평양은 기자가 가르침을 펴

서 조선의 문화를 형성하게 한 지역[箕聖故都]으로 왕조가 일어난 고향[豐沛之

鄕]인 함경도와 개 짝을 이루어 강조되었다.98) 풍경궁은 기존 청이나 廟社

가 집 해 있는 기존 평양성 심지인 內城에 건되지 않고 箕子宮地, 箕子井, 

箕子井田이 있던 外城에 건축되었다. 

기자의 고장이라는 평양의 통  이미지는 한제국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요한 표상이었다. 당시 요구되었던 통은 고유성을 가지는 동시에 국제 으

로 통용 가능한 것이어야만 했다. 1897년 러시아에 견된 바 있었던 민 환은 

러시아 인민들이 옛 수도인 모스크바를 시하는 까닭에 기념행사를 상트페테르

부르크가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행한다고 기록한 바 있고, 1897년 이하 이 참석한 

일본의 英照皇太后의 장례장소는 도쿄가 아니라 교토 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

르크와 모스크바, 혹은 일본의 도쿄와 교토의 계처럼, 한제국의 한성과 평양 

한 자가 재ㆍ미래ㆍ문명을, 후자가 과거ㆍ역사ㆍ 통을 표상했다.99) 때문에 

고종은 풍경궁 건설에 하여 “나라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것은 옛날과 지 을 

참작해보아도 역시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언 한 것이다.100)

평양 이궁 건설로 두 개의 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역사  경험을 근본으로 하

면서 재의 국제 표 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고종은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평안남북도 각 군에서 鄕

錢과 願助錢을 수취하여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 다. 향록 은 향인의 치와 

직 에 따라 차등 부과 되며 새로 입참하는 향인에게는 다액을 부과하 다. 이

 98) 吳洙彰, 2002 �朝鮮後期 平安道 社 發展 硏究�, 一潮閣, 41-42면; �正祖實 � 권13, 정

조 6년(1782) 6월 10일(乙亥).

 99) 박 형, 2008 ｢1890  후반 언론의 ‘자주독립’과 韓淸關係의 재정립｣ �韓國史論� 54; 박

형, 2015 앞의 논문, 124-125면.

100) �承政院日記� 고종 39년(1902) 4월 7일(양력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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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분제가 폐지되어 향 사회에서 향권이 쇠미해진 상태에서 거액을 납부하고 

향록하기 보다는 향  총액을 해 강제 으로 향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  퇴행에 상당한 항과 미납은 불가피하 다.101) 이와 더불어 

풍경궁 건립에 한 공사비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평양도민으로부터 공취

된 공사비 부분이 풍경궁 공사 책임자 던 민 철, 평양감리 김인식, 기타 궁내

부 간 리들에 의해 착복되었고, 거두어들인 재원의 5분의 1만 공사비에 사용했

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부실하고 부패한 재원 리 체제 하에서 러일

쟁이 발발하면서 주요 각이 완공된 후 여타의 공역은 단되었다.102)

각이 완성되기  고종 즉  40년 기념행사가 계획되면서 1902년( 무 6) 

양력 9월 평양 객사에 어진을 안하는 성 한 이벤트가 거행되었다. 행차에 동

원된 군인들은 신식군복을 입고, 총검으로 무장하고 어진을 호 하 다. 9월 17

일(음력 8월 16일) 출발한 행차는 24일 서경에 도착했다. 의장에 동원된 행차 

인원은 호 군사와 수행 료들을 합하여 300명이 넘었다.103) 경운궁에서 평양 

객사까지 이어지는 행렬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백성들에게 신식군 로 호

되는 황제를 각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8> �御眞睿眞西京豐慶宮奉安班次圖�(부산 역시립박물  소장)

101) 이 호, 2013 ｢鄕人에서 平民으로: 평안도 향인체제의 구조와 그 해체과정｣ �한국문화� 63, 

63-67면.

102) 김윤정ㆍ서치상, 2009 앞의 논문, 185-186면.

103) �(高宗)御眞圖寫都監 軌�(奎14000) 1책, 訓令 壬寅 8월 11일(121-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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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내에서 문각, 집옥재, 수옥헌 등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에 어진을 안

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평양의 어진 안처는 통 양식의 건물로 지어졌다. 궐

내 어진 안처가 신하들에게 서구 문물을 극 으로 수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한 공간이었다면, 평양 이궁은 지역 백성들에게 익숙한 통  방식

으로 자신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종은 숙종  

이후 자신의 권 를 시각화 하여 국왕 스스로 상을 높 던 방식을 차용하여 

신성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통을 시각화하는 건조물을 제작하고 

통 의례를 창출해 냈던 유럽 각국을 모방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경에 궁궐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은 공사 시작 이듬해인 1903년 11월 6일(음

력 9월 18일)로, 이때 규모를 갖추고 평양 객사에서 풍경궁까지 황제의 어진을 

안하는 의식까지 계획하 다. 그리고 12월 10일(음력 10월 22일) 고종은 풍경

궁 내에 새로 지은 태극 과 화 에 고종의 상화와 순종의 상화를 안하

는 의례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시상했다.104) 

이와 같이 고종은 자신의 어진을 궁궐 내 흠문각과 평양의 풍경궁에 각각 

안하게 함으로써 양경제도를 실 하고자 했다.105) 이는 숙종이 강화도에 어진을 

안했던 례를 이어받아 확장시킴과 동시에 서구 국가의 양경제도를 한제국

에서 발견하기 한 과정이기도 했다. 풍경궁을 건설함으로써 고종은 자신이 추

구했던  황제권을 가시 으로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

제  수취와 민의 항, 그리고 리자의 부패로 얼룩진 풍경궁 건립 과정을 살펴

보면 이궁의 건립이 실제로 황제의 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설령 풍경궁을 통해 황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을지라도 

이는 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응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104) �高宗實 � 권43, 고종 40년 11월 6일; 12월 10일.

105) 1904년 경운궁 화재 이후 경운궁 원공간이 소하 기 때문에 원공간 내 고종 어진은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수옥헌 권역으로 옮겨졌다. 고종이 수옥헌을 도서 이 아닌 

편 으로 사용하면서 수옥헌의 명칭은 명 으로 변화하 고, 수옥헌 권역은 경운궁 

원공간이 화재로 부재한 상황에서 고종의 주요 활동  생활공간으로 부상하 다. 이때 

원공간 내 흠문각 역시 수옥헌 권역에 새롭게 건립되어 고종의 어진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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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고종은 흥선 원군에 항하고 親政 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규장각’을 모

범으로 한 어진 안처인 건청궁을 건립하 다. ‘규장각’은 정조가 숙종의 뜻을 

이어 선 의 어제ㆍ어필을 안하기 해 창덕궁 후원에 세운 각이었다. 그리

고 이곳에 정조는 왕의 어진을 안하고 규장각신에게 리하게 하 다.  

‘규장각’은 국으로부터 수입된 새로운 서 을 비롯한 각종 도서를 수장한 왕실 

도서  역할도 하 다. 이후 규장각은 단순한 각이 아니라 정조의 개 정치를 

뒷받침하는 기 으로 성장하 다. 

궁궐에서 연이어 일어난 형 화재로 창덕궁 이어와 경복궁 환어를 반복하면

서도 고종은 창덕궁과 경복궁에 ‘규장각’과 같은 성격을 표방한 건물을 계속 지

었다. 문각, 집옥재 등은 모두 왕 어진 안처라는 성격을 바탕으로 서  수

집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목 으로 창출된 공간이었다. 궁궐 내 최 의 

양 인 문각과 청나라풍 건물인 집옥재의 외형은 고종의 개화의지를 가시 으

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규장각’을 계승한 새로운 각은 고종이 선왕의 권 에 

기 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숙종  이후 왕 어진 안 

각 건립의 통은 고종 로 이어졌고 시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외형으로 등

장했던 것이다.

한제국 수립 이후 설립된 수옥헌은 ‘규장각’을 모범으로 한 경운궁 내 최

의 양 이었다. 수옥헌 건립 이후 경운궁 내에 다양한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다. 

 고종은 황제의 신성성을 과시하기 한 황제 어진을 평양에 건설된 이궁 풍

경궁에도 안하게 하 다. 통방식으로 제작된 황제의 어진을 ‘기자의 고장’이

라는 한국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공간인 평양에 안함으로써, 고종은 서구 근  

국가의 특징으로 지목된 양경제도를 실 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선왕’으로 상

징할 수 있는 통의 권 를 바탕으로 서구문명을 수용함으로써 고종은  

황권을 가시 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왕의 어진과 어진 안처는 왕 그 자체를 상징한다. 친정 후시기부터 

왕 어진 안처 건립을 통해 국정주도  개화 의지 등을 보여주었던 고종은, 



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ㆍ203

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왕 어진 안처 건립을 통해 궁극 으로 한제국이 서

구 근  국가와 동등한 국가임을 외 으로 보여 과 동시에 한제국의 신민

들에게 황제의 신성성을 가시 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

는 화재와 정치  혼란, 국제정세의 불안 가운데 궁궐 내 건물 신축과 확장, 이

궁 건립 등 토목공사를 지속 으로 벌인 것은 기에 한 한 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황제의 상과 지 에 한 지나치게 많은 심과 비용은 결국 국

가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었다. 

주제어 : 어진 안처, 규장각, 건청궁, 문각, 집옥재, 수옥헌, 풍경궁

투고일(2021. 7. 28),  심사시작일(2021. 8. 2),  심사완료일(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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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King’s Portrait House and the Succession of 

‘Kyujanggak’ under Gojong

106)

Lee, Min-Ah *

King Sukjong(肅宗) was the first king to build the King’s portrait house. After that, 

the tradition of erecting the King’s portrait house continued with King Gojong(高宗).

King Gojong wanted to rule directly against Heungseon Daewongun( 宣大院君). In 

the process, Geoncheonggung(乾淸宮) was built to enshrine the portraits of the king. 

Geoncheonggung was a building that advocated the succession of ‘Kyujanggak(奎章閣)’. 

‘Kyujanggak’ was a building built by King Jeongjo(正祖) in the backyard of 

Changdeokgung(昌德宮) Palace to enshrine the records of the previous kings. King 

Jeongjo enshrined his portrait here. And the Kyujanggakshin(奎章閣臣) took care of 

them. ‘Kyujanggak’ also served as a king’s library. For this reason, King Jeongjo kept 

the latest books in Kyujanggak. Since then, Kyujanggak has grown into an organization 

for the reformation of King Jeongjo.

King Gojong continued to build house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Kyujanggak’ 

in Changdeokgung(昌德宮) Palace and Gyeongbokgung(景福宮) Palace. Gwanmungak(觀

文閣) and Jibokjae(集玉齋) were all houses that kept the portraits of the king. Also, 

these were the libraries that kept the latest books.

King Gojong built Gwanmungak, a Western-style building, and Jibokjae, a Chinese- 

style building. This showed King Gojong’s will to enlighten. In this way, the foreign- 

style building that inherited ‘Kyujanggak’ connected the authority of the previous kings 

with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King Gojong.

Built during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Suokheon(漱玉軒) was the first Western- 

style building in Gyeongungung(慶運宮) Palace. This was also the building that 

succeeded ‘Kyujanggak’. Since then, many Western-style buildings have been built within 

* Ph.D.,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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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ungung Palace.

In addition, King Gojong enshrined a portrait of the emperor at the Punggyeonggung

(豐慶宮) Palace in Pyongyang. The portrait of the emperor, produced in a traditional 

way, was enshrined in Pyongyang, a space that reveals the uniqueness of Korea through 

the history of Giza Joseon(箕子朝鮮).

Through this, King Gojong wanted to have two capitals just like the modern western 

countries. In this way, King Gojong accepted the external form of Western civilization 

based on the tradition represented by the ‘Seonwang(先王)’. In this way, King Gojong 

wanted to show absolute imperial power.

The king’s portrait and the building for the portrait symbolizes the king itself. From 

the time when King Gojong himself began to rule, he erected a building to enshrine his 

portraits. Through this, King Gojong showed his will to lead the operation of the state 

and for enlightenment.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Gojong built the emperor’s 

portrait hous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the Korean Empire was equal 

to the modern Western state. At the same time,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could 

see the divine emperor. However, fires continued to occur, politics was chaotic,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unstable.

However, Gojong built new buildings within the palace and built a new palace. 

Gojong continued to carry out civil work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w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crisis. Excessive attention and expense for the emperor's 

status only fueled national chaos in the end.

Key Words : the King’s portrait buildings, Kyujanggak, Geoncheonggung, 

Gwanmungak, Jibokjae,  Suokheon, Punggyeongg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