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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의궤(儀軌)의 현
황과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규장각에는 총 1,567건, 2,897책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유일본 의궤는 모두 117종으로, 선원보략수정의궤(璿
源譜略修正儀軌)류가 54종이고, 그 밖의 유일본 의궤가 63종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규장각 소장 의궤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의궤의 목차 구성이나 기록 방식 등이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게 되
는 것은 대략 17세기 후반 이후이다. 둘째, 규장각 소장 의궤에 찍혀 있는 관
인(官印)으로는 ‘봉사지인(奉使之印)’과 ‘일품봉사지인(一品奉使之印)’이 가
장 많으며, 그 밖에 의궤 편찬 기관이나 소장처의 관인이 찍힌 경우도 있다.
셋째, 의궤의 분상처는 제작 건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또 의궤의 주제․
내용에 따라 특정 기관에 분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고종 친정(親政)이
시작된 1873년(고종 10) 이후에는 세자시강원에 올려지는 예람용(禮覽用) 의
궤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핵심어: 규장각, 의궤(儀軌), 관인(官印), 분상처, 예람용(禮覽用)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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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의 준
비 과정과 진행 과정, 의식의 절차, 소요 경비, 참가 인원, 논상(論賞) 및 사후 처리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조선시대 왕실․국가의 행사
에는 거의 빠짐없이 의궤가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궤 제작의 1차적 목적은
과거의 선례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후대에 동일
한 행사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의궤에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도감(都監)과 여타의 여러 관서
들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서 자료들은
각 관서들의 담당 업무 분장, 재원 및 물자의 조달 등 당시 행사 준비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
정에서 국가의 행정 기관들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했는가 하는
점도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행정 및 제도 운영의 실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사 보고
서 이상의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궤 중에는 도설(圖說)과 반
차도(班次圖) 등의 기록화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 그림 자
료는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사의 구체적 실상들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의궤에는 왕실 및 국가의 행사 내역 일체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철저한 기록을 통해 국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했던 조선시
대 사람들의 기록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정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궤는 이상과 같은 자료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
정받아 2007년 6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의궤에 수록된 다양한 내용들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그에 따라 역사․어학․음악․복식․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궤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의궤 자체에 대한 연
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서, 외규장각 소장 의궤를 조명한 연구가 출간된 이래로 의
궤의 성격, 체재, 주요 내용, 역사적 의의 등을 다룬 논저와 목록, 해제․해설집
등이 발간되어 의궤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1)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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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은 의궤 자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
각으로 약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의 현황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의궤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학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에 규장각 조사
실무 담당자로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국
내 주요 의궤 소장 기관인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으로
약칭),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
는 의궤의 현황 및 서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는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을 통해 파악된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과 특
이 사항,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필자가 나름대로 생각한 규장각 소장 의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어 3장과 4장에서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 및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규장각 소장 의궤 조사 사업 개관
1) 규장각 소장 의궤에 대한 기존 조사 성과
규장각에서는 2008~2009년에 실시한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에 앞서 이미
소장 의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 즉, 1981년 간행된 규장각도서한
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2책, 1994년 수정판 발간)을 통해 의
궤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이 정리되었으며, 또 1978~1987년, 1993~2004년에 추진
된 규장각 소장 한국본도서 해제 사업을 통해 의궤에 대한 기본 해제가 작성되었
다. 하지만, 이상의 목록 및 해제 사업은 의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규장각 소장 한국본 도서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의궤가 갖는 자료적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 규장각
도서한국본종합목록은 사부(四部) 분류법을 사용하였고 해제 사업도 이를 기준

1) 의궤를 연구 대상으로 한 주요 논저 및 해제․해설집은 본고 말미에 수록된 <참고문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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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의궤 자료들이 단일 항목으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분류 항
목에 나뉘어져 있어서 소장 의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
았다.2)

2002년에는 규장각 소장 의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
고, 그 결과를 규장각소장 의궤(儀軌) 종합목록으로 간행하였다. 이 조사 사업
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서 여러 분류 항목에 나뉘어져 있는 의궤 자료
들을 하나로 묶어 단일 목록을 제작함으로써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을 일목요
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규장각소장 의
궤 종합목록에서는 규장각 소장 의궤를 ① 서명, ② 편찬연대, ③ 규장각 도서번
호, ④ 책의 크기, ⑤ 판본, ⑥ 책수 및 장수, ⑦ 분상처(원소장처), ⑧ 장정상태,
⑨ 표제(表題)와 내제(內題), ⑩ 반차도(班次圖) 유무 및 장수 ⑪ 도설(圖說) 유무
및 채색 여부, ⑫ 비고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정리하였다.
한편,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규장각 소장 의궤에 대한 심화 해제 및
분류별 해설 사업이 추진되어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1~3)과 규장각소장 분
류별 의궤 해설집이 발간되었다.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에는 소장 의궤 중

130종에 대한 심화 해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에
는 소장 의궤의 내용에 따라 연향(宴享)․책봉(冊封)․가례(嘉禮)․부묘(祔廟) 등

1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의궤의 편찬 과정과 주요 내용 및 특징
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에 비해 심화된 의궤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 규장각소장한국본종합목록에는 의궤의 목록이 ‘사부(史部)-정법류(政法類)-통제(通制)-전
례(典禮)’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즉, 의궤가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부(四部) 분류
의 항목 체재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서 의궤가 ‘정법류-통제’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모르면
의궤를 찾기 어렵다. 또 모든 의궤가 ‘정법류-통제’ 항목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부 의궤는
이 항목에서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건(營建) 관련 의궤는 ‘정법류-영건’ 항목에 수록되
어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의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부 분류 체계에 따른 의궤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병주, ｢의궤 분류 방안
에 대한 재검토｣, 조선왕실 의궤의 분류 및 활용 방안(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전적자료
센터 구축사업팀 제1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0, 22~23쪽을 참조.

3)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에서는 오례(五禮) 체계를 기준으로 의궤를 분류․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오례로 포괄할 수 없는 기타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40% 이상
을 차지하며, 오례로 분류된 의궤들의 경우에도 다섯 가지 의례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
에서 적절한 분류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병주, 앞의
발표문(2010), 23~24쪽을 참조.

규장각 소장 의궤(儀軌)의 현황과 특징

135

큰 의미를 갖지만, 규장각 소장 의궤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2)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 개요
2008~2009년에 규장각에서 실시한 ‘조선왕조 의궤 조사 사업’은 위에서 검토한
기존의 규장각 소장 의궤 조사의 성과들을 토대로 하면서 보다 심화된 조사를 추
진하였다. 즉, 기존의 조사 항목 외에 의궤의 편찬 주체, 보존 상태, 판식의 주기사
항 및 표지․장황 형태 등의 형태서지 관련 내용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의궤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實査)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금번에 추진된 의궤 조사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기간은 2008년 5월~200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이었으며, 조사 대상
은 규장각소장 의궤(儀軌) 종합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의궤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직접 실사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의궤 조사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 조사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장서각과 협의를 통해 의궤 조사카드에 수록할 조사 항목
확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조사 사업에서 작성된 의궤 조사카드의 수록 항목은 다
음과 같다.
① 소장기관, ② 소장번호(도서번호), ③ 서명, ④ 표제(表題) ⑤ 내제(內題), ⑥ 판
심제(版心題), ⑦ 판심 유무, ⑧ 용도[어람용/분상용], ⑨ 판종[활자본/필사본], ⑩ 수
량[권․책수], ⑪ 도설 및 반차도의 유무 및 면수, ⑫ 간사년(刊寫年) 및 편찬자, ⑬
판식주기사항, ⑭ 표지사항[책의질(冊衣質), 색깔, 문양, 변철, 개장여부], ⑮ 인기(印
記), ⑯ 지질(紙質), ⑰ 분상처(分上處), ⑱ 보존상태, ⑲ 비고, ⑳ 개요[내용 개요, 목
차, 제작건수]

이상의 조사 항목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의궤 실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의궤 실
사는 조사 담당자 3인이 규장각 소장 의궤를 시기별로 분담한 후, 위에서 검토한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의궤 실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궤 조사카드에 기재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4) 의궤 실사 장소는 자료 보존의 측면을 고려하여 규장

4) 규장각 소장 의궤의 실사는 이현진 박사(규장각 연구원)와 김영인, 나종현(이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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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열람실 내의 원본열람실로 제한하였다. 실사를 통해 작성된 의궤 조사카드를
월별로 수합해서 카드번호를 부여하고 교열 및 교정을 실시했으며, 교열이 완료
된 의궤 조사카드는 조선왕조 의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제출하였다.

3.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
1) 의궤 소장 현황과 유일본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들을 실사한 결과
규장각에는 총 533종, 1,567건 2,897책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
다.5) 규장각 소장 의궤의 종수와 건수, 책수를 왕대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6)
이상 533종,7) 1,567건, 2,897책의 의궤 중에서 규장각에만 소장되어 있고 국내외

국사학과 대학원) 등 3인이 담당하였다.

5) 규장각을 제외한 국내 기관의 의궤 소장 현황을 보면, 장서각에 341건 544책, 국립문화재연
구소에 14건 15책이 있으며, 이 밖에 국립중앙도서관 등 기타 소장처에 57건 181책이 소장되
어 있다(김지연, ｢조선왕조의궤 지정학술조사의 현황과 의의｣,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
궤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21~23쪽). 기타 소장처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이들 기관
에 소장된 의궤의 주요 특징, 그리고 소장 의궤 57건의 내역 등은 김지연의 발표문 23~26쪽
을 참조.

6) 의궤 현황에서 ‘종’, ‘건’, ‘책’의 개념은, 한 종의 의궤가 여러 질 있는 것을 ‘건’으로, 여러
건의 총 책수를 ‘책’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질이 8책으로 구성된 화성성역의궤가

5질이 있다고 한다면, 화성성역의궤 1종, 5건(질), 40책(8책×5질)이 된다.
7) 본고의 조사 결과로 나온 533종은 기존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의 546종과 차이가 있는
데, 이는 조사 대상 의궤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수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 영조대에 편찬된 선원보략수정의궤 중에는 동일한 선원보략 수정 내역
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상처에 따라 기록된 내용과 분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종부시에 소장된 의궤에는 수정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반면 여타 사고에 분상된
의궤에는 내용의 일부만 수록되어 의궤의 분량(장수)이 종부시 소장 의궤보다 적다. 예를 들
어, 1757년(영조 33) 8월에 작성된 선원보략수정의궤의 경우 종부시와 강화도사고에 분상
된 것은 25장인 반면, 오대산사고에 분상된 것은 15장, 태백산사고에 분상된 것은 6장으로
분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에서는 이 의궤들을 모두 별종의 의
궤로 보아 546종으로 집계하였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선원보략 수정 내
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동종의 의궤로 보았고, 그 결과 533종으로 집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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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왕대별)8)
왕 대

종수

건수

책수

왕 대

종수

건수

책수

선 조

6

6

6

정 조

41

92

250

광해군

19

27

27

순 조

62

200

405

인 조

32

49

49

헌 종

29

96

187

효 종

12

26

26

철 종

43

170

349

현 종

15

34

40

고종①

54

235

521

숙 종

56

115

131

고종②(광무)

37

238

586

경 종

10

20

21

순종(융희)

8

45

45

영 조

109

214

254

총계

533

1,567

2,897

다른 기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본 의궤는 총 117종으로 집계되었다.9)
유일본 의궤 117종 중에서 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류에 해당하
는 것이 54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인물들의 존호(尊號)․시호(諡號) 등이 개
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하였고 그 수정 과
정을 의궤로 정리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선원보략수정의궤이다. 선원보략
의궤들을 동종으로 처리할 것인지, 별종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향후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한 종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8) 본고에서 조사한 규장각 소장 의궤의 왕대별 분포 내역은 기존의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
록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의궤의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데, 즉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에서는 의궤에 기록된 행사․사건이 시작된 시점을 의궤
제작 시기로 본 반면, 본고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의궤 편찬이 완료된 시점을 제작 시기로
보았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의 차이로 인해 제작 시기가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가 숙종대왕
실록청의궤이다.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에서는 이 의궤의 제작 시기를 숙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된 1721년(경종 1)로 보아 경종대 편찬 의궤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숙종실록은
편찬이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인 완성이 1728년(영조 4)에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고에
서는 숙종대왕실록청의궤를 영조대에 편찬된 의궤로 분류하였다. 한편, 황단종향의궤(皇
壇從享儀軌)<규14316, 고5123-4>는 기존 목록에서 1822년(순조 22) 편찬된 의궤로 보았으
나, 금번 조사에서 의궤의 내용을 연대기 자료와 비교․검토한 결과 1762년(영조 38)에 편찬
된 의궤임이 확인되어 영조대 편찬 의궤로 수정․분류하였다.

9) 규장각을 제외한 국내 기관의 유일본 의궤 소장 현황을 보면, 장서각에 39건, 국립문화재연
구소에 1건(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경상남도 사천시청
에 3건 등이 소장되어 있다. 사천시청 소장의궤는 모두 태실(胎室) 관련 의궤들이다[김지연,
앞의 발표문(2010)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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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규장각 소장 선원보략수정의궤 중 유일본(왕대별)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①

고종②-광무

계

1종

9종

9종

6종

12종

16종

1종

54종

수정의궤는 선원보략이 수정될 때마다 제작되었기 때문에 의궤의 종수가 매
우 많은데, 규장각 소장 선원보략수정의궤 중에서 특히 정조대 이후에 편찬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일본이다. 규장각 소장 선원보략수정의궤 중 유일본의
왕대별 분포 내역은 <표 2>와 같다.

선원보략수정의궤류를 제외한 나머지 의궤들 중 유일본은 총 63종으로 집계
되었다. 이 의궤들은, 물론 장서각 등 여타 기관의 동일본 소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지만,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시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원보략수정의궤를 제외한 규장각 소장 유일본 의궤

63종을 왕대별로 정리해 보면, 제작 시기가 이른 선조대, 광해군대, 인조대와 다양
한 종류의 의궤들이 제작되었던 영조대에 유일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유일본 의궤 63종의 왕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조대 (6종)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규14845>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규14826>
▪宣祖再尊號都監儀軌 <규14899>
▪[扈聖宣武淸難]功臣都鑑儀軌 <규14924>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鑑儀軌 <규14923>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규14930>
② 광해군대 (13종)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 <규

13196>
▪祭器都監儀軌 <규14931>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규14939>
▪宣祖廟號都監儀軌 <규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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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海君私親誌石改修都監儀軌 <규14894>
▪[宣祖․懿仁王后]尊號都監儀軌 <규14895>
▪光海朝尊崇都監儀軌 <규14891>
▪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 <규14861의1>
▪穆陵修改儀軌 <규13514>
▪[光海君私親]追崇都監儀軌 <규14880>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一房儀軌 <규13512의1>
▪迎接都監米麵色儀軌 <규14551>
▪火器都監儀軌 <규14596>
③ 인조대 (13종)
▪仁穆王后尊崇儀軌 <규13245>
▪[元宗]禮葬都監儀軌 <규13518>
▪[昭武寧社]錄勳都監儀軌 <규14583>
▪[宣祖穆陵]遷陵都監儀軌 <규13515>
▪[宣祖穆陵]遷奉都監儀軌 <규15070>
▪[仁穆王后]國葬都監儀軌 <규13516>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규14157>
▪迎接都監軍色儀軌 <규14577>
▪迎接都監宴享色儀軌 <규14579>
▪迎接都監應辦色儀軌 <규14578>
▪迎接都監雜物色儀軌 <규14580>
▪迎接都監盤膳色儀軌 <규14576>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 <규13067>
④ 숙종대 (3종)
▪獻陵碑石重建廳儀軌 <규13501>
▪端宗實錄附錄撰輯廳儀軌 <규14153>
▪宗廟儀軌 <규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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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조대 (14종)
▪[孝章世子]禮葬都監儀軌 <규14875>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규13108>
▪宗廟儀軌續錄 <규14221-1-2>
▪列聖御製釐正更刊時自本寺修整儀軌 <규14201>
▪列聖誌狀修正時本寺儀軌 <규14200>
▪[思悼世子]禮葬都監都廳儀軌 <규13605-1-2>
▪受爵儀軌 <규14361-1-2>
▪獻陵石物重修都監儀軌 <규13896-1>
▪貞陵表石營建廳儀軌 <규13499>
▪位版造成都監儀軌 <규14250>
▪樂器造成廳儀軌 <규14264> (1745년)
▪大射禮儀軌 <규14941>
▪大報壇增修所儀軌 <규14315>
▪闡義昭鑑纂修廳儀軌 <규14206>
⑥ 정조대 (3종)
▪樂器造成廳儀軌 <규14265> (1777년)
▪元陵改修都監儀軌 <규13601>
▪[莊祖]顯隆園遷園儀軌 <규13629>
⑦ 순조대 (5종)
▪樂器造成廳儀軌 <규14266> (1804년)
▪純祖胎室石欄干造排儀軌 <규13968>
▪元子阿只氏藏胎儀軌 <규13969>
▪成宗大王胎室石碑改修儀軌 <규13964>
▪正宗大王胎室石欄干造排儀軌 <규13967>
⑧ 헌종대 (2종)
▪翼宗大王胎室加封石欄干造排儀軌 <규13970>
▪聖上胎室加封石欄干造排儀軌 <규1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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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종대 (4종-광무연간 포함)
▪太祖胎室改修儀軌 <규14942>
▪親臨政府時儀軌 <규14944>
▪[高宗戊辰]進饌儀軌 <규14374-1-3>
▪肇慶殿營建廳儀軌抄 <고4256.5-1>

2) 기타 특이 사항
(1) 목록에는 ‘등록’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의궤’일 가능성이 있는 서적
금번 규장각 소장 의궤 조사에서는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 ‘등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체재나 내용을 볼 때 의궤로 의심되는 책 7종 16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지만, 최종 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10) 의궤의 체재와 내용
을 갖춘 7종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건수 및 규장각 도서번호).
▪[흥선대원군․여흥부대부인]예장청등록([興宣大院君․驪興府大夫人]禮葬廳
謄錄) (5건, <규13013~규13017>)
▪경빈예장소등록(慶嬪禮葬所謄錄) (1건, <규12945>)
▪흥원천봉등록(興園遷奉謄錄) (3건, <규12948․규12949․규12951>)
▪영접도감잡물색등록(迎接都監雜物色謄錄) (2건, <규14554․규14555>)
▪경현당수작시등록(景賢堂受爵時謄錄) (1건, <규19357>)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 (2건, <규12930․규13926>)
▪경종대왕실록등록(景宗大王實錄謄錄) (2건, <규19357․규19358>)

(2) 목록에는 ‘의궤’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등록’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앞서 목록에는 ‘등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체재나 내용을 볼 때 의궤에 준하

10) 의궤 조사 사업을 마친 후 개최된 자문위원회의에서 의궤의 체재와 내용을 갖춘 등록 자료
들을 의궤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목록에 의궤로
명시된 것만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궤 형태를 띤 등록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궤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는 등록 자료들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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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록들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
목록 등에 의궤로 분류되어 있지만, 표지 이면의 기록이나 내제(內題) 등을 볼
때 등록일 가능성이 있는 서적들도 있다. 주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① 내제(內題)가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규14024, 규14025>
- 수작의궤(受爵儀軌)<규14361-1-2>
-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규13975>
②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규12897>

- 표지 이면에 첨지로 ‘현묘왕세손책봉등록 일권(顯廟王世孫冊封謄錄 壹卷)’이
라는 기록이 있음.

(3) 국내 의궤 중 가장 오래된 어람용(御覽用) 의궤
규장각에는 총 148건의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는데,11) 이 가운데 제작 시기
가 가장 빠른 것은 인조대에 편찬된 영접도감연향색의궤(迎接都監宴享色儀軌)

<규14579>, 영접도감응판색의궤(迎接都監應辦色儀軌)<규14578>, 영접도감잡
물색의궤(迎接都監雜物色儀軌)<규14580> 등 3건이다. 이들 의궤는 모두 1643년

(인조 21) 9월에 조선에 온 청나라 사신을 영접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로서, 5침
장정(裝幀)에 붉은 인찰선이 그려진 책지(冊紙)를 사용하는 등 어람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좀 더 자세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 의궤들을 어람용으로
본다면 규장각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현전(現傳) 어람용 의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11) 국내에 소장된 어람용 의궤의 현황을 보면, 규장각에 148건, 장서각에 25건, 국립중앙도서관
에 1건(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서울역사박물관에 1건(추봉책봉의궤

(追封冊封儀軌)) 등이 소장되어 있다.
12) 국․내외를 통틀어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어람용 의궤는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는 종묘수
리도감의궤(宗廟修理都監儀軌)(도서번호 2664)로 1637년(인조 15)에 편찬되었다. 동일한 내
용의 분상용 의궤로는 장서각 소장본(도서번호 2-3587)이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어람용 의궤가 호란 이후에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본 종묘수리도감의궤(파리국립도서관, 도서번호 2664)를 현존하는 최초의 어람용
의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급 어람용 의궤의 출현을 호란 이후 반청(反淸) 사상으로 표출
된 ‘조선=유일중화사상’에서 비롯된 변화라고 해석하면서,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길
이 없다고 단정하였다[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과 현전 의궤 조사 연구｣, 한국사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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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궤 내용을 후대에 필사하여 편집한 서적
규장각 소장 의궤 중에는 기존 의궤의 내용 전체, 또는 중요 내용 일부를 발췌
하여 필사해 놓은 서적들이 있다. 아마도 참고의 편의를 위해 초록(抄錄)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만큼 의궤의 내용이 많이 참고․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영조갑자]진연의궤([英祖甲子]進宴儀軌)<규14360-1-2>

- 동일 서명의 의궤 <규14359>을 후대에 필사하여 만든 책으로 추정됨.
② 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규13495>

- 20종의 존숭도감의궤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필사하여 7책으로 편집한 책.13)
③ 조경단영건청의궤초(肇慶壇營建廳儀軌抄)<고4256.5-1>

- 조경단영건청의궤(肇慶壇營建廳儀軌)에서 주요 내용을 초록(抄錄)한 책. 한
글이 병기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5) 한 질의 의궤가 여러 도서번호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규장각 소장 의궤 중에는 원래 한 질이었던 의궤가 여러 도서 번호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더러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지방 4사고(史庫)의 서적
들을 규장각 도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추정된다.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보개조도감의궤(金寶改造都監儀軌)

- <규14948>과 <규14949>, <규14211>과 <규14598>이 합하여 각각 한 질을 이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a), 27~29쪽: ｢조선시대 儀軌 편찬 시말｣ 한국학보 107, 2002
(b), 18~19쪽].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조선전기에 어람용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필자도 조선전기 의궤가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어람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도 조선전기 의궤 제작의 실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람용 의궤가 호
란이 이후 처음 등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또, 어람용 의궤의 출현을
반청의식과 연결시키는 해석도 청나라 사신 영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의 어람용이 존
재하는 것을 볼 때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13) 본서의 편찬 경위에 관해서는 김지영, ｢18세기 후반 국가전례의 정비와 ≪춘관통고≫｣, 한
국학보 114, 2004, 10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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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의빈예장도감도청의궤(端懿嬪禮葬都監都廳儀軌)<규13573>과

단의빈

예장도감의궤(端懿嬪禮葬都監儀軌)<규13572>

- 두 책이 각각 상․하책이 되어 한 질을 이룸.
③ [인조장릉]천릉도감도청의궤([仁祖長陵]遷陵都監都廳儀軌)

- <규14886>은 제3책만 남은 영본이고 <규14887>은 제3책과 5책이 빠진 영본으
로, <규14886>이 <규14887>의 누락된 제3책에 해당함. 즉, 두 건은 원래 한 질
이었음.
④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 <규14901>과 <규15073>이 합하여 한 질을 이룸.
⑤ [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

- <규14925>과 <규14926>이 합하여 한 질을 이룸.
⑥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 <규13557>과 <규13558>이 합하여 한 질을 이룸.
⑦ 순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純祖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 <규13673>과 <규13674>이 합하여 한 질을 이룸.
⑧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孝明世子禮葬都監儀軌)

- <규13716>과 <규13717>이 착종되어 있음. <규13717>의 제2책이 <규13716>의
제3책으로, <규13716>의 제3책이 <규13717>의 제2책으로 가야 완전한 한 질
을 이룸.
⑨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

- 하나의 도서번호 안에 예조 분상본과 춘추관 분상본이 뒤섞여 있음
- <규13609>: 전체 4책 중 1․3․4책만 남은 영본→1․4책은 춘추관본, 3책은
예조본.

- <규13610>: 전체 4책 중 제1책만 예조본, 나머지는 모두 춘추관본.
(6) 불교 관련 서적에 ‘의궤’라는 용어를 쓴 경우
칠중수계의궤(七衆受戒儀軌)<규7668>는 기존의 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
에는 의궤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책은 국가․왕
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가 아니라 불교의 계율을 수록한 책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서는 조선시대 국가․왕실의 행사 보고서인 ‘조선왕조 의궤’와는 성격을 달리하
는 책이며, 이에 따라 규장각 소장 의궤 통계(1,567건 2,897책)에서는 제외하였다.

규장각 소장 의궤(儀軌)의 현황과 특징

145

1908년(융희 2) 해인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본서는 불교의 주요 계율을 불살생
(不殺生), 불도(不盜), 불음(不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 불저서화장(不
著書花掌), 불향도신(不香塗身), 불가무창기(不歌舞倡伎), 불왕시청(不往視聽), 불
좌고광대상(不坐高廣大床), 불비시식(不非時食), 불착지생상금은보물(不捉持生像
金銀寶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칠중수계의궤는 비록 본고에
서 대상으로 하는 행사 보고서로서의 의궤와는 성격을 달리 하지만, ‘의궤’라는
명칭이 불교에서 기원했다는 기존 연구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4)

4. 규장각 소장 의궤의 특징
규장각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567건, 2,897책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방대
한 수량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 의궤의 편찬 시기도 17세기부터 19세기
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15) 따라서 규장각 소장 의궤의 특징은 곧 조선
왕조 의궤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개관한, 규장각 소
장 의궤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왕조 의궤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14) 신승운 교수는 2009년 5월 29일에 한국고전번역원의 주체로 열린 ‘조선왕조 의궤 번역의 현
황과 과제’ 학술회의에서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의
궤’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원래 불교에서 기원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한국고전
번역원 2009년도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2009, 3~4쪽). 한편, 신명호 교수도 2010년 9월 10일
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
한 ｢조선건국 후 왕실의례의 정립과 의궤｣라는 논문에서 위 신승운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면
서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의궤라는 명칭이 사용된 자료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어 신 교수는 의궤라는 이름의 불교 의례서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를 삼국시대로 추정
하였다. 또 고려후기의 신진사대부들은 의궤라는 명칭이 붙은 불교 의례집이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의례집에도 의궤라는 이름이 사용되
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119~123쪽).
15) 규장각 소장 의궤의 편찬 시기 분포는 본고 3장의 <표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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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세기 초․중반 의궤의 체재상 특징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 건국 초기부터 의궤가 제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16) 하지만 현전하는 의궤들은 모두 17세기 이후의 것들로서, 현전 의
궤들 중에서 제작 연대가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0년(선조 33)에 제작된 [의인왕
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현전 의궤들 중 연대가 올라가는 17세기 초․중반 의궤들을 검토해 보면, 17세
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의궤들과는 체재 및 내용 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궤가 목차 구성이나 기록 방식 등에 있어서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
게 되는 것은 대략 17세기 후반이며, 그 이전 17세기 초․중반에는 의궤의 일정한
체재가 확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7세기 후반 이후의 의궤에서
는 행사와 관련된 조정의 논의나 관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을 수록할 때
논의의 주체나 문서의 형식에 따라 ‘전교(傳敎)’․‘계사(啓辭)’․‘이문질(移文秩)’․

‘내관질(來關秩)’․‘감결질(甘結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반면, 17세
기 초․중반의 의궤에서는 위와 같은 항목 분류 없이 행사 논의 내용이나 여러
종류의 문서 내용이 발생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서술 체재상 ‘등록’과 구
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 17세기 후반 이후 의궤들은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도감(都監)과 도감 아래
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방(房)․색(色)의 업무 내용을 하나의 의궤 속에 합하여 기
록한 반면, 17세기 초․중반 의궤 중에는 각 방이나 색별로 별도의 의궤가 제작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접도감의궤로, 도청(都廳), 사제청

(賜祭廳), 미면색(米麵色), 반선색(盤膳色), 응판색(應辦色), 군색(軍色), 연향색(宴
享色), 잡물색(雜物色) 등 영접도감 아래에 있는 실무 기구별로 의궤가 따로 제작
되었다. 이밖에 17세기 초․중반 의궤에는 앞에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거
의 없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초․중반 의궤들은 그 이후에 제작된 의궤들과 비교해 볼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

16) 조선전기의 의궤 편찬에 관한 내용은 한영우, 앞의 논문[2002(a) 18~27쪽, 2002(b), 8~17쪽]
및 신병주, ｢조선시대 의궤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272~276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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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조선 전기에 제작된 의궤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17세기 초․중반 의궤들보다
도 훨씬 덜 체계화된, 아마도 거의 등록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17세기 초․중반 의궤는 비록 체재의 측면에서 이후 의궤들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궤 제작 상의 발전 과정,
더 나아가서는 조선시대 출판문화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의궤의 관인(官印)
규장각 소장 의궤에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관인(官
印)이 찍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관인은 ‘봉사지인(奉使之印)’과 ‘일
품봉사지인(一品奉使之印)’ 등 두 가지이다.

‘봉사지인(奉使之印)’은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관인(官印)으로 예조에서 다량의
봉사지인을 소장하고 있다가 특수한 임무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관청
에서 합당한 관인이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하였다.17) 이는 예기치 못한 일들의 발
생 시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인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국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록에 의하면 ‘봉사지인’은 주로 다른 나라
와의 외교를 위해 파견되는 사신이나 국가의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관인 도감(都監)의 관원, 각 진(鎭)의 병마절도사에게 지급되어 사용되었다. ‘일
품봉사지인’은 1품의 관계(官階)에 해당하는 직임을 맡은 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인으로, 주로 의궤와 외교문서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봉
사지인’과 ‘일품봉사지인’의 용도를 고려할 때, 의궤에 찍혀 있는 ‘봉사지인’ 및

‘일품봉사지인’은 당시 조선의 관인 운영 체계의 실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장각 소장 의궤 중에는 소수이지만 ‘이품봉사지인(二品奉使之印)’이 찍
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628년(인조 6) 편찬된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

([昭武寧社]錄勳都監儀軌)<규14583>, 1748년(영조 24) 편찬된 영정모사도감의궤
(影幀摸寫都監儀軌)<규13997>, 1786년(정조 10)에 편찬된 문효세자묘소도감의
17)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왕조의 관인(官印), 2009, 97쪽.
이하 ‘봉사지인’, ‘일품봉사지인’, ‘이품봉사지인’ 등 조선시대 관인에 대한 내용은 위의 책

97~100쪽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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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규13924> 등에는 ‘이품봉사지인’이 찍혀 있다. ‘이품
봉사지인’은 2품의 품계에 해당하는 직임을 맡은 관리가 사용하는 관인이다. 따라
서 ‘이품봉사지인’의 사례는 ‘일품봉사지인’의 사례와 더불어 당시 행사 운영 및
의궤 편찬을 주관했던 도감의 위계(位階)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
정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묘소도감의궤 중에서도 ‘일품봉사지인’인 찍힌 경우가
있고 ‘이품봉사지인’이 찍힌 경우가 있는 등 같은 종류의 의궤라고 해도 찍힌 관
인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궤에 찍힌 관인을 근거로 도
감의 위계 차이 여부를 확언하기 어렵다.

‘봉사지인’류 외에도 규장각 소장 의궤에는 여러 종류의 관인들이 찍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선원보략수정의궤들에는 ‘종부시인(宗簿寺印)’․‘종부시제조지
인(宗簿寺提調之印)’ 등과 같이 선원보략의 수정 및 의궤 편찬을 주관했던 종부
시(宗簿寺)의 관인이 찍혀 있다. 또, 의궤 소장처(분상처)의 관인이 찍혀 있는 경
우도 있다. 예를 들면, 1611년(광해군 3)에 편찬된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

<규14931>에는 ‘의정부인(議政府印)’이 찍혀 있고, 1643년(인조 21) 편찬된 영접
도감반선색의궤(迎接都監盤膳色儀軌)<규14576>에는 ‘사관장(史館藏)’, 즉 춘추
관의 관인이 찍혀 있어서 본 의궤들의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들은 의궤 겉표지 등에 기재된 분상처 기록과 함께 해당 의궤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밖에 특이한 관인의 사례로는 1776년(정조 즉) 편찬된 [장조]상시봉원도감의
궤([莊祖]上諡封園都監儀軌)<규13337>에 ‘병조낭청지인(兵曹郎廳之印)’이 찍힌 것,

1795년(정조 19)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와 1801년(순조 1)
에 편찬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에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조선시대 왕실 행사 운영의 주체와 위
상, 의궤의 보존 및 이용 과정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궤와 관인
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의궤의 분상처
의궤에 수록된 항목 중에는 의궤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의궤사목(儀軌
事目)｣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궤의 분상처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의궤의
분상처는 제작 건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 의궤의 내용․주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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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에 분상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의궤의 제작 건수는 활자본을 제외하면 보통 5~9건 정도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는 5건이다. 이 경우 어람(御覽) 1건 외에 의정부(議政府), 예
조(禮曹), 춘추관(春秋館), 그리고 지방의 네 사고(史庫) 중 한 곳에 분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방사고 중에는 강화도 정족산 사고에 분상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
타난다. 의궤가 8건 제작된 경우에는 어람, 의정부, 예조, 춘추관, 그리고 지방사고
네 곳 모두에 분상되었다. 한편 국왕․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과정을 정리한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의 경우에는 종묘를 관리하는 종묘서

(宗廟署)가 분상처에 추가되어, 어람 1건과 의정부, 예조, 춘추관, 지방사고(4곳),
종묘서 분상건 등 총 9건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신주를 모시는 장소가 종묘가 아
닌 다른 궁(宮)이나 묘(廟)인 경우에는 그 장소가 분상처에 포함되었다.18) 한편 18
세기 들어서면 의궤 분상처에서 의정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 의궤를

5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의정부 대신 지방사고 한 곳이 더 추가되었고, 기존에 8건
또는 9건이 제작되던 경우에는 제작 건수가 1건씩 줄어들었다.
의궤의 종류에 따라 특정 기관에 분상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먼저 선원록(璿源
錄)․선원보략(璿源譜略) 관련 의궤들은 보통 5건에 제작되어 선원보략 및
의궤 편찬의 주관 기관인 종부시(宗簿寺)와 지방사고 4곳에 봉안되었다. 또 악기
조성청의궤(樂器造成廳儀軌)는 보통 2건에 제작되어 예조와 장악원(掌樂院)에
분상되었으며, 궁중의 잔치와 관련된 의궤들도 장악원에 분상되었다. 어진(御
眞)․영정(影幀) 관련 의궤들은 선원전(璿源殿)이나 영희전(永禧殿) 등 진전(眞殿)
이 분상처에 포함되었다. 영건(營建) 관련 의궤들은 반드시 호조(戶曹)에 분상되
었는데, 이는 영건에 소요되는 재정의 조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영조대의 친경의궤(親耕儀軌)는 행사 주관 부서인 봉상시(奉常寺)가, 대사
례의궤(大射禮儀軌)는 대사례가 시행되었던 성균관(成均館)이 분상처에 포함되
었다. 한편 태실(胎室) 관련 의궤들은 태실이 있는 도(道)의 감영(監營)이나 주현

(州縣)의 관아에 분상된 점이 특징적이다.19)

18) 헌경혜빈부궁도감의궤(獻敬惠嬪祔宮都監儀軌)의 분상처에 혜경궁의 신주를 모신 경모궁
(景慕宮)이 포함된 것이나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의 분상처에 효
명세자의 사당인 문호묘(文祜廟)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19) 현재 경남 사천시청 등 지방자치체에 소장되어 있는 태실 관련 의궤들은 조선시대 당시 태
실 소재 지방 관아에 분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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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종 친정기(親政期) ‘예람용(睿覽用) 의궤’의 등장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왕조 의궤는 국왕이 보는 어람용(御覽用) 의궤와 관
청 및 사고(史庫)에서 보관하는 분상용(分上用) 의궤 등 2가지 종류가 제작되었다.
어람용 의궤는 분상용 의궤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국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장
정(裝幀) 등에서 분상용 의궤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또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용 의궤와 황태자용 의궤가 별도로 제작된 것은 황제국 선포 이후 달라진 국
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번 규장각 소장 의궤 조사를 통해 의궤 제작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다. 기존에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
기 전까지는 어람용과 분상용 등 2종류의 의궤가 제작되다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에 황제용, 황태자용, 분상용 등 3종류의 의궤가 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실사 결과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전, 즉 고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된 1873
년(고종 10)부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올려지는 ‘예람용(禮覽用)’ 의궤가 제
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고종대 예람용 의궤 중에서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1873년(고종 10)에 만들어진 [문조신정왕후․헌종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상
존호도감의궤([文祖神貞王后․憲宗孝定王后․哲仁王后․高宗]上尊號都監儀軌)

<규13458․13459>이다. 즉, 이 의궤부터 ｢의궤사목(儀軌事目)｣에 기록된 의궤의
분상처 중에 ‘세자시강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의궤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
대한제국 선포 전까지 만들어진 의궤들은 대부분 세자시강원으로 보내지는 예람
용 의궤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고종 친정기의 예람용 의궤는 어람용 의궤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즉,
녹색비단 표지, 놋쇠 변철, 국화동 5개로 장정한 외형이나, 초추지에 붉은 인찰선
이 그려진 책지(冊紙) 등이 어람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앞서 언급한 [문조신정왕
후․헌종효정왕후․철인왕후․고종]상존호도감의궤 이후 만들어진 의궤들은 대
부분 어람용의 형태를 갖춘 의궤가 두 건씩 제작되었다. 즉 둘 중 하나는 어람용
이고, 다른 하나는 예람용인 셈이다. 하지만 이 의궤들에는 분상처가 표시되어 있
지 않아서,20) 외형만으로는 어느 것이 어람용이고 어느 것이 예람용인지를 구분
하기 어렵다. <도판 1>은 규장각 소장 보인소의궤 중 어람용과 예람용의 첫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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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소의궤 <규 14219>

<도판 1> 규장각 소장 보인소의궤의 어람용과 예람용 비교

을 비교한 것인데, 어람용과 예람용이 외형적으로 동일하게 제작되었음을 잘 보
여준다.
고종의 왕세자인 순종은 1874년(고종 11)에 출생하였다. 따라서 예람용 의궤 제
작이 처음 시작된 1873년 당시에는 아직 왕세자가 없었다. 왕세자가 아직 존재하
지 않았던 시기에 예람용 의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정치
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우선 주목
되는 것은 예람용 의궤의 제작 시점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는 점이다. 이는 친정의 시작과 더불어 고종이 왕실의 위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람용 의궤 제작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세자가 없거나 세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상황에서 세자시강원으로

20) 분상용 의궤에는 표지에 분상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람용이나 예람용 의궤들
은 분상처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궤사목｣의 내용을 통해, 어람용(규장각 분상)
과 예람용(시강원 분상)이 따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두 의궤의 제작 방식
이 동일했기 때문에 현전하는 실물 중에서 어람용과 예람용을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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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진 예람용 의궤의 독자는 사실상 명성왕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예람용 의궤의 제작은 대원군 실각과 고종의 친정이라는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점차 강화되어 가던 명성왕후의 정치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종 친정기 이후 예람용 의궤의 제작은 조선시대 의궤 제작 방식
의 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종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한 문제이며, 따라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규장각 소장 의궤에 대한 실사를 통해 파악한 소장 의궤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규장각에는 총 533종, 1,567건, 2,897책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유일본 의
궤는 모두 117종인데, 선원보략수정의궤류가 54종이고, 그 밖의 유일본 의궤가

63종이다. 선원보략수정의궤는 선원보략이 수정될 때마다 만들어졌기 때문
에 그 종수가 매우 많은데, 특히 정조대 이후에 편찬된 의궤들은 거의 대부분 유
일본이다. 선원보략수정의궤류를 제외한 나머지 유일본 의궤 63종의 왕대별 분
포를 보면 선조대 6종, 광해군대 13종, 인조대 13종, 숙종대 3종, 영조대 14종, 정
조대 3종, 순조대 5종, 헌종대 2종, 고종대 4종 등으로, 제작 시기가 올라가는 선
조․광해군․인조대와 다양한 종류의 의궤들이 제작되었던 영조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궤는 조선 전기부터 작성되었지만, 현재는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의궤만 전
해지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 의궤들의 체재를 검토해 보면, 목차 구성이나
기록 방식 등에 있어서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게 되는 것은 대략 17세기 후반 이후
이며, 그 이전 17세기 초․중반에 제작된 의궤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된
체재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 전기에 제작된 의궤들은 형식
적인 면에서 17세기 초․중반 의궤들보다도 훨씬 덜 체계화된, 아마도 거의 등록
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소장 의궤에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관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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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이 찍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관인은 ‘봉사지인(奉使之印)’과 ‘일품
봉사지인(一品奉使之印)’ 등 두 가지이며, 소수이지만 ‘이품봉사지인(二品奉使之
印)’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의궤의 편찬 기관이나 소장처(분상처)의 관인이
찍힌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의궤의 관인은 조선시대 관인 운영의 실례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궤의 분상처는 의궤 제작 건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또 의궤의 내용
에 따라 특정 기관에 분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의궤의 제작 건수는 5건이 가장 일
반적인데, 이 경우 어람 1건 외에 의정부, 예조, 춘추관, 그리고 지방 사고(史庫)
중 한 곳에 분상되었다. 의궤가 8건 제작된 경우에는 어람, 의정부, 예조, 춘추관,
지방사고 네 곳에 분상되었고,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는 종묘서(宗廟署)가
추가되어, 총 9건이 제작되었다. 이밖에 선원록․선원보략 관련 의궤들은 종
부시(宗簿寺), 악기조성청의궤(樂器造成廳儀軌)와 잔치 관련 의궤는 장악원(掌
樂院), 어진(御眞)․영정(影幀) 관련 의궤는 진전(眞殿), 영건(營建) 관련 의궤는
호조(戶曹) 등이 분상처에 포함되었다. 또 태실(胎室) 관련 의궤들은 태실이 있는
도(道)의 감영(監營)이나 주현(州縣)의 관아에 분상된 점이 특징적이다.
고종 친정이 시작되는 1873년(고종 10)에는 의궤 제작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나
타났는데, 즉 이때부터 대한제국 선포 전까지 세자시강원에 올려지는 예람용 의
궤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예람용 의궤는 어람용 의궤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
어 외형만으로는 어람용과 예람용의 구분이 어렵다. 예람용 의궤의 제작은 대원
군의 실각과 고종의 친정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궤
제작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종대 정치사 전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0. 10. 28),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154

奎 章 閣

37

참고문헌
이태진,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1994, 지식산업사(2010, 증보신
판).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과 현전 의궤 조사 연구｣, 한국사론 48(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______, ｢조선시대 儀軌 편찬 시말｣, 한국학보 107, 2002.
______, 조선왕조 의궤, 2005, 일지사.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2005, 돌베개.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한국고전번역원 2009년도 정
기학술회의 자료집, 2009.
신명호, ｢조선건국 후 왕실의례의 정립과 의궤｣,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학
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신병주, ｢의궤 분류 방안에 대한 재검토｣, 조선왕실 의궤의 분류 및 활용 방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전적자료센터 구축사업팀 제1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0.
______, ｢조선시대 의궤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김지연, ｢조선왕조의궤 지정학술조사의 현황과 의의｣,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규장각 편, (수정판)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1994.

_________,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 2002.
_________,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1~3), 2003~2005.
_________,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2005.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왕조의 관인(官印) 2009.

155

규장각 소장 의궤(儀軌)의 현황과 특징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Euigwe (儀軌) hous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ang, Moon-shik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Euigwe (儀軌)
hous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IKS). KIKS has a collection of
2,897 volumes of Euigwe. Among the KIKS’s collections of Euigwe there are 117
kinds of a unique Euigwe, 54 kinds of them are Seonwon boryak sujeong euigwe (璿源
譜略修正儀軌).

In this paper I found 4 distinct features of KIKS’s collections of Euigwe. First, the
standard format and way of writing of Euigwe were established after the late 17th
century. Second, the most of official seals put on the KIKS’s collections of Euigwe
are ‘Bongsajiin (奉使之印)’ and ‘Ilpum Bongsajiin (一品奉使之印).’ And there are
some cases that sealed the stamps of the officials where compiled and housed the
Euigwes. Third, the officials that store Euigwes dpended on how many Euigwes were
compiled. And there were some special storage officials according to the themes and
contents of Euigwes. Fourth, from 1873 when king Kojong (高宗) himself assume the
rule of dynasty, the compilation of Euigwes for crown prince began.
Keyword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uigwe (儀軌), official seals
(官印), storage officials, Euigwes for crown pri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