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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1)

김 문 식**

 

록: 이 논문은 ｢ 軌事目｣을 통해 軌의 구체 인 제작 과정을 밝히기 

해 작성되었다.  
의궤의 작성을 담당하는 軌廳은 작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었는데, 

활자본 의궤를 작성할 때에는 주로 의궤를 인쇄하는 鑄字所에 설치되었다. 
의궤청은 행사를 주 했던 都監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를 연속 으로 처리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이다. 의궤청의 리는 도감에

서 활동했던 리가 계속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리들은 소속 청에서

의 근무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  행사에 동원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
의궤를 작성할 때 필요한 물품은 국가 기 들이 분담하여 제공했다. 의궤

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는데, 근 식 산제도가 

도입된 1890년  이후로는 구입이 일반화되었다. 의궤청이 설치되면 제일 

먼  리들이 등불을 켜거나 난방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공되었고, 의궤의 

작성에 필요한 紙․筆․墨이 제공되었다. 의궤의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은 

빌려서 사용하다가 작업이 끝나면 원 기 으로 되돌려 주었다. 의궤의 班次

圖나 圖說을 그릴 때에는 다양한 물감과 阿膠가 필요했고, 의궤를 粧䌙할 때

에는 다양한 색깔의 비단, 褙接에 사용하는 종이, 책을 묶는 邊鐵 朴鐵 圓環

이 필요했다. 어람용 의궤의 표지는 록색만 있었는데, 大韓帝國이 건설된 

 *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지원한 규장각 국가 자료센터 구축사업에 의한 

논문임. 본고는 2010년 6월 18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 자료센터 구축사업  제1차 

학술 회에서 발표한 을 수정한 것이다. 본고를 수정하는 데에는 조계  연구교수의 토론

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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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황색, 홍색, 록으로 분화되었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어람용 의궤의 건수는 조선시 에는 1건이던 것이 한제국 이후 3~4건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분상용 의궤는 주로 議政府, 禮曹, 春秋館, 4  史庫

에 배포되었지만, 한제국 이후에는 掌禮院, 圜丘壇, 秘書院이 추가되었다. 
활자본 의궤는 배포처가 수십 곳으로 늘어났는데, 인쇄 부수가 가장 많았던 

園幸乙卯整理 軌는 101곳에 배포되었다. 

핵심어: 軌事目, 軌廳, 都監, 鑄字所, 園幸乙卯整理 軌

1. 머리말

오늘날 軌는 조선시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표  사례로 인정받

고 있으며, 역사, 건축, 음악, 무용, 복식, 음식 등의 각 분야에서 의궤를 자료로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궤는 그 기록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문화재청에서는 奎章閣과 藏書

閣에 소장된 의궤 량을 國寶로 지정하는 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궤에 한 학

계나 일반 시민들의 심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그동안 奎章閣과 藏書閣에서 소

장 의궤의 목록과 해제를 작성하고 인본을 간행했으며, 한국고 번역원을 비롯

한 각  기 에서 의궤의 譯註本을 만들어 보 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 의궤에 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의궤 기록의 신빙성에 한 의문이 제

기되었고,1) 의궤의 구체 인 제작 과정에 해서도 궁 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의궤의 기록을 활용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의궤 자체에 한 연구는 부족

했기 때문에 생긴 상이라 하겠다. 필자도 그동안 의궤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

면서 의궤 자체에 한 궁 증이 커졌는데, 2009년에 시작된 규장각 국가 자

료센터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오랫동안 미 왔던 과제를 다 보고

자 한다.

 1) 안애 의 임오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연구(2009, 단국 학교 박사학 논문)는 임

오년(1882) 王世子(순종) 嘉禮에 사용된 복식을 연구한 논문인데, 王世子嘉禮都監 軌와 

｢衣襨件記｣의 기록을 비교한 결과 軌의 기록은 의 기록을 답습한 것이며, 실제 상황

을 반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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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본고에서 주로 분석하는 자료는 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 軌事目｣이

다.2) ｢의궤사목｣이란 국가  행사를 주 하는 都監에서 해당 행사를 끝내고 의궤

를 편찬하기 한 軌廳을 설치하면서 작성한 문서인데, 통상 으로 의궤의 제1

부에 해당하는 都廳 軌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되어 있다.3) ｢의궤사목｣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된 의궤에서는 부분 나타나는데, 의궤청이 설치된 장소와 소

속 리, 의궤 제작에 소요되는 물품, 의궤의 배포처 등이 기록되어 의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필자는 다음의 14종 의궤에 나타난 ｢의궤사목｣을 분석하려고 한다. 

①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1759)

② 顯隆園園所都監 軌(1789)

③ 園幸乙卯整理 軌(1797)

④ 正祖國葬都監 軌(1801)

⑤ 正祖健陵山陵都監 軌(1801)

⑥ 純祖純元后嘉禮都監 軌(1802)

⑦ 正宗實 廳 軌(1806)

⑧ 慈慶殿進爵整禮 軌(1827)

⑨ 高宗大禮 軌(1897)

⑩ 明成皇后國葬都監 軌(1898)

⑪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 軌(1898)

⑫ 義王英王冊 軌(1900)

⑬ 淳妃冊 軌(1901)

⑭ 高宗御眞圖寫都監 軌(1902)

존하는 의궤는 17세기부터 20세기 반에 걸쳐 제작되었고 그 종류만 해도 

수백 종에 이르는 상황에서 14종만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많은 것이 사

실이다. 그 지만 이들 의궤의 부분이 이미 인본으로 보 되어 있는데다, 18

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까지 작성된 의궤의 제작 과정을 비교  다양하게 보여

 2) ｢ 軌事目｣이란 표 은 모든 軌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 軌” 는 “ 軌事例”로 기록

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제목이 없이 “都廳 軌修正時 應行諸事”라고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 軌事目” 는 “ 軌事目別單”이라 기록한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3) 園幸乙卯整理 軌에는 권2 節目에 ｢ 軌事目｣이 별도로 있고, 正宗實 廳 軌에는 ｢

軌事目｣ 다음에 ｢ 軌廳謄 ｣까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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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2. 의궤청의 설치와 소속 리

1) 의궤청의 설치 장소

｢의궤사목｣에는 의궤청을 설치하는 장소를 기록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吏曹: ① ⑤ ⑥

惠民署: ②

弘文館: ③

司譯院: ④

典醫監: ⑦

太僕司: ⑨ ⑩ ⑫ ⑬

營繕司: ⑪

扈衛隊新營: ⑬

이를 보면 특정 행사에 한 의궤를 작성하는 의궤청이 특정 장소에 설치되었

다고 단하기는 어렵다. 를 들면 正祖의 國葬(④)과 山陵(⑤)은 동시에 진행되

었지만 의궤청은 司譯院과 吏曹에 따로 설치되었고, 明成皇后의 國葬(⑩)과 殯殿

魂殿(⑪)도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의궤청은 太僕司와 營繕司에 설치되었다. 의궤

청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편리한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제국 이

에는 吏曹, 한제국 이후에는 太僕司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활자본 의궤의 의궤청은 인쇄를 담당한 鑄字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

다. 園幸乙卯整理 軌는 弘文館에 의궤청을 설치했다가 鑄字所로 바꾸었고,4) 

華城城役 軌는 華城府에 의궤청을 설치하고 鑄字所에서 監印했으며,5) 憲宗

 4) 園幸乙卯整理 軌 권2, 節目, ｢ 軌事目｣. “一. 處所乙良, 弘文館良中排設, 以整理 軌

廳, 稱號爲白齊.”
   의 책, 卷首, 座目, ｢ 軌座目｣; ｢監印座目｣. “設整理所于壯勇營朝房[甲寅 十二月 十一日 

同]. …… 設 軌廳于鑄字所[乙卯 潤二月二十八日 同].” 

 5) 華城城役 軌 卷首, 座目, ｢ 軌座目｣; ｢監印座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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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軌 都監 軌廳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顯隆園園所都監 軌

園幸乙卯整理 軌

正祖國葬都監 軌

正祖健陵山陵都監 軌

純祖純元后嘉禮都監 軌

正宗實 廳 軌

慈慶殿進爵整禮 軌

高宗大禮 軌

明成皇后國葬都監 軌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 軌

義王英王冊 軌

淳妃冊 軌

高宗御眞圖寫都監 軌

中樞府, 禮曹

吏曹

壯勇營 朝房

刑曹, 工曹, 司譯院

吏曹

禮曹, 中樞府, 吏曹

守禦廳

工曹

太僕司

宗正司

淸穆門 西行閣

太僕司

太僕司

法規校正所→前營繕司

吏曹

惠民署

弘文館→鑄字所

司譯院

吏曹

吏曹

典醫監

校書館

太僕司

太僕司

營繕司

太僕司

太僕司

扈衛營 新營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표 1> 都監과 軌廳의 설치 장소

戊申進饌 軌는 의궤청을 설치한 장소가 別軍職廳→鑄字所→觀象監→鑄字所로 

바 었다.6) 활자본 의궤의 의궤청을 주자소에 설치하면 업무를 연속 으로 처리

하는 데 편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사를 주 한 都監과 軌廳이 설치된 장소를 비교하면 동일한 곳이 

많이 나타난다. <표 1>은 都監과 軌廳의 설치 장소를 정리한 것인데, 비고에서 

보듯 都監과 의궤청이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도감에서 처

리했던 업무를 의궤청에서 기록한 것이 의궤라는 을 고려하면, 도감과 의궤청

이 같은 장소에서 설치될 경우 편리한 이 많았을 것으로 단된다.

2) 의궤청 소속의 리

｢의궤사목｣에는 의궤청에 소속된 리에 한 규정이 나온다. 몇 가지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1759)7)

 6) 憲宗戊申進饌 軌 卷首, 座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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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都廳, 仍爲檢察. 郎廳, 工曹正郞金治良, 差下察任.

1. 上都廳, 郎廳, 除本司任上直, 凡公 勿參, 差祭安徐.

1. 上都廳, 印信, 各一顆, 仍爲行用.

1. 御覽件書寫寫字官二人, 分上件書寫五人, 畵員一人, 書吏三人, 庫直一名, 使令二

名, 令戶兵曹給料 , 使喚.

1. 守直軍士二名, 茶母一名, 令該曹, 仍爲定 .

③ 園幸乙卯整理 軌(1797)8)

1. 上整理使沈頤之, 徐龍輔, 尹行恁, 仍爲檢察. 工曹判書李家煥, 行左承旨李晩秀, 

同爲句檢. 郎廳都廳洪守榮, 差下察任. 前檢書官朴齊家, 檢書官柳得恭, 使之監董.

1. 上, 郎廳, 除本司仕上直, 凡公 勿參, 差祭安徐.

1. 行用印信, 以整理所印信, 仍用.

1. 書吏八人, 書寫三人, 庫直一名, 使令二名, 文書直一名, 水工二名, 以整理所員役

差定, 分日上直.

⑭ 高宗御眞圖寫都監 軌(1902)9)

1. 提調三員, 都廳二員, 仍爲檢察.

1. 郎廳, 外部主事李源鎔, 差下察任.

1. 提調, 郎廳, 依前例, 軌事畢間, 除本司仕上直, 凡公 勿參, 差祭安徐.

1. 奎章閣․侍講院件, 書寫寫字官一人, 畵員一人, 雇員五人, 書寫二人, 使令二名, 

軍士二名, 使役.

이상의 사례를 보면 의궤청 리에 한 규정은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가 없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의궤사목｣에는 의궤청의 上, 都廳, 郎廳에 한 조목이 있

는데, 해당 행사를 주 했던 都監의 리  일부가 의궤청에도 그 로 남아 의궤

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고, 의궤청에 새로 임명되는 리가 있으면 별도로 명단

을 밝혔다. 의궤청에 소속된 리들은 의궤를 편찬하는 동안 本司, 즉 원래 소속

된 청에서의 근무를 제외하고는 公 에 참석하거나 祭禮에 차출되지 않는 특혜

를 받았고, 의궤청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都監에서 사용하던 印信을 그 로 

사용했다. 

다음의 <표 2>는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에 련된 整理所(都監)와 軌廳에 

 7)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甘結秩｣, 己卯(1759) 六月 二十二日, 都監 軌事目.

 8) 園幸乙卯整理 軌 권2, 節目, ｢ 軌事目｣.

 9) 高宗御眞圖寫都監 軌, ｢ 軌｣ 壬寅(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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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整理所 軌廳

總理大臣 右議政 蔡濟恭 1795.  2.  8 兼察 左議政 蔡濟恭

整理使

/ 上

左參贊 鄭民始 1796. 11. 9 差下

戶曹判書 沈頤之

1794. 12. 10 差下

1795.  1. 27 罷職

1795.  2. 12 還差

上護軍 沈頤之 1795. 윤2. 18 差下

行禮曹判書 閔鍾顯 1795. 윤2. 28 差下

行副司直 徐有防
1794. 12. 10 差下

1795.  1. 27 仍差

戶曹判書 李時秀 1795.  1. 28 差下 戶曹判書 李時秀 1795. 윤2. 28 差下

行副司直 徐有大 1794. 12. 10 差下

京畿觀察使 徐龍輔
1794. 12. 10 差下

1795.  1. 27 仍差
行護軍 徐龍輔 1795. 윤2. 18 差下

行護軍 李晩秀 1795. 윤2. 18 差下

行副司直 尹行恁 1794. 12. 10 差下 行副護軍 尹行恁 1795. 윤2. 18 差下

郎廳

副司果 洪守榮 1794. 12. 10 差下

顯隆園令 具膺 1794. 12. 10 差下

副司果 李潞秀 1794. 12. 11 差下

副司果 洪大榮 1794. 12. 10 差下

濟用監判官 金龍淳 1794. 12. 10 差下

副司直 李始源
1795.  5.  1 差下

1797.  1.  2 陞拜

副司直 金近淳 1795.  5.  1 差下

監官

前五衛  卞世義
內策應, 

壯勇營 監官

折衝 洪樂佐
外策應, 

壯勇營 監官

소속된 리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의궤청에 새로 임명된 리들은 진

하게 표시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整理所에 소속되어 정조의 화성 행차를 주

했던 상당수의 리들이 의궤청에도 참여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2> 1795년 整理所와 軌廳의 소속 리 명단10)

10) 園幸乙卯整理 軌 卷首, 座目, ｢ 軌座目｣; ｢監印座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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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整理所 軌廳

前同知 柳明杓

校

折衝 鄭道寬 壯勇營 敎鍊官 嘉善 鄭道寬 壯勇營 敎鍊官

折衝 王道源 壯勇營 敎鍊官 嘉善 王道源 壯勇營 敎鍊官

出身 呂鉉長 壯勇營 敎鍊官

折衝 金鎭喆 守禦廳 敎鍊官 折衝 金鎭喆 守禦廳 敎鍊官

閑良 成鳳文 京畿監營 敎鍊官 折衝 成鳳文 京畿監營 敎鍊官

閑良 崔道 摠戎廳 敎鍊官 出身 崔道 摠戎廳 敎鍊官

出身 姜漢範 壯勇營 別武士 折衝 姜漢範 壯勇營 別武士

出身 林福起 壯勇營 別武士 出身 林福起 壯勇營 別武士

出身 宋大運 壯勇營 別武士

出身 黃麟景 壯勇營 別武士 出身 黃麟景 壯勇營 別武士

閑良 韓大彦 壯勇營 別武士 閑良 韓大彦 壯勇營 別武士

書吏

張雲翼, 李厚根,
柳元榮, 白弘翼

壯勇營 書吏
李厚根

白弘翼

宣惠廳 書吏

壯勇營 書吏

尹仁桓, 崔道植, 
李聖玨, 盧守一,
金致德, 河敬魯

戶曹 書吏

尹仁桓, 崔道植,
李聖玨, 盧守一,
金致德, 河敬魯

戶曹 書吏

金允文, 高有謙 備邊司 書吏 金允文, 高有謙 備邊司 書吏

尹龍得, 池元逵,
朴禧復

宣惠廳 書吏 池元逵, 朴禧復 宣惠廳 書吏

朴允默 內閣 書吏 朴允默 內閣 書吏

白純 備邊司 書吏

金聲厚 司僕寺 書吏

書寫
趙彦植 宣惠廳 書寫 趙彦植 宣惠廳 書寫

韓命熙 兵曹 書寫

庫直
李珪祥 戶曹 庫直 李珪祥 戶曹 庫直

金景默, 金聲振 宣惠廳 庫直

使令

徐廷遇 宣惠廳 使令 徐廷遇 宣惠廳 使令

柳枝生 守禦廳 使令

崔聖 摠戎廳 使令

李昌福 軍資監 使令

秦福得 戶曹 使令

韓鳳儀 戶曹 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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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⑫ ⑬ ⑭

書寫寫字官 2 1 1 1 2 1 1 1 1 1
畵員 1 1 1 1 1 1 1 1 1 1
書題 3
書寫 5 4 3 4 5 512) 1 4 1 1 2
書吏 3 3 8 3 3 3 4
庫直 1 1 1 1 1 1 1 1
使令 2 2 2 2 2 2 2 1 2 4 2

文書直 1
雇員 3 6 3 3 5
使喚 1 2 2

守直軍士 2 4 4 4 4 ○ 4 2 2
茶母 1 1 ○

水工 2

직책 整理所 軌廳

玄泰郁 兵曹 使令

旗手 成鼎光 등 68名 壯勇營 旗手 金仁大 등 6名 壯勇營 旗手

文書直 聖孫 등 4名
宣惠廳 2명
備邊司 1명
戶曹 1명

三松 등 3名 戶曹 役人

使喚軍 三松 등 3名 戶曹 役人

｢의궤사목｣에는 의궤청의 하  리에 한 규정도 있다. 여기에는 의궤를 직

 작성했던 리와 소비 물자를 리하거나 심부름을 맡은 리가 있었는데, 

자는 주로 호조나 병조에 소속되어 料 를 지 받는 사람들이었고,11) 후자는 해

당 청에서 선발하여 배속시켰다. 다음의 <표 3>은 의궤청에 소속된 하  리

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의궤청 소속의 하  리

11) 正祖健陵山陵都監 軌에는 의궤청에 소속된 하  리에게 지 할 料  2 개월분을 마련

해  것을 戶曹와 兵曹에 요청하는 문서가 있다(｢附 軌｣, 庚申(1800) 十一月 二十日. “戶曹

兵曹了爲相 事. 本都監 軌修正時, 寫字官一人, 畵員一人, 書吏三人, 書寫四人, 庫直一名, 
使令二名, 印出匠一名, 兩朔料 , 依例上下. 守直軍士四名, 兩朔 , 亦爲上下宜當事.”).

12) 正宗實 廳 軌에서는 書寫를 善寫書吏로 신했다. 이들은 戶曹, 濟用監, 宣惠廳, 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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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보면 어람용 의궤에는 씨를 담하는 寫字官 1~2人과 그림을 그리

는 畵員 1人이 배치되었고, 分上用 의궤에는 書寫 1~5人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

이었다. 이외에는 庫直 1人, 使令 1~4人, 守直軍士 2~4人, 茶母 1人이 있었는데, 

한제국이 건설된 이후(⑨~⑭)에는 書吏가 없어지고 雇員 3~6人과 使喚 1~2人이 

배치되는 것으로 바 었다.

3. 의궤 제작에 필요한 물품

1) 물품을 제공하는 기

의궤 제작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 ｢의궤사목｣에는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

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御覽件, 上品草注紙. 分上件, 楮注紙. 公事下紙筆墨等, 行用雜物, 令各該司, 進

排.

④ 奎章閣件, 則草注紙. 分上件, 則楮注紙. 行用紙筆墨, 令各該司, 進排.

⑦ 軌修正時, 所用紙筆墨, 及雜物, 令該曹進排.

⑨ 奎章閣件, 侍講院件, 草注紙. 分上件, 則楮注紙. 行用紙筆墨, 貿用.

⑫ 奎章閣件, 侍講院件, 義王宮件, 英王宮件, 草注紙. 分上件, 則楮注紙. 行用紙筆

墨, 貿用.

이를 보면 의궤청에서 사용하는 紙筆墨과 雜物은 해당 청에서 제공하도록 규

정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청은 어떤 곳일까? 正宗實 廳 軌에는 1805~1806

년에 의궤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는 공문서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받고 물품을 제공해야 하는 청 이름이 함께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春秋館, 軍資監 등에 소속된 하  리들이었는데(｢實 廳 軌事目｣. “書寫五人, 及使令二名

段, 例有給料 之規, 而今番則料 有弊. 有料 衙門, 善寫書吏五人, 庫直一名, 及使令二名, 
移差使役.”), 이들의 구체 인 명단은 書吏 李膺煥․李繼 ․金致殷․金喜㝠․金弘植이었다

( 의 책, ｢ 軌廳謄 ｣. “同日(乙丑八月初二日). 同草 軌釐正時, 前以本都監移書吏李膺

煥․李繼 ․金致殷․金喜㝠․金弘植, 庫直金鉉玉, 使令二名等, 依前使役. 各其司, 除本司, 
勿侵雜役事.[戶曹 濟用監 宣惠廳 兵曹 春秋館 軍資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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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순조 5)

8월 2일: 點火木 燈油 爐炭[司宰監 繕工監 義盈庫]

8월 3일: 黃筆 眞墨 白紙 膠末 登每 方席 腰江 沙唾口 書案 書板 白紙 點火木 溫突

木 燈油 爐炭 茶甫兒臺具 雨傘 北分土 牧丹屛 紫硯[戶曹 司宰監 禮賓寺 

濟用監 繕工監 工曹 長 庫 義盈庫 唐沙器契]

8월 4일: 文書所盛柳筽 土火爐 杻木[瓦署 其人 長 庫]

8월 16일: 大折常墨 黃蜜[戶曹 義盈庫 工曹], 自作板[校書館]

8월 17일: 廣 磨 方了赤 延日礪石[軍器寺 別工作]

8월 23일: 書板 黃筆 楮注紙[長 庫 繕工監]

8월 29일: 白休紙[司贍寺]

9월 10일: 白紙 楮注紙 白休紙 膠末[長 庫 司贍寺]

10월 11일: 白休紙 膠末 尾箒[司贍寺 繕工監 禮賓寺]

11월 10일: 白紙 白休紙[長 庫 司贍寺]

1806년(순조 6)

1월 8일: 白紙 白休紙[長 庫 司贍寺]

2월 8일: 井間紙 白休紙[長 庫 司贍寺]

3월 9일: 黃筆 眞墨 黃蜜 常墨 尾箒[戶曹 工曹 義盈庫 繕工監]

3월 15일: 黃染楮注紙 後褙楮注紙 紅鄕絲 黃蜜 膠末 薄椵板 油紙 延日礪石 白休紙

[長 庫 義盈庫 濟用監 繕工監 禮賓寺 軍器寺 司贍寺]

3월 25일: 架子 索 紅木袱[繕工監 濟用監]

이를 보면 종이는 長 庫와 司贍寺, 붓은 繕工監, 먹은 戶曹, 工曹, 義盈庫가 공

통 으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여러 기 이 雜物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행사를 거행할 때 많은 기 들이 참여했듯이, 의궤를 작성할 때에도 많은 

기 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의궤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의궤청에서 직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는 “貿用”이라 하는데,14) 국가 기 에서 부분의 물품을 조달하지만 미처 

비되지 못한 물품은 부득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제국이 건설

13) 正宗實 廳 軌 ｢ 軌廳謄 ｣.

14) 明成皇后殯殿魂殿圖鑑 軌의 경우에는 殯殿魂殿都監에서 필요량을 따져 제공하는 것으

로 되어있지만(“ 軌, 奎章閣侍講院件, 草注紙. 分上件, 則楮注紙. 行用紙筆墨, 自本都監, 量
宜上下.”), 같은 시기에 작성된 明成皇后國葬都監 軌에는 “貿用”한다고 하여 필요 물품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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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는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甲午改革 

이후 정부 조직이 宮內府와 議政府로 이원화되고, 근 식 豫算 제도가 본격 으

로 도입된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5) 

2) 의궤청 운 에 필요한 물품

의궤청이 설치되면 제일 먼  燈油, 爐炭, 溫突燒木 같은 물품이 지 되었다. 이

는 리들이 의궤청에 근무하면서 등불을 켜고 난방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인데, 별

도로 土火爐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를 보면 의궤

청 소속의 郎廳에게 매일 溫突燒木 1/4丹, 燈油 3夕, 爐炭 1升씩 제공하도록 했는

데,16) 정조국장도감의궤에서는 소목 229丹, 등유 4升 9合 8石, 爐炭 8斗 3升이 

제공되었고,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에서는 소목 143丹, 등유 2升 1合 6夕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의궤청에 소속된 上, 郎廳, 書吏, 書寫에게는 紙․筆․墨이 제공되

는데, 개인별로 黃筆과 眞墨이 지 되었고, 의궤 草本을 필사할 때 사용할 厚白紙

나 白紙, 공문서에 사용할 白休紙가 제공되었다.17) 紙․筆․墨은 의궤청의 운  

뿐 아니라 의궤의 제작에도 들어가는 물품이었는데, 이에 해서는 을 바꾸어 

서술한다.

의궤청에는 의궤의 筆寫에서부터 粧䌙을 하기까지 필요한 도구들이 제공되었

다. 이들은 의궤를 제작할 때 사용하다가 작업이 끝나면 원 기 으로 되돌려 주는 

‘用還’에 해당하므로, 의궤 자체에 소요되는 물품과는 구분되었다. 다음의 <표 4>

는 ｢의궤사목｣의 用還秩에 나타나는 물품을 정리한 것이다.18)

15) 高宗實  권31, 高宗 31년 6월 癸酉(28일); 권33, 高宗 32년 3월 辛丑(30일).

16)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稟目秩｣. “己卯六月. …… 郎廳坐起時, 溫突燒木, 每日半半丹式, 
燈油三夕式, 爐炭一升式, 膠末每朔一升式, 杻木一丹式, 尾箒二柄式, 進排事, 捧甘何如[手決內

依稟].”

17)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稟目秩｣. “己卯六月. 都廳草謄 次, 厚白紙三卷, 文書所用, 白休

紙一斤, 黃筆四柄, 眞墨二丁, 進排事, 捧甘何如[手決內依稟].” 
    正宗實 廳 軌 ｢ 軌廳謄 ｣. “同月初三日. …… 各房, 草 軌次, 白紙五卷, 坐起時點火

木每三日一丹式.”

18) ｢ 軌事目｣에는 實入秩과 用還秩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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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① ⑤ ⑥ ⑨ ⑪ ⑫ ⑭

紫硯, 硯石 2面 5面 10面 3面 3面 3面 3面

延日礪石 1塊 1塊 1塊 中礪石 1塊 1塊 1塊

書板 2立 5箇 10立 4立 4立 4坐

書案 5坐

(中)煎板 2箇 2部 2部 2部 2部

薄椵板 1立 白作板 1立 1立 博松板 1立

廣 磨 1坐 2坐 1坐 1坐 1立 1坐

栽折椵板 1立 1立 1立 1立 1立 1立

方亇赤 1箇 1箇 1箇 1介 1箇 1箇

屛風 2坐

沙鉢 沙鉢 5立
唐沙鉢 

2立
沙磁碗 2箇 砂鉢 5箇 常沙鉢 5介 砂鉢 5箇 砂鉢 5箇

甫兒 甫兒 2立
唐甫兒 

2箇
沙甫兒 5箇 常甫兒 3介

시
唐貼匙 

2立
唐大貼 2箇
沙大貼 10箇

楪匙 5箇
廣大楪 5介
常大楪 5介

楪匙 5箇 楪匙 5箇

沙莫子

砂莫子
1介 2箇 1箇 2介 1箇 1箇

尾箒 9柄 10柄

圍排 5間 5間

條所 3艮衣 3艮衣 2艮衣 3艮衣 3艮衣

破帽子 5立 2立 5立 5立

油芚
破油芚 

2番
破油芚 

2浮
四油芚 

2番
四油芚 

4番
四油芚 

4番
四油芚 

2番

草席 2立

架子 4部

橽皮所 4艮衣 4艮衣

<표 4> 의궤 작성 후 반납하는 물품

<표 4>에 나타나는 물품의 용도를 악하기 해 련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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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破油芚二番 唐貼匙二立 甫兒二立 沙鉢五立 莫子一介等 用還次進排事

御覽 軌及分上件 冊紙入盛次前排大樻一部 延日礪石一塊 書板二立 硯石二面 用還

次進排事19)

④

班次圖及 物起畵 冊印札時 畵員所用: 砂楪匙 大楪 甫兒 各五立, 莫子 一箇.

分上件及 謄 改衣次: 陶東 海所羅 各二坐, 尾箒 二柄, 破油芚 二浮.20)

⑦

冊匠所用: 廣 磨一坐, 方了赤一介, 延日礪石一塊.

印出所用: 尾箒五柄.

粧䌙所入: 搗鍊所用薄椵板一立, 延日礪石一塊等物.

搗砧時: 架子二部, 索二斤衣, 架子軍四名, 引路軍二名, 搗砧軍十名, 紅木袱二

件.21)

이를 보면 시, , 甫兒(보시기), 莫子(가루를 가는 방망이) 같은 물품은 畵

員이 班次圖나 圖說을 그릴 때 사용한 도구이고, 尾箒는 표지를 改裝하거나 인쇄

할 때, 破油芚은 분상용 의궤의 표지를 만들 때, 架子 薄椵板 延日礪石 廣 磨 方

了赤(방망치) 索은 冊匠이 粧䌙을 하면서 종이를 자르고 책으로 묶을 때 사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22) 이런 물품들은 책을 제작하면 항상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각 기 의 것을 빌려 사용하다가 작업이 끝나면 되돌려주었다.

3) 의궤에 소요되는 물품

의궤 자체를 제작하는 데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소요되었다. 먼  종이가 있었

는데 草注紙, 楮注紙, 玉色紙, 染紙, 油紙 등이 사용되었다. 이 에서 草注紙는 어

람용 의궤의 冊紙,23) 楮注紙는 분상용 의궤의 책지로 사용되었고, 玉色紙, 染紙, 

19)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稟目秩｣, 己卯 六月 日.

20) 正祖國葬都監 軌 軌, ｢甘結秩｣, 庚申 十一月.

21) 正宗實 廳 軌 ｢ 軌廳謄 ｣ (乙丑 八月) 同月 十七日; (丙寅) 三月 初九日; 同月 十五日; 
同月 二十五日.

22) 粧䌙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해서는 趙啓榮,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䌙과 保存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34-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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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紙는 의궤의 表紙에 사용되었다. 

의궤를 필사하거나 班次圖와 圖說을 그릴 때에는 筆과 墨이 필요한데, 련 기

록을 보자. 

①

1. 御覽件正書: 黃筆六柄 中眞墨四丁

2. 分上四件每件: 黃筆五柄 眞墨二丁式

3. 御覽件印札所用: 唐朱紅一兩 畵筆二柄 

4. 分上件印出: 大節常墨五張 馬鬣四兩 黃蜜二兩 尾箒五柄 太染太三升 二三靑各三錢

5. 班次圖․五件所入: 唐朱紅二兩 桃黃一兩 靑花四兩 眞粉二兩 黃丹一兩 片臙脂四

片 三碌五錢 阿膠四兩24)

④

1. 班次圖及 物起畵 冊印札時 畵員所用: 唐朱紅三兩 片臙脂四片 荷葉同黃各五

錢 二三靑各四錢 靑花眞粉各五錢 阿膠五兩 畵筆三柄 

2. 印出匠所用: 常黙一同 黃蜜四兩 馬髥二兩25)

⑦

1. 草 軌印札所用: 大折常墨五丁 黃蜜五錢 進排事

2. 爲實 軌草冊印札次: 自作板一立 木匠金萬才 雕却匠一名 刻手一名 待令事

3. 軌印札所用: 常墨十丁 黃蜜一兩 馬髥一斤 尾箒二柄

4. 印出所用: 黃蜜一兩 常墨五丁 尾箒五柄 進排事26)

이상의 자료를 보면 의궤를 필사할 때에는 어람용이나 분상용 모두 黃筆과 眞

墨을 사용했다(①-1, ①-2). 그러나 印札線은 구분되었는데, 어람용의 인찰선은 畵

員이 畵筆로 唐朱紅을 사용하여 직  그었고(①-1, ④-1), 분상용의 인찰선은 常墨, 

黃蜜, 馬髥, 尾箒 등을 이용하여 인쇄했다(①-4, ④-2, ⑦-1, ⑦-3). 인찰선을 인쇄할 

때에는 미리 自作板을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의 제작에는 木匠, 雕却匠, 刻手

23) 正祖健陵山陵都監 軌의 경우 ｢ 軌事目｣에서는 奎章閣件은 草注紙를 사용한다고 했지

만, 實入秩에서는 “別壯紙十四卷[草注紙代]”라고 기록하여 草注紙 신 別壯紙를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

24)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品目秩｣, 己卯 六月 日.

25) 正祖國葬都監 軌 軌, ｢甘結秩｣, 庚申 十一月.

26) 正宗實 廳 軌 ｢ 軌廳謄 ｣ (乙丑 八月) 同月 十六日; 同日; 十二月 十一日; (丙寅) 三月 

初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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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① ⑤ ⑥ ⑨ ⑪ ⑫ ⑭

草注紙 11卷4張
別壯紙 

14卷
14卷 10卷 61卷 16卷 18卷

楮注紙 44卷16張 57卷
74卷 

14張
35卷 153卷 24卷 60卷

玉色紙 2張

厚白紙 3卷 10張 12張 10張 1卷

染紙 1張
紅染紙 2張
黃染紙 2張

靑染紙 8張
紅染紙 4張
黃染紙 4張

紅染紙 2張
黃染紙 2張

白紙 17卷 25卷 20卷 93卷 20卷 40卷

油紙 2張 2張 2張

白休紙 1斤48張 13斤 25斤

搗砧

白(休)紙
37斤 38斤 103卷 266卷 103卷 250卷

黃筆 36柄 180柄 50柄 2同 5柄 22同(柄?) 2同 5柄 5同 4柄

畵筆 畵筆 2柄
畵水筆 

각 5柄
畵水筆 

각 5柄
畵水筆 각 

1柄
畵水筆 

각10柄
畵水筆 각 

1柄
畵水筆 각 

2柄

眞墨 20丁 5同 2同2丁 1同 20同 1同 2同

常墨
大節常墨 

5張
5兩 8兩

<표 5> 의궤에 사용된 紙筆墨 

가 참여했다(⑦-2).

<표 5>는 ｢의궤사목｣에 나타나는 紙․筆․墨의 종류와 분량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는 의궤청을 운 하는데 필요한 紙․筆․墨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화원이 의궤의 班次圖나 圖說을 그릴 때에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과 

阿膠가 필요했다(①-5, ④-1). 다음의 <표 6>은 ｢의궤사목｣에 나타나는 물감과 아

교의 종류와 분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의 물감을 색별로 분류하면 흑색, 백색, 색, 녹색, 청색, 황색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27)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의궤의 반차

27) 물감의 분류에는 다음의 책을 참조함.
서울역사박물 , 2009, 조선시  기록화 채색안료, 1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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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① ④ ⑤ ⑥ ⑨ ⑪ ⑫ ⑬ ⑭

唐朱紅 3兩 3兩 5兩 8兩 1兩 10兩1錢 1兩 1兩 3兩

磻朱紅 2兩

片臙脂 4片 4片 12片 10片 3張 15張 3張 3張 8片

石磵硃 4兩

荷葉 5錢 2兩 3錢 11兩6錢5分 3錢 3錢 1兩

靑花 4兩

二靑 3錢 4錢 5錢 - 1兩2錢

三靑 3錢 4錢 5錢 1兩 4錢 1兩2錢 4錢 4錢 6錢

三碌 5錢 4兩 4錢 1兩1錢 4錢 4錢 6錢

石碌 5錢 1兩 1錢 6錢8分 1錢 1錢 4錢

同黃

桃黃
桃黃 1兩 5錢 5錢 2兩 4錢 5兩 4錢 5錢 6錢

黃丹 1兩 4錢 1兩1錢 4錢 5錢 6錢

靑花 5錢 5兩 8兩 7錢 2兩8錢 7錢 7錢 1兩8錢

眞粉 2兩 5錢 2兩 5兩 7錢 3兩8錢 7錢 7錢 1兩8錢

石雄黃 

石紫黃
5錢 2兩 8兩

阿膠 4兩 5兩 5兩 15兩2錢 8兩 1斤1兩1錢 8兩 8兩 1斤8兩

종 10 9 11 12 11 13 11 11 11

<표 6> 의궤에 사용된 물감과 아교

도에 사용한 물감은 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상 으로 은 종류의 채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28)

흑색: 眞墨

백색: 眞粉

색: 唐朱紅,29) 磻朱紅, 片臙脂,30) 石磵硃31)

정종미, 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학고재.

28) 신 옥, 2007, 조선시  彩色材料에 한 연구 - 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심으

로, 용인 학교 석사학 논문, 12-17면.

29) 황화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물인 朱砂의 일종. 국에서 들여온 것이므로 唐朱라 함.

30) 홍색 유기안료. 紅花(잇꽃), 辰砂, 깍지벌 , 곤충 등에서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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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荷葉,32) 三碌,33) 石綠34)

청색: 二靑, 三靑,35) 靑花36) 

황색: 同黃, 桃黃, 黃丹,37) 石雄黃, 石紫黃38)

의궤의 필사가 마무리되면 粧䌙이 진행되었다.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는 

장황에 필요한 물품들이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어람용과 분상용을 구분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39)

御覽 軌二冊 每冊

衣次 草綠輕光紬二尺二寸 

題目次 白輕光紬長七寸廣一寸 

紅挾次 紅輕光紬長七寸廣五分 

面紙次 草注紙二張

後褙次 玉色紙一張

豆錫召伊邊鐵 菊花童朴鐵 圓環具

分上件八冊 每冊

衣次 紅正 二尺二寸

褙接次 白休紙六張

面紙次 楮注紙二張

正鐵邊鐵 圓環 朴鐵具

合膠末三升 

及御覽件入啓時所盛 紅假函一隻 紅紬四幅單袱二件等 進排事

이상을 보면 어람용 의궤의 表紙(冊衣)와 長題目(題目, 紅挾)에는 록, 백색, 홍

색의 輕光紬를 사용하고, 분상용 의궤의 표지에는 紅正 를 사용했는데, 크기는 

31) 색을 띠는 철산화물. 황산철을 산화시켜 인공으로 제조하기도 함.

32) 국에서 수입한 진한 록색. 색이 연잎과 비슷해서 荷葉이라고 함.

33) 銅製 기물 에 강제로 녹을 생성시켜 얻는 것으로 石碌과 조성이 동일함. 銅綠이라고도 함.

34) 구리 상에서 남동석과 함께 분포하는 물. 孔雀石, 大綠이라고도 함.

35) 구리 상에서 풍화된 남청색 물인 石靑의 일종으로 二靑은 아주 푸르고, 三靑은 조  연

함.

36) 땅비싸리속과 청속 식물에서 추출함.

37) 일산화납. 密陀僧이라고도 함.

38) 비소를 함유한 황화 물. 석황에서 색깔의 얕고 깊음에 따라 雄黃, 紫黃, 土黃으로 나뉘어짐.

39) 英祖貞純后嘉禮都監 軌 ｢稟目秩｣, 己卯(1759)六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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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⑤ ⑥ ⑨ ⑪ ⑫

黃禾花紬 2尺4寸 
8尺8寸(규장)
長8寸廣2寸*4

2尺4寸

紅禾花紬 長7寸廣1寸*2 長7寸廣1寸*1
2尺4寸/

長7寸廣5分*2
8尺8寸(시강)
長8寸廣2寸*4

2尺4寸
長7寸廣5分*3

草綠禾花紬 4尺8寸 4尺8寸
4尺8寸

長7寸廣5分*1

白禾花紬 長8寸廣6寸*8

白綾
長7寸廣1寸

*2 
長7寸廣1寸

*2
長7寸廣1寸*2 長7寸廣5分*4 

紅(染) 19尺2寸 22尺 30尺8寸 44尺 26尺4寸

熟銅 2斤 2斤

豆錫 4斤 8斤 8斤

含錫 1斤 1斤 8兩 1斤 1斤

汗音銀 1錢 1錢 2錢 4錢 4錢

三甫 半 타래(月乃) 半 타래 1 타래 2 타래 2 타래

硼砂 砒礵 各 6分 각 6分 각 1錢 각 2錢 각 2錢

邊鐵 編鐵 16箇 編鐵 20箇 14箇 冊編鐵 20部 12箇

圓環
圓環排目具 

8部
中圓環排具

10箇
圓環 14箇 圓環排具 20部 圓環 12箇

釘具
三寸道乃頭釘 

16箇
三寸道乃頭釘 

20箇
釘具 14箇 釘具 20部 釘具 12箇

歸也 1介

假函 2部 紅假函 1部
黃假函 1隻
紅假函 1隻

黃假函 4隻
紅假函 4隻

黃假函 1隻
紅假函 3隻

袱(件) 紅木四幅袱*2 紅木五幅袱*2

黃紬四幅袱*1
紅紬四幅袱*1
黃木四幅袱*1
紅木四幅袱*1

黃紬四幅單袱*4
紅紬四幅單袱*4
白木四幅袱*2

黃紬四幅袱*1
紅紬四幅袱*3
黃木四幅袱*1
紅木四幅袱*3

<표 7> 의궤 粧䌙에 사용된 물품

공통 으로 2尺 2寸이었다. 한 褙接을 할 때 어람용은 玉色紙, 분상용은 白休紙

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장황의 마지막 단계는 책으로 묶는 것인데, 어람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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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錫召伊邊鐵과 菊花童朴鐵, 圓環을 사용하고, 분상용은 正鐵邊鐵과 朴鐵, 圓環을 

사용하여 제본했다. 어람용 의궤가 완성되면 책을 紅假函에 담은 다음 보자기(紅

紬四幅單袱)를 이용하여 다.

의궤의 장황은 19세기 이후 변화가 나타났다. 먼  의궤의 표지와 제목에 사용

했던 輕光紬가 禾花紬로 바 었고, 제목에 白綾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며,40) 

어람용 의궤를 묶을 때 사용했던 豆錫召伊邊鐵과 菊花童朴鐵은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 었다. 한 朴鐵을 만들 때 正朝國葬都監 軌에서는 豆錫 含錫 硼

砂 三甫를 사용했는데,41) 이후의 의궤에서는 熟銅, 汗音銀이 추가되었다. 

<표 7>은 의궤의 粧䌙에 사용된 물품을 정리한 것인데, 熟銅, 豆錫, 含錫, 汗音

銀, 三甫, 硼砂, 砒礵은 어람용 의궤의 邊鐵과 朴鐵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표 7>을 보면 1897년 한제국의 성립을 기 으로 어람용 의궤의 표지와 제첨

에는 요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 표지색은 록색만 있던 것이 黃色(奎章

閣), 紅色(侍講院, 義王, 英王), 草綠(慶善宮)으로 분화되었고, 제첨은 白色과 홍색

에 황색과 록이 추가되었다.  의궤를 담는 假函과 보자기에도 색깔의 변화가 

있었는데, 紅色 假函에 黃色 假函이 추가되고, 紅木 보자기에 黃紬와 黃木, 白木 

보자기가 추가되었다. 의궤의 표지와 제첨, 가함, 보자기에 황색이 공통 으로 추

가된 것은 國王에서 皇帝로 격상된 高宗을 한 어람용 의궤를 만들었기 때문이

다.

4. 의궤의 제작 件數와 배포처

의궤청에서 제작을 완료한 의궤는 여러 기 으로 배포되었다. 먼  어람용 의

궤는 조선시 에는 奎章閣 1건(국왕용)이 작성되었지만, 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에는 侍講院 1건(황태자용)이 추가되어 2건을 제작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어람용 의궤가 3~4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淳妃冊 軌는 어람용 

3건이 작성되어 淳妃(慶善宮)에게도 1건이, 義王英王冊 軌는 어람용 4건이 

40) 璿源系譜紀略의 題目에도 白綾을 사용했다(趙啓榮,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䌙과 

保存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42면).

41) 正祖國葬都監 軌 ｢ 軌｣, 甘結秩, 庚申十一月. “及朴鐵次, 豆錫․含錫․硼砂․三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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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포처 ① ②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⑫ ⑬ ⑭

御覽

奎章閣 1 1 1 1 1 1 1 1 1 1 1

侍講院 1 1 1 1 1 1

慶善宮 1

義王宮 1

英王宮 1

소계 1 1 1 1 1 0 2 2 2 4 3 2

分上

圜丘壇 1

議政府 1 1

秘書院 1 1 1 1 1

掌禮院 1 1 1 1 1 1

禮曹 1 1 1 1 1

春秋館 1 1 1 1

鼎足山

江華史庫
1 1 1 1 1 1 1 1 1 1 1

太白山 1 1 1 1 1 1

五臺山

江陵
1 1 1 1 1 1 1 1 1

赤裳山 1 1 1 1 1 1

소계 4 3 3 3 5 5 7 5 5 6 6 3

계(件) 5 4 4 4 6 5 9 7 7 10 9 5

<표 8> 의궤의 제작 건수와 배포처

작성되어 義王과 英王에게 1건씩 배포되었다. 어람용 의궤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실록청의궤는 어람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춘추 과 4  史

庫에만 1건씩 배포되었다. 

分上用 의궤는 議政府와 禮曹, 春秋館과 4  史庫(정족산, 태백산, 오 산, 상

산)가 기본 인 배포처 다. 이 에서 의정부와 조는 례를 의논하고 집행하

는 기 이었고, 춘추 과 사고는 국가 기록을 보 하는 장소 기 때문이다. 그러

나 모든 의궤가 이곳에 배포되었던 것은 아니라, 직  련이 있는 서에만 배포

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8>은 의궤의 제작 건수와 배포처를 정리한 것인데, 춘추 과 4  사고에 배

포된 경우는 정종실록청의궤 밖에 없고, 4  사고에 모두 배포된 경우도 5번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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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포 상 件 계 비고

왕실

慈宮內入

內入

內入

西庫

1
30
1
10

42

宮園 園官 宮司直所 각 1 2
顯隆園 

景慕宮

청

華城行宮, 內閣, 外奎章閣, 五處史庫, 整理所, 
承政院, 弘文館, 侍講院, 備邊司, 壯勇營,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戶曹, 禮曹, 兵曹, 司僕寺, 
京畿監營, 華城府, 廣州府, 始 縣, 果川縣

各藏 1 26

개인

總理大臣 蔡濟恭

整理 上 徐有防, 李時秀, 徐有大, 徐龍輔, 尹行恁

整理郎廳 洪守榮, 具膺, 李潞秀, 洪大榮, 金龍淳

軌 上 鄭民始, 閔鍾顯, 李晩秀

監印閣臣 金祖淳

軌郎廳 李始源, 金近淳

外賓 領議政 洪樂性, 光恩副  金箕性, 
     前同敦寧 洪駿漢, 洪龍漢, 前都摠管 洪樂任

     前都正 洪樂倫, 開城留守 趙鎭寬, 
     敦寧直長 鄭漪

行宮整理使 趙心泰

華城判官 洪元燮

城役都廳 李儒敬

校正 抄啓文臣 申絢, 曹錫中, 洪奭周

각 1
賜給

31

계 101

<표 9> 園幸乙卯整理 軌의 배포처

에 없다(⑥ ⑦ ⑧ ⑫ ⑬). 한제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禮曹를 신했던 掌禮院과 

圜丘壇, 秘書院이 새로운 배포처로 추가되었다. <표 8>을 보면 필사본 의궤는 어

람용과 분상용을 합쳐 4~10件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활자본 의궤는 필사본 의궤에 비해 제작 件數와 배포처가 더욱 늘어났다. 활자

본 의궤 가운데 가장 많이 배포된 것은 整理字로 인쇄한 園幸乙卯整理 軌인
데, 행사의 주인공인 惠慶宮에게 1건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왕실에만 42件이 들

어왔고, 26곳의 서와 행사에 참여한 31인에게도 1건씩 배포되어 총 101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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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처가 나타난다. <표 9>는 園幸乙卯整理 軌의 배포처를 정리한 것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이후에도 進饌과 進宴을 기록한 의궤는 부분 활자본으

로 제작되었는데, 수십 件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1848년(헌종 

14)에 제작된 憲宗戊申進饌 軌의 경우 ｢의궤사목｣에서는 활자본 6건을 인쇄

하여 奎章閣, 春秋館, 禮曹,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에 배포하는 것으로 규정되

었다.42) 그러나 의궤가 인쇄된 이후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東朝(純元王后)에게 1

件, 大內에 들인 것이 25件, 西庫에 1건, 奎章閣과 4  史庫, 禮曹, 進饌 上(6인)과 

郎廳(12인)에게도 1건씩 배포하여 총 50件이 넘는다.43) 1901년( 무 5)에 작성된 

高宗辛丑進宴 軌의 경우 ｢의궤사목｣에서는 8건을 제작하여 奎章閣, 侍講院, 

秘書院, 掌禮院과 4  사고에 배포하도록 했다.44) 그러나 의궤가 완성된 이후 高

宗은 大殿에 1건, 大內에 27건, 西庫에 3건,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4  

史庫에 1건씩 배포하라고 명령하여 총 39件이 되었다.45)

그러나 활자본 의궤라고 반드시 수십 종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慈慶殿進爵整

禮 軌는 활자본 17건을 인쇄하여 大殿과 中宮殿, 奎章閣, 禮曹, 西庫에 배포하

고, 中宮과 世子宮 등에 배포할 諺書 필사본 3건을 별도로 만들어 총 20건을 제작

했다.46) 활자본 의궤는 필사본 의궤보다 많은 건수를 제작하여 배포했지만, 園幸

乙卯整理 軌는 正祖의 의지로 특별히 많이 배포한 의궤에 해당한다.

42) 憲宗戊申進饌 軌 권1, 事目, ｢ 軌事目｣.

43) 憲宗戊申進饌 軌 권1, 傳敎, 己酉(1849) 潤4月 十六日.
憲宗戊申進饌 軌의 내용에 해서는 김종수, 2003, ｢1848년(헌종 14) 純元王后 六旬 경축 

연향과 戊申進饌 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 74-90면 참조.

44) 高宗辛丑進宴 軌 권2, 節目, ｢ 軌事目｣.

45) 高宗辛丑進宴 軌 권1, 令敎, 壬寅(1902) 三月 初十日.

46) 慈慶殿進爵整禮 軌 권1, 下令, 丁亥(1827) 九月 十一日. “令曰, 軌不可不校正, 依乙卯

整理 軌例, 爲之. 二件奉入大殿中宮殿, 二件內入, 一件奎章閣, 一件禮曹, 一件書庫, 合七件, 
並整理 軌板字刊印事, 分付.” 

의 책, 丁亥 十一月 初六日. “以司 口傳下令曰, 整禮 軌, 以十件印出, 六件內入, 一件

西庫, 三件內閣, 諺書二件繕寫, 一件中宮殿, 一件世子宮 入.”
의 책, 丁亥 十一月 二十五日. “口傳下令曰, 諺書 軌一件, 加書以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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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 까지 14종의 의궤에 나타나는 ｢의궤사목｣을 통해 의궤가 제작되는 과정을 

구체 으로 검토해 보았다. 조선시 에는 국가와 왕실의 요한 행사가 끝나면 

軌廳을 설치하고, 이곳에 소속되어 의궤를 제작할 리를 임명하며, 리들이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의궤 작성에 필요한 물품은 국가 기 들이 분담하여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燒

木, 燈油, 爐炭, 紙筆墨과 같이 의궤청에서 매일 소모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의

궤를 편찬하는 동안 빌렸다가 작업이 끝나면 원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도구들이 

있었다. 의궤 자체에 소요되는 물품은 매우 다양했는데, 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

릴 때 사용하는 紙․筆․墨과 물감이 기본이었고, 印札線을 인쇄하거나 粧䌙에 

필요한 물품도 다양하게 있었다.

1897년 大韓帝國이 성립되면서 의궤의 제작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의궤

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람용 의궤의 외양

이 변했으며, 어람용 의궤의 종류도 3가지나 되었다. 이는 국가의 상이 君主國

에서 皇帝國으로 격상되면서 일어난 변화인데, 국가와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

한 의궤가 그 권 를 과시하는 상징물로 기능한 을 고려한다면 이는 자연스러

운 변화 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의궤 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의궤 자체의 제작 과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고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

다. 특히 의궤에 나타나는 수많은 物名과 이들의 용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궤의 제작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한다. 

｢의궤사목｣의 마지막 조목에 “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라는 구 이 있다. ‘事

目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追後에 마련하라’는 뜻인데, 이는 필자에게도 용된

다. 필자는 의궤의 제작 과정을 검토하는 試論으로 본고를 작성했지만, 여기서 해

결하지 못한 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궤 연구에 심을 가

진 同學들의 조와 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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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① ④ ⑤ ⑥ ⑨ ⑪ ⑫ ⑭

작성 연도 1759 1801 1801 1802 1897 1898 1900 1902

件 5 4 4 6 9 7 10 5

어람용 1 1 1 1 2 2 4 2

분상용 4 3 3 5 7 5 6 3

草注紙 11卷 4張 別壯紙 
14卷 14卷 10卷 61卷 16卷 18卷

楮注紙 44卷 16張 57卷 74卷 14張 35卷 153卷 24卷 60卷

玉色紙 2張

厚白紙 3卷 10張 12張 10張 1卷

染紙 1張 紅染紙 2張
黃染紙 2張 靑染紙 8張 紅染紙 4張

黃染紙 4張
紅染紙 2張
黃染紙 2張

白紙 17卷 25卷 20卷 93卷 20卷 40卷

油紙 2張 2張 2張

白休紙 1斤 48張 3斤 13斤 25斤

黃筆 36柄 180柄 50柄 2同 5柄 22同(柄?) 2同 5柄 5同 4柄

畵筆 畵筆 2柄 畵筆 
3柄

畵水筆 
각5柄

畵水筆 
각5柄 畵水筆 각1柄 畵水筆 각10柄 畵水筆 각1柄 畵水筆 각2柄

眞墨 20丁 5同 2同2丁 1同 20同 1同 2同

常墨 大節常墨 5張 1同 5兩 8兩

大樻 1部

膠末 5升 ○ 8升 7升

眞末 3升 5升8合3夕 3升 3升

黃禾花紬 2尺4寸 
8尺8寸(규장)
長8寸廣2寸*4 2尺4寸 2尺4寸

紅禾花紬
紅輕光紬

長7寸廣5分*2 ○
長7寸廣1寸

*2
長7寸廣1寸

*1
2尺4寸/

長7寸廣5分*2
8尺8寸(시강)
長8寸廣2寸*4

2尺4寸
長7寸廣5分*3

2尺4寸
長7寸廣5分*2

草綠禾花紬
草綠輕光紬

2尺2寸*2 ○ 4尺8寸 4尺8寸 4尺8寸
長7寸廣5分*1

白禾花紬
白輕光紬

長7寸廣1寸*2 ○ - 長8寸廣6寸*8

白綾
長7寸廣1寸

*2 
長7寸廣1寸

*2 長7寸廣1寸*2 長7寸廣5分*4 長7寸廣1寸*2

紅(染) 2尺2寸*8 ○ 19尺2寸 22尺 30尺8寸 44尺 26尺4寸 20尺

邊
鐵
朴
鐵

熟銅

豆錫召伊邊鐵
菊花童朴鐵

朴鐵

2斤 2斤

豆錫 ○ 4斤 8斤 8斤 4斤

含錫 ○ 1斤 1斤 8兩 1斤 1斤 8兩

<부록> 의궤 작성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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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① ④ ⑤ ⑥ ⑨ ⑪ ⑫ ⑭

汗音銀 1錢 1錢 2錢 4錢 4錢 汗音黃銀 2錢

三甫 ○
半 

타래(月乃) 半 타래 1 타래 2 타래 2 타래 1 타래

硼砂 
砒礵

○ 各 6分 각 6分 각 1錢 각 2錢 각 2錢 각 1錢

邊鐵 正鐵邊鐵
正鐵
編鐵

編鐵 16箇 編鐵 20箇 14箇 冊編鐵 20部 12箇 8箇

圓環 圓環
圓環排目具 

8部
中圓環排具

10箇 圓環 14箇 圓環排具 20部 圓環 12箇 圓環 8箇

釘具
三寸道乃頭
釘 16箇

三寸道乃頭
釘 20箇 釘具 14箇 釘具 20部 釘具 12箇 頭釘具 8箇

歸也 1介

假函
假函 2部

(1部 用還) 紅假函 1部 黃假函 1隻
紅假函 1隻

黃假函 4隻
紅假函 4隻

黃假函 1隻
紅假函 3隻

黃假函 1隻
紅假函 1隻

袱(前排) 件 紅木四幅袱 
2

紅木五幅袱 
2

黃紬四幅袱 1
紅紬四幅袱 1
黃木四幅袱 1
紅木四幅袱 1

黃紬四幅單袱 4
紅紬四幅單袱 4
白木四幅袱 2

黃紬四幅袱 1
紅紬四幅袱 3
黃木四幅袱 1
紅木四幅袱 3

黃紬四幅袱 1
紅紬四幅袱 1
黃木四幅袱 1
紅木四幅袱 1

唐朱紅 3兩 3兩 5兩 8兩 1兩 10兩1錢 1兩 3兩

磻朱紅 2兩

片臙脂 4片 4片 12片 10片 3張 15張 3張 8片

石磵硃 4兩

荷葉 5錢 2兩 3錢 11兩6錢5分 3錢 1兩

靑花 4兩

二靑 3錢 4錢 5錢 1兩2錢

三靑 3錢 4錢 5錢 1兩 4錢 1兩2錢 4錢 6錢

三碌 5錢 4兩 4錢 1兩1錢 4錢 6錢

石碌 5錢 1兩 1錢 6錢8分 1錢 4錢

同黃/桃黃 桃黃 1兩 5錢 5錢 2兩 4錢 5兩 4錢 6錢

黃丹 1兩 4錢 1兩1錢 4錢 6錢

靑花 5錢 5兩 8兩 7錢 2兩8錢 7錢 1兩8錢

眞粉 2兩 5錢 2兩 5兩 7錢 3兩8錢 7錢 1兩8錢

石雄黃/石
紫黃

5錢 2兩 8兩

阿膠 4兩 5兩 5兩 15兩2錢 8兩 1斤1兩1錢 8兩 1斤8兩

白磻(礬) 3兩 5兩 3兩 1兩5錢6分 3兩 7兩

馬髥 4兩 2兩 5兩

黃蜜 2兩 4兩 3兩 3兩 2兩3錢3分



｢ 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185

의궤 ① ④ ⑤ ⑥ ⑨ ⑪ ⑫ ⑭

太染太 3升

(搗砧)白
(休)紙 ○ 37斤 38斤 103卷 266卷 103卷 250卷

紫硯/硯石 2面 5面 10面 3面 3面 3面 3面

延日礪石 1塊 1塊 1塊 中礪石 1塊 1塊 1塊

書板 2立 5箇 10立 4立 4立 4坐

書案 5坐

(中)煎板 2箇 2部 2部 2部 2部

薄椵板 1立 白作板 1立 1立 博松板 1立

廣 磨 1坐 2坐 1坐 1坐 1立 1坐

栽折椵板 1立 1立 1立 1立 1立 1立

方亇赤
(망치) 1箇 1箇 1箇 1介 1箇 1箇

屛風 2坐

沙鉢 沙鉢 5立 唐沙鉢 2立 沙磁碗 2箇 砂鉢 5箇 常沙鉢 5介 砂鉢 5箇 砂鉢 5箇

甫兒 甫兒 2立 唐甫兒 2箇 沙甫兒 5箇 常甫兒 3介

시/ 唐貼匙 2立
唐大貼 2箇

沙大貼 
10箇

楪匙 5箇 廣大楪 5介
常大楪 5介 楪匙 5箇 楪匙 5箇

沙莫子/
砂莫子

1介 2箇 1箇 2介 1箇 1箇

尾箒 9柄 10柄

圍排 5間 5間

條所 3艮衣 3艮衣 2艮衣 3艮衣 3艮衣

破帽子 5立 2立 5立 5立

油芚 破油芚 2番 破油芚 2浮 四油芚 2番 四油芚 4番 四油芚 4番 四油芚 2番

草席 2立

架子 4部

(架子擔乼
次)
橽皮所

4艮衣 4艮衣

燈油 120夕 4升9合8石 2升1合6夕

爐炭 60升 8斗3升 1石4斗2升

點火木/燒
木

30丹 229丹 143丹

土火爐 2坐

網具空石 30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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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igwe’s Compilation Process in the Chosŏn dynasty

 Kim Moon-sik

This paper aims to examine Euigwe’s compilation process mainly appeared on 

Euigwe-samok. 

Euigwecheong taking charge of compiling Euiwge was established in a convenient 

place, Euigwecheong for the printed Euigwe was established in Jujaso where printing 

Euigwe. There were many cases that Euigwecheong and Dogam were established in 

the same place, Dogam was the government office managing the national or royal 

events.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for Euigwecheong was the 

same person who worked for Dogam. The Euigwecheong officials were exempted from 

the duty to participate in several national events.

The goods which were necessary for compiling Euigwe were presented by many 

government offices. Euigwecheong officials bought some of them occasionally, they 

bought most of the goods after 1890’s. After the Euigwecheong was established, the 

lamp and the heating fuels for officials were presented first of all. Then, the papers, 

the writing brushes and the sticks of Chinese ink were presented. The tools making 

Euigwe were borrowed and returned the owner. Several colors and the glue for 

painting Banchado and the illustrations on Euigwe and the silks for decorating the 

cover, the metal goods for binding the book were presented too. The color of Euigwe 

cover was green originally, but the color changed yellow and red and green in Korean 

Empire era. Yellow color symbolized the Emperor of Korean Empire.

The number of Euigwe for royal family was just one, but the number increased three 

or four in Korean Empire era. The Euigwes in custody were mainly distributed to State 

Council, Ministry of Rites, Office for Annals Compiliation, many offices were added 

in Korean Empire era, too. The printed Euigwe were made several tens of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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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haeng-eulmyo-jeongni-euigwe (園幸乙卯整理 軌) was distributed to 101 places 

and officials.

Keywords: Euigwe-samok ( 軌事目), Euigwecheong ( 軌廳), Dogam (都監), 

Jujaso (鑄字所), Wonhaeng-eulmyo-jeongni-euigwe (園幸乙卯整理 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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