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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궤에 한 심이 높아져 활용도가 커지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늘었다. 그러나 행 목록에서 

원하는 의궤를 찾을 때, 정확한 제목을 알지 못하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목록에 수록된 서명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 인 과제이다. 이용자들이 서지사항을 모두 조사하지 않더라도 

서명만으로도 내용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갖

추어야 한다. 
필자는 각 기 에서 의궤의 표제, 내제, 심제 등으로 표 되고 있는 기

존의 의궤목록에 구애되지 않고 새로이 서명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늘어가는 상황도 고려하여, 산화

의 장 을 최 한 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의궤를 통합 으로 검

색, 리할 수 있으며, 련된 서명을 보다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면 유사어, 련어, 상 어, 하 어 등을 이용하면 

효율 으로 검색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동일 인물 

혹은 동일 주제와 련된 것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목록도 포 할 

수 있다. 
이 은 목록만으로도 의궤의 내용과 성격을 동시에 악할 수 있도록 하

면서, 동일한 내용의 책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한 해결을 

모색하기 한 것이다. 이와 련하여 서명을 작성할 때 의궤에 나타난 련

 *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지원한 규장각 국가 자료센터 구축사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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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요행사의 명칭, 시행기 , 軌, (작성시기), ( 소장처, 도서번호) 등
의 형태의 안을 제시하 다. 

핵심어: 의궤서명, 통합  근성, 새로운 안, 인터넷 활용

1. 서론 

의궤의 의미에 하여 국어사 에서는 ‘본보기. 모범’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기

존 의궤조사사업에서는 ‘ 式의 軌範’ 혹은 ‘ 式과 軌範’이라 하고 있다.1) 이러

한 정의는 낱말이 지닌 의미를 략 으로 풀이한 것이다. 

의궤목록을 검토해보면 의궤는 다양한 내용들을 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의 정의가 단순히 용어의 사 인 풀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

존의 의궤조사사업에서 내린 정의도 매우 한정 인 것만을 상으로 삼아 규정함

으로써 사 인 풀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 다.2) 그러나 의궤의 작성 상은 단

순히 국가 행사와 련된 것만이 아니었고, 국가의 요한 시설물이나 국가 주요 

기록물에 한 것들도 포함되었다. 

그 다면 의궤는 ‘국가의 행사와 련하여 이루어진 례의 구체 인 차를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혹은 국가의 주요한 설치물, 혹은 각종 주요 기록물의 작성 

등과 련한 각각의 차를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의궤의 목록들에 한 분류가 이루어질 때, 의궤가 포 하고 있는 다양

한 특성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의궤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목록정리가 쉽지는 않다.3) 동일인물의 

지 가 바 거나 혹은 다양한 인물들에 한 의식이 하나의 책에 실려 있기도 하

며, 때로는 동일 인물에 한 것이 시기 으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작성된 것도 

 1) 의궤에 한 기존의 정의를 보면, 이희승이 편찬한 사 에서 ‘본보기. 모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어 사 , 민 서림 간행, 1997).

 2) 韓永愚는 ‘ 式의 軌範’이라 규정하 으며(韓永愚, ｢조선시  軌 편찬과 現存 軌 조사연

구｣, 규장각소장 軌 종합목록 규장각한국학 간행, 2002), ‘ 式과 軌範’으로 정의한 것도 

있다(김문식․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김남윤 책임연구원, 김선경 책임연구원이 의궤목록을 정리하여 제공

하 으며, 이 을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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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다가 다양한 인물들에 한 행사를 담고 있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

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의궤들에 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큰 문제로 남

을 수밖에 없다. 

의궤의 표지나 권두에는 서명이 쓰여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책에 기록된 서명만으로는 언제, 구의 어떠한 행사

와 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서

는 책의 내용을 부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의궤를 이용하는 것

은 매우 비효율 이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인물과 련된 

의궤를 이용하려할 때,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의궤에 부여

된 서명만을 이용하여 그 책의 성격을 제 로 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서명이 

하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재 의궤와 련된 목록작업들은 서명의 불명확함으로 겪는 검색의 불편이라

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의 것을 그 로 이용하거나 혹은 재분류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각 기 에서 간행한 기존의 목록을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의 의궤를 찾으려면, 이용자들은 서지사항들을 일일이 조사해야만 한

다.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궤의 목록을 새

롭게 작업화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여 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목록이 제 로 역할을 하기 해서는 새로운 형태로 서명을 부여하고, 그에 따

른 목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궤에 한 심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서명을 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 

부여된 서명은 의궤의 내용과 성격을 동시에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

한 인물 혹은 동일 주제와 련된 내용에 한 검색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2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서명을 어떻게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가 이 의 주된 목 이다. 아울러 여러 기 에서 작업한 것

들  동일한 내용의 책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한 새로운 방안으로

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구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작업들이 이루어졌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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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궤서명의 황과 문제

1) 의궤서명의 문제제기

재 의궤 소장처로 알려진 곳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앙

연구원 소속 장서각, 랑스의 국립도서 (BNF: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 등을 들 수 있다.4) 그 외에도 박물 이나 개인이 소장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에서 개인

에게도 의궤를 나 어  이 있기 때문이다.5)  

의궤의 소장처가 다양하여 목록에 나타나는 문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궤들의 서명이 각각 다르게 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장 기 마다 목록

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 로의 정리기 을 세우고 서명을 정하 지만, 의궤의 

표제, 내제, 심제 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하는 가에 따라 서명이 달라졌기 때

문이다. 그 에는 서명이 매우 긴 것은 원래의 서명을 그 로 반 하지 않고 간

 4) 韓永愚, ｢조선시  軌 편찬과 現存 軌 조사연구｣, 규장각소장 軌 종합목록 규장각한

국학 간행, 2002.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재한 의궤는 2010년 재 일본이 반환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의궤의 귀속처  반환된 의궤들의 목록을 다시 정리하

면서 서명과 련하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의궤의 문화재 지정을 한 노

력과 함께 국내의 의궤들의 서명을 정리하기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인 결정

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필자가 구체 인 내용을 입수하지 못하여 이 에 반 하

지 못하 다.  

 5) 의궤 에는 많은 책을 인쇄하여 나 어  것이 있다. 園幸乙卯整理 軌의 를 보면 개

인에게도 의궤를 나 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행사가 끝난 다음 해인 1797년(정조 21, 丁巳) 
3월 24일에 의궤를 賜給해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內入, 藏置, 賜

로 구분하여 나 어  상을 선정하 으며, 상은 혜경궁 외에도 화성행궁, 규장각, 외규

장각, 사고를 비롯한 각 기   총리 신인 蔡濟恭, 정리당상인 徐有防․李時秀, 의정 洪

樂性 등 행사와 련된 많은 사람들이다(園幸乙卯整理 軌 권1, 傳敎 丁巳 3월 24일[서울

학교 규장각, 園幸乙卯整理 軌(影印本) 上, 1994, 206-207쪽)]. 이로써 필사가 아닌 간행

된 의궤는 개인이 소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우즈베

키스탄에서 1848년(헌종 14) 왕 비 김씨의 6순을 기리기 한 행사에 한 기록인 進宴

軌 1책(3책  1책)을 구입하여 2006년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기증한 것도 그러한 것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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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게 인 것이 있는 반면, 서명이 무 짧은 것은 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요한 단어를 포 한 형태로 변형시킨 것도 있다. 그 외에 같은 기 의 것이라 해

도 작업에 따라 다른 원칙을 세우고, 의궤에 한 목록작업 혹은 해제과정 등에서 

서명이 달리 부여되어 혼동을 주는 것도 있다.6) 

2) 서명의 형태

책의 書名은 題名이라고 하며,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다. 서명은 책의 본문의 

치에 따라 卷首題 혹은 卷頭題라고 할 수 있는 內題, 卷尾題 혹은 卷末題가 있

으며, 심에 표시된 版心題, 책의 겉장에 표시된 表題 혹은 外題, 외제를 쪽지에 

써서 붙인 題簽, 속종이(裏紙)에 제명이 표시된 裏題, 심이 없는 책  혹은 경

의 앞 는 뒤에 새긴 版題 등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

다.7)

의궤의 서명은 앞서 제시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부분의 의궤는 

인쇄한 것이든 필사한 것이든 의궤가 처음에 작성되면서 ① 外題 혹은 題簽의 형

식을 갖춘 것, ② 內題의 형태를 갖춘 것, ③ 版心題의 형태를 갖춘 것 등으로 크

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서명의 용은 같은 책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간행되었

는가와 어떠한 형태의 제명을 채택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 인 로 필사본으로 제작된 의궤  正祖實 을 편찬하는 과정을 기록한 

‘實 廳 軌’를 살펴보자. 실록청의궤는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印出이 완료

되어 안할 때까지의 과정  편찬에 참여한 원  보조인원들의 근무상황, 편

찬  인출에 소요된 물자의 내역들을 정리하여 싣고 있다. 그 명칭을 (正宗大王)

實 廳 軌라 하 으며, 그 에서 재 남아 있는 것은 4질인데, (正宗大王)實

廳 軌(奎 14174)의 表紙記에는 ‘正宗大王’이라  있는 반면, 나머지 실록

청의궤에는 ‘正宗朝’라  있다.8)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표지에는 각기 다른 표

 6) 참고한 자료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 (서울大學校 圖書館, 1981년 간행), 규장각 소

장 軌 종합목록(서울 학교 규장각, 2002년 간행),  리 국립도서  소장 軌 목록(서
울 학교 규장각, 2003년 간행), 藏書閣所藏 軌目 (韓國學中央硏究院 藏書閣, 2006년 간

행) 등이다. 일본에 소재한 의궤목록은 입수하지 못하여 비교 상에서 제외되었다.

 7) 千惠鳳, 韓國書誌學(개정증보 2 ), (주)민음사, 2007, 580-581쪽을 참조. 白麟은 천혜 과

는 서지용어를 달리 사용 있다(古書目 規則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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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힌 것이다. 

(正宗大王)實 廳 軌(奎 14174)를 살펴보면 앞서 언 하 듯이 표지에는 

‘正宗大王’, ‘實 廳 軌’, ‘太白山’ 등이 기록되어 있다. 즉 表題는 ‘實 廳 軌’이

지만, 內題는 그와 달리 ‘正宗大王實 刪節廳 軌’라 되어 있다. 英祖實 의 實

廳 軌도 表題는 ‘英宗朝 實 廳 軌’이지만, 內題는 ‘乾隆四十一年丙申七月 日 

英宗大王實 廳 軌’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제와 내제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어느 왕 의 실록인가에 따라 내제의 표기하는 법도 다르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

을 담고 있는 것에는 의궤의 표성을 들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경우에도 표제와 심제가 다르게 나타난 도 있다. 

내제와 심제가 다른 것으로는 규장각 소장의 園幸乙卯整理 軌(奎 14532)를 

로 들 수 있다. 표제와 심제는 ‘整理 軌’이며, 卷首題 즉 내제는 ‘園幸乙卯整

理 軌’로 되어 있다. 서명이 2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은 공식

인 명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된 의궤는 크게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뉘었다. 어람용은 그야말로 국왕 

왕세자 등 왕실과 련된 자들에게 올린 것이며, 분상용은 각 기 에 藏置하기 

한 것이다. 이때 어람용으로 제작된 것은 국왕을 비롯한 왕실에게 올릴 목 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분상용과는 겉모습에서부터 달리 작성되었다. 어람용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분상용과는 구별하기 쉽다. 어람용으로 격식을 갖춘 것은 

표지는 紅 가 아닌 비단을 사용하 고, 題簽을 붙여 책의 서명을 드러내고 변철, 

원환, 국화동을 사용하여 철하 다. 그리고 內紙는 붉은 인찰선으로 구분할 수 있

게 하 다. 어람용과 분상용은 외면상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내용의 출입 혹은 

面數의 차이가 있으나, 서명에 크게 향을 끼쳤던 것은 아니다.

3) 목록과 서명의 실제

앞서 서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 하 는데, 구체 인 를 들어 목록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우선 서명의 차이는 가장 많은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

 8) 정조  실록청의궤  규장각 소장본은 태백산, 오 산, 정족산에 보 되어 있던 것으로 

3부(奎 14174, 奎 14175, 奎 14176)이며, 장서각 소장본은 상산사고에 있던 것 1부이다

(2-37872). 구체 인 내용은 최연식, 2005 ｢純祖初 正宗大王實 의 편찬과 正宗大王實

廳 軌｣, (正宗大王)實 廳 軌(서울 학교 규장각 간행)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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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閣圖書韓國本

綜合目

규장각 소장 軌 

종합목록

리 국립도서  

소장 軌 목록

장서각소장 

의궤목록

표제

(제첨)
丙子年 嘉禮都監

軌

丙子年 嘉禮都監

軌

없음( 록색 비단

으로 개장)

康熙三十五年(肅宗

二十二年)丙子五月

日嘉禮都監 軌

내제

康熙三十五年丙子

五月日嘉禮都監王

世子嘉禮時都廳

軌

康熙三十五年丙子

五月日嘉禮都監王

世子嘉禮時都廳

軌

康熙三十五年丙子

五月日嘉禮都監王

世子嘉禮時都廳

軌

康熙三十五年丙子

五月日嘉禮都監王

世子嘉禮時都廳

軌

목록
[景宗端懿后 ]嘉禮

都監 軌

[景宗端懿后 ]嘉禮

都監 軌

[景宗-端懿王后]嘉
禮都監 軌

王世子(景宗․端懿

后)嘉禮都監 軌

<表 1> 목록에 따른 [景宗端懿后]嘉禮都監 軌의 서명 비교

각 내에서도 목록작업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의궤의 서명이 달라지고 있음

을 지 하려 한다. 가령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 에 [景宗端懿后]嘉禮都監

軌(奎 13092, 奎13093)에 해당하는 의궤를 심으로 각 목록들의 를 살펴보면 

<表 1>과 같다.9)

이들 목록들을 살펴보더라도 표제를 개장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내제는 모두 같다. 그러나 목록에 실린 것은 기 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景宗端懿后]嘉禮都監 軌,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 軌, 王世子(景宗端懿后)

嘉禮都監 軌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 목록들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

궤들이다. 그러나 이들 의궤들에 서명을 부여할 때에는 기 에 따라, 같은 기 에

서 작업을 하더라도 목록에 실릴 경우 달라지고 있다.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목록에 실린 서명은 표제 혹은 내제와는 완연히 달리 

표시되고 있다. 표제는 ‘丙子年 嘉禮都監 軌’ 내제는 ‘康熙三十五年丙子五月日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 軌’이지만, 목록과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 표제나 내

제와  다른 새로운 서명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원책의 서명이 목록에서는 

달리 수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궤에서 기술하는 상과 련된 문제도 있다. 앞서 살펴본 英祖實  련 實

 9) 이 의궤는 1696년(숙종 22)에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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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 軌를 목록에서는 英宗大王實 廳 軌로 표 하 으며, 正祖實  련 

實 廳 軌는 (正宗大王)實 廳 軌라 고 있다. 이와 같은 표기들은 의궤의 

내제, 외제 등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들 서명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英

祖와 正祖의 실록을 편찬할 때의 과정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용어가 없다. 

이는 고종 에 묘호를 ‘英宗’과 ‘正宗’에서 각각 ‘英祖’와 ‘正祖’로 추존하 기 때

문이다. 실록에는 각각 英宗과 正宗으로 표 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

하면 조와 정조 련 실록청의궤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인물에 

한 다른 표기들에 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규장각 간행 종합목록  [景宗端懿后]嘉禮都監 軌라는 서명도 의궤에 힌 

표 과는 다르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서명도 내제에 기록된 王世子

에 한 수정된 표 이다. 왕세자라는 표 은 조선시  복수의 왕세자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왕세자가례’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왕 의 어떤 왕세자

와 왕세자빈이 혼례를 치르는 것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내제 에 ‘王世子嘉禮

時’라는 표 과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 을 때 비로소 그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이 

의궤에서 왕세자는 景宗을 지칭하는 것이며, 가례도감이기 때문에 그 상 자는 

端懿王后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와 같은 명칭들을 

포함한 서명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景宗과 端懿王后의 가례라고 

하더라도, 이들 2사람은 아직 ‘景宗’과 ‘端懿王后’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이 행사

는 경종이 즉 하기 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궤에서 조차 그 명칭이 실려 

있지 않다. 경종을 어떤 명칭으로 부를 것인가와 단의왕후를 ‘沈浩의 딸 沈氏’라

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景宗端懿后]嘉禮都監 軌는 주인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 표어’ 혹은 그에 하는 것을 내세워 사용한 것이다.

1책의 의궤에 많은 사람들의 행사와 련한 내용들을 담은 것도 있다. 이 경우 

련된 모든 인물들의 각각의 행사에 한 서술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한 

서술도 쉽지 않다. 각각의 행사를 밝 주어야 체 의궤에서 해당 의궤가 지닌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사의 주체(혹은 주인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구체

인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의궤는 號와 련하여 작성된 

것들이 많은데, 목록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

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의궤 에 표제는 上號都監 軌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목록

에 [英祖四 號]上號都監 軌(奎 13296)로 실려 있는 것을 로 살펴보자. 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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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이 책을 英祖四 號上號都監 軌이란 서명으로 이미 인본으로 간행한 

이 있다.10) 이 의궤의 서명을 보면 내용이 마치 조의 존호만 올린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5인을 상으로 한 것이다. 즉 

조의 조부모인 顯宗과 明聖王后에게 존호를 추 하고, 英祖 자신에게 4존호를 

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왕후인 貞聖王后  계비 貞純王后에게 號를 올리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의궤는 모두 5인과 련된 행사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의

궤의 서명이 행사의 일부분만을 표 한 것으로 나머지 4인의 행사와는 련이 없

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체 인 것을 표 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11) 따라서 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4인과 련한 행사를 담고 있는 서

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 인 명칭을 부여하려면 顯宗과 顯宗妃, 英祖와 

조의 妃와 繼妃  행사의 구체 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주인공과 上號의 

내용을 밝 서 서명을 만든다면 ‘顯宗追上 號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加上

號貞純王后上 號都監 軌’이라 할 수 있으며, 주인공들을 열거하고 표제를 드러

낸다면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 軌’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명칭들을 고침으로써 내용을 담지 못하는 문제 을 수정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를 통하여 목록이 해당 의궤에 담긴 내용을 단순화 하여 최 한 활용

하기 쉽게 하고, 아울러 의궤의 서명을 원래의 것과 다르지만 잘 알려진 명칭을 

사용하여 주인공을 구체 으로 드러내려 하 으나 각각의 문제 도 포함하고 있

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앞서 살핀 주인공의 문제 외에도, 목록이 서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제

작된 시기가 빠진 것을 들 수 있다. 의궤  일부는 목록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연

도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목록에 기입된 서명  구체 인 연도가 기입되지 

않은 것이 부분이다. 원책의 표제나 혹은 내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이는 서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年代를 의도 으로 배제하 기 때문이며, 이용자가 구체 인 내용을 살피려면 원

본을 보거나 혹은 서지사항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 2002년 서울  규장각은 英祖四 號上號都監 軌라는 서명으로 인 간행한 이 있다.  

11) 행사의 구체 인 내용은 같은 책에서 여러 인물들과 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김지 , 2002 ｢조선시  崇 式의 의미와 上號都監 軌｣, 英祖四 號上號都監

軌, 서울  규장각 간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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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의궤의 표지 혹은 내지가 모두 불에 탔거나 혹은 缺落되어 원래의 서명

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표 인 로는 懿仁王后 련 의궤들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의인왕후와 련된 의궤는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모두 12권이며, 부묘도

감의궤를 제외하면 내제를 알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이다.12) 그 에 (宣祖大王懿仁

王后) 號都監 軌(奎 14895)는 겉표지가 홍포로 장정되어 있으나, 새로 개장한 

것이다. 게다가 卷首에 해당하는 첫째 면을 확인해보더라도 결락되어 내제도 확

인할 수 없으며, 책의 마지막 장도 결락되어 있는 본이다. 결국 이 의궤는 처음

에 부여된 표제와 내제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서울  규장각이 한국본종합목록

을 제작하면서 서명을 새로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의궤의 내용은 宣祖, 그의 妃인 懿仁王后를 追崇하고, 아울러 嬪인 公嬪을 

恭聖王后(光海君의 私親)으로 추숭하는 것인데, 와 같은 명칭으로는 책의 서명

을 변하지 못하고 다만 일부를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책의 서명을 

제 로 부여하려면, 행사가 이루어져 의궤를 작성한 연 를 제외한다면, 宣祖大

王追崇 號懿仁王后追崇 號恭聖王后上 號都監 軌 혹은 宣祖懿仁王后恭聖

王后 號都監 軌 정도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 기재된 것과 표지  내용  잘못 기록

된 것도 있다.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 軌(奎 13516)에 해당하는 의궤의 표제가  

‘崇禎五年壬申六月 日 中宗妃端敬王后復位祔廟都監 軌’로 되어 있어서 목록과 

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단경왕후의 복 부묘도감 의궤는 규장각 소장의 

것을 기 으로 도서번호 奎 13506, 奎 13507, 奎 13508, 奎 14881 등이 있으며, 표

제에 힌 내용만 하더라도 ‘崇禎五年壬申六月 日’과 ‘中宗妃端敬王后復位祔廟都

監 軌’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종비 단경왕후는 ‘乾隆四年’ 즉 英祖15年

(1739)에 복 되었기 때문에 시기 으로 맞지 않는다. 숭정 5년 즉 仁祖 10년

(1632)에 사망한 자는 宣祖妃인 仁穆大妃이다.

목록에서는 표제와 달리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 軌으로 되어 있으나, 목차

나 내용면에서는 이 의궤는 國葬都監 軌가 아닌 殯殿魂殿都監 軌의 내용을 담

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 기입된 서명은 새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즉 宣祖妃仁

12) 그 에서 의인왕후의 부묘도감과 련하여 작성된 의궤는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一

房 軌(奎 13512-1),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二房 軌(奎 13512-2), [宣祖大王懿仁王

后]祔廟都監三房 軌(奎 13512-3)가 있다. 이는 1房에서 3房까지 의궤를 분책하여 달리 만

들었지만 실제는 1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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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后國葬都監 軌가 아니라, 잠정 으로나마 仁穆后殯殿魂殿都監 軌이라 해

야 의궤를 작성한 의도에 가까운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는 의궤를 改粧하는 과

정에서 잘못 기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제와 내제의 차이가 있으나, 명백히 謄 의 형태인 것은 의궤의 목록

에서 제외해야 한다. 구체 으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것 에서 冊
禮都監 軌(奎 12897)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649년(仁祖 27) 2월에 顯宗이 仁祖

의 王世孫으로 책 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책 말미에 다음해인 1650년 7월 

7일에 承傳色 高禮男이 효종의 명을 받아 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13) 게다가 이 

책의 표지에 顯廟王世孫冊禮謄 라고 서명을 밝히고 있어서, 의궤를 베낀 것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의궤를 작성할 때 등록이 이용되었다고 보이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 의궤의 

일부분을 베낀 것도 있다. 이에 해당되는 서책은 ‘ 軌’가 아니라 ‘謄 ’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의궤의 작성과 련을 지닌 것으로 해제 혹은 서지목

록 에서 련 주기사항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용의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면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의궤에 실리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등록으로 달리 분

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謄 으로 의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의궤 련 서명에

서 제외하거나 혹은 별도의 참고도서로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 

비왕실 련 의궤도 이들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로 다룬 의궤는 

왕실 혹은 국가의 주요한 건축물 혹은 기록물을 상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그러

나 왕실 련 의궤가 아닌 다른 목 으로 작성된 의궤가 서명 때문에 포함된 것도 

있다. 受戒 軌(奎 14198)는 부처의 계율과 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왕실 련 의궤목록에서는 제외시키고 다른 범주에서 취 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록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의궤를 소장한 기 들의 력

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많은 의궤들이 행사가 이루어진 연도, 주인공(혹은 주

체), 내용(주제)을 모두 포함하는 서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 

구의 어떠한 행사와 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기도 하다. 결국 표제에 실린 것

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의궤의 내용을 뒤져야 하는 불편

13) 이 謄 은 顯廟王世孫冊禮都監 軌의 일부를 록한 것이며, 원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

장각에 소장된 의궤으로는 顯廟王世孫冊禮都監 軌(奎 13067)가 있다. 그리고 규장각의 

해제  ‘1653년(효종 4) 1월’이라 한 것은 착오이며, ‘1650년(효종 원) 7월’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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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서명일 

경우 작성연 를 더하여 기록함으로써 검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14) 

책을 정리하고 보 하는 과정에서 왕 별로 의궤를 분류 정리하고 목록으로 만

든다면, 해당 시기의 어떠한 행사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은 의궤를 정리 보 하는 방식 혹은 서명의 부여 등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많다. 결국 책의 서명을 토 로 서지사항이

나 解題, 해설서 등을 읽어야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의궤를 찾을 수 있다.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원하는 의궤에 근할 수 있으며, 내용을 제 로 담보하지 

못한 의궤의 목록은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됨은 논할 필요도 없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목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도서명을 부여하고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의궤의 원본에 힌 서명을 포함하여 목록에 기입된 서명들이 지닌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서명들을 살펴 본 것은 아니지만 앞에 제시한 몇 안 

되는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유사한 문제들이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검색하고 연구하려는 의궤를 찾기 해서는 목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3. 의궤서명의 정리와 산화

1) 서명 정리의 문제

의궤의 서명을 부여한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문제 을 

안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의궤를 제작할 

당시에 련된 주체에 하여 굳이 따로 언 할 필요가 없었으며, 고민하거나 밝

힐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궤가 련 행사 혹은 시설물이나 간행

14) 행사가 이루어진 연도와 의궤가 작성된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 필자는 의궤가 행사의 결

과보고서라는 에서 시행연도를 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사가 이루어

진 연도를 의궤의 목록에 드러내고, 의궤가 작성 혹은 간행된 연 는 책의 서지사항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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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과 연 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마무리하기 하여 최종 으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 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표제나 내제 등의 일치 등과 같은 형식보다는 내

용에 역 을 두어졌다고 하겠다. 게다가 서명을 드러내는 것이 담당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심사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의궤의 서명의 문제 은 오

랜 시일이 경과한 지 에 이르러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의궤의 서명을 

총체 으로 악하는 데 많은 문제 을 낳고 있다. 

재의 방식으로는 검색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련된 모든 의궤들을 손쉽고 편

리하게 검색할 수 없다. 같은 인물에 해서도 그가 생존하여 지니고 있던 칭호들

이 다양하고, 사망 후에도 추상존호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명칭과는 다른 내용으

로 기입된 것들이 많다. 게다가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의 행사에서 추존한 경우 의

궤의 서명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 남아 있는 의궤 에는 최소

한의 공통된 명칭만을 부여하 기 때문에, 서명만을 보았을 때 구의 어떠한 행

사 등과 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서명에는 련 주제 혹은 인물과 행사(건축물, 기록물)의 내용이 드러나

야 한다. 다만 주체(혹은 주인공)를 드러낼 경우 어떤 형태로 드러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따른다. 우선 동일 인물에 한 표기문제이다.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왕

실과 련을 맺으면서 다양한 칭호로 불리고 있다는 이다. 우선 정조와 련된 

의궤들에 한 몇 가지 다양한 표 들을 살필 수 있다. 규장각도서를 심으로 살

펴 보면, (正宗大王)實 廳 軌(奎 14174) 외에도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 軌
(奎 13637) 등이 있다. 그리고 ‘正祖’로 표 된 다른 의궤로 정조 당사자가 주인공

인 [正祖]國葬都監 軌(奎 13634),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奎 13113)와 [正

祖孝懿后]嘉禮廳都廳 軌(奎 13114), [正祖孝懿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 軌(奎 

13116)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조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3가지이며, 

[正祖孝懿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 軌(奎 13116)는 1778년(正祖 2) 5월 6일 김시

묵(金時黙)의 딸 金氏를 정조의 비(孝懿王后)로 책 하는 내용으로 정조와 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의왕후에게만 직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유별해 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외에도 사도세자와 련된 의궤는 다양한 서명 혹은 용어를 이용하여 검색

하지 않으면, 목록으로는 모두 찾아내기 힘들다. 련된 의궤를 제작연도  서명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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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36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 軌(奎 13108)

b. 1744   [莊祖獻敬后]嘉禮都監 軌(奎 13109)  

c. 1762   [思悼世子]禮葬都監都廳 軌(奎 13605)  

d. 1762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 軌(奎 13606)  

e. 1762   [莊祖永祐園]墓所都監 軌(奎 13607)  

f. 1764   垂恩廟營建廳 軌(奎 13631)            

g. 1776   [莊祖]上諡 園都監 軌(奎 13337)      

h. 1777   景慕宮改建都監 軌(奎 13633)         

i.  1783   [英祖貞純后四 號莊祖獻敬后再] 號都監 軌(奎 13311)

j. 1784   [英祖六 號莊祖再] 號都監 軌(奎 13297)

k. 1784   景慕宮 軌(奎 13632)

l.  1789   [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 軌(奎 13624)

m  1789   [莊祖]顯隆園園所都監 軌(奎 13628)

n. 1789   [莊祖]顯隆園遷園 軌(奎 13629)

o.  1795   [英祖貞純后七 號莊祖獻敬后四] 號都監 軌(奎 13316)

p. 1855   莊獻世子追上 號惠嬪追上 號都監 軌(奎 13339)

q. 1899   [太祖莊祖正祖純祖]追 時 軌(奎 13236)

r. 미상   [宣祖懿仁后光海朝] 崇都監 軌(奎 13495)

필자가 검색어를 이용하여 살펴본 것에 의하면 사도세자와 련된 의궤는 어

도 18종에 달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해당 인물에 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아울러 의궤의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면 련 용어는 더 많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이 동일한 인물에 한 명칭이 기록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명마다 다른 명칭으로 모두 

찾아내야 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 이라 하겠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용

어 혹은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련된 서명들이 모두 검색되어야 할 것이다. 

莊祖, 思悼世子, 莊獻世子, 垂恩廟, 景慕宮, 永祐園, 顯隆園 등의 단어를 모두 찾

아야 하며, 이외에도 목록에서는 찾지 못하 으나 내용을 살펴야만 드러나는 것

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명  몇 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하

여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한 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목록에서 서명의 미비 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기존에 작성된 목록을 토 로 미비 과 문제 을 보완하여 새로운 서명을 부

여할 필요가 있다. 그 다면 어떻게 문제 을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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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록의 통합과 산화

(1) 목록의 통합과 용

의궤를 정리할 때마다 작업자의 의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문제 을 해결하

기 해서는 목록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목록을 정리

하기 한 기 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의궤를 소장한 기 마다 목록을 정리하

는 방식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련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미 각 기 마다 소장도서에 한 종합목록 혹은 의궤목록을 작

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명을 고치는 것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 마다 동일한 내용을 지닌 도서의 서명을 달리 표기함으로써 여러 개의 서

명으로 불리고 있어서, 달리 안내서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의궤 련 목록(종합목

록)이 다른 기 과의 조를 취하지 않고 작성되었어도 해당 기  내에서 이용하

는 정도여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의궤에 한 심이 증가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면서, 의궤

목록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문제가 크게 두되었다. 게다가 이미 외규장각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랑스에 소재한 의궤들을 반환받는 문제  일본으로부

터 의궤를 반환받는 문제를 비롯하여, 차후 국내에 소재한 의궤를 상으로 국가

의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제들도 남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은 의궤의 목

록을 정리하는 것과도 연계되고 있다. 더 구체 으로는 다양하게 서명을 붙인 것

에 한 통합 인 서명으로 수정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이용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목록의 활용도가 커지게 될 것이 상되고, 목

록과 련한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서명의 정리  통합이 큰 문제로 두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한 노력은 기 이나 연구자의 몫이라 하겠다. 

의궤와 련한 기존 目 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 이나 연구자가  다른 목록

을 만드는 작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궤의 서

명이 내용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록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연구기 이나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문제 을 고치기 해서는 기존의 목록을 존 하면서도 반드시 구애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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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재 알려진 서명 에는 완결성을 지닌 것도 있다. 다만 서명을 통해 의궤

의 내용을 보다 효율 으로 악하려면, 언제 시행되었는가와 행사의 주체 혹은 

상이 구인가  행사내용 등이 서명에 담거나 혹은 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구의 어떠한 행사인가라는 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모든 의궤의 서명에 용할 필요가 있는가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의 서명이 무 길어져, 서명으로서 사용하기에 

많은 부담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반면에 서명 에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작성된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궤들을 구분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 

進饌 軌, 進宴 軌, 進爵 軌, 迎接都監 軌, 影幀摸寫都監 軌 璿源 校正廳

軌, 璿源譜略修正 軌 등과 같은 의궤들은 목록에서 서명이 동일한 거나 혹은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 이들 의궤들은 이용자들에게 우선 동일한 서명으로 악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지사항을 살펴야 언제 제작되었다든지 혹은 구와 

련된 의궤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명을 통하여 곧바로 의궤의 내용을 알기 

해서는 행사가 이루어진 시기 혹은 주체(혹은 주인공)를 덧붙임으로써 서명으로

만 알기 힘든 것을 구별하여 악하도록 해야 한다.15) 

(2) 산화의 필요성과 방안

의궤의 서명과 목록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명칭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명칭으로는 검색이 불완 한 것들이 많다는 이다. 오래

에 검색의 필요성보다는 서지 인 사항에 을 두어 이루어진 재의 목록은 

비효율 인 이 많다.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 으로 얻기 한 작업이 필요하다. 

의궤의 서명을 제 로 선정하기 해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  하나는 정

보검색을 한 작업이다. 이를 한 제 작업에서 서명이 제 로 설정되지 않으

면 련의궤를 검색하기 한 작업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

러나 재의 각 기 에서 간행한 종합목록에 의거한 서명을 그 로 정보검색에 

이용하려 하 을 때 제 로 된 검색을 수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

15) 의궤에 드러난 행사연 와 제작연 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의궤의 내용을 시하는 측면에

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작연 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

으나, 당해 행사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것과 유별하는데 훨씬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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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정보검색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정보검색기능을 강화하기 해 필요한 작업은 색인어이다. 우선 의궤의 서명에 

보이는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색인어의 선정이 필요하다. 의궤의 서명에서 

선정할 수 있는 색인어는 표성이 있어야 한다. 표성이 없는 색인어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의궤를 검색을 통해 한꺼번에 찾아낼 수 없다. 여러 차례의 검색 

단계를 거쳐야 색인어를 포 하는 의궤들에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색인어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의궤에는 동일한 인물이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의궤 에는 동일인물과 련한 행사 혹은 건축

물 혹은 기록물들과 련한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은 형태

로 모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 명칭과 상호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부

여해야 한다. 가능하면 의궤의 내용을 포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

다. 그러한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에 하여 일반 으로 알려져 있

는 명칭 혹은 표성 있는 명칭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동일인물과 련된 행사, 

설치물, 기록물 등과 련된 것일 경우 시행되거나 설치 혹은 작성된 해를 밝힘으

로써 알고자 하는 것에 한 약간의 정보를 갖추기만 하면 련된 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궤의 서명을 책의 표지나 내제에 쓰여 있는 그 로 표 하는 것이 최선의 방

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궤의 서명은 앞서 이야기하 듯이 표제, 내제, 심제 

등이 다르게 표 된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

고 제작 연 가 다르지만 동일한 서명으로 되어 있는 의궤들을 유별하는 것도 쉽

지 않다. 따라서 의궤가 지닌 각각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서명을 유별하기 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의궤

의 서명을 제시한다. 

([A; 련주체])+[B: 주요행사]+[c: 시행기 ]+[ 軌]+(작성시기)

의궤의 서명 에는 표제 혹은 내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은 에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명을 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의궤에 기록된 서명이 표

제와 내제가 다른 것이 많고, 의궤를 소장한 기 이 소장도서들을 목록으로 만드

는 과정에서 서명을 변형시키거나, 책이 손상을 입어 표제나 내제가 없는 것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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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명을 새로이 부여한 것도 있다.16) 게다가 기 에서 새로이 부여한 서명

에 하여 앞서 살펴보았지만, 서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잘

못 부여한 도서명을 소장기 이 그 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제나 내제

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도서에 해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해 련 

용어를 덧붙 지만, 이 한 그 책의 내용을 제 로 반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문제 들은 단일종의 의궤를 검토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용자가 의궤를 검토하고 문제 을 시함으로써 서명과 리번호를 제시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의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명과 련

하여 구체 으로 개별 인 의궤들을 검색하여 체 으로 검토하려할 때 모두 검

색되지 않는다면 목록으로서 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속성상 련 서명들을 검토하기 마련이지만, 산화를 이루기 해

서는 목록으로서 기능을 제 로 하고 검색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목록으

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에 한 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색인어에 한 

보조 인 역할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근래 많은 자료들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시소러스(thesaurus)’를 도입하여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시소러스는 정보검색을 목 으로 컴퓨터에 

기억된 용어사 으로, 용어들 간의 계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등가 계․계층

계․연 계 등을 규정하여 구조화한 어휘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17) 

기 에 따라 원문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검색할 

때에 등장하는 문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의궤의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

서 등장하는 것은 서명만으로는 해당 인물과 련된 것을 한꺼번에 찾기에는 역

부족이다. 의궤의 서명과 련하여 살펴보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동일 인물에 

한 호칭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동일인물과 련하여 

왕세자 혹은 왕세자빈과 련하여 살펴보면, 책 례에서부터 가례를 비롯하여 국

16) 종합목록을 만들 당시에는 이와 같은 목록 작업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 

의궤를 통 하여 산화하고 효율 인 검색을 한 작업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에 서명을 부

여한 것에서 문제 들이 드러나고 있다. 차후 여유를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서명이 부

여되어야 할 것이다. 

17) 안창수, 2007 ｢민족문화추진회의 ‘고 용어 시소러스’｣, 민족문화추진회 회보 여름 제86
호.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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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으로 즉 하 을 때 上號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며, 사망 후에도 추숭하는 

도 있다. 게다가 사망 후 宗廟에 모신 것의 여부 등도 의궤의 서명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동일인물의 지 가 달라지거나, 묘호 혹은 시호 

등을 비롯하여 표 들이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서명에 담아서 드러내는 것

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는 표성을 띠는 명칭을 내세우고18) 그와 련하여 유의어(UF), 련어

(RT), 상 어  하 어(BT, NT)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의어는 표성을 

띠는 용어(통제어)의 異稱으로, 시호․ 호․묘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근

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말한다. 그리고 련어는 우선 배우자 계, 부자 계 등을 

말하며, 이를 시함으로서 의궤의 검색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검색어들 

간의 계를 규정하게 되면 효율 으로 의궤의 목록작업에서도 훨씬 검색도를 높

일 수 있다고 본다. 

(3) 목록의 용

의궤의 이용과 련하여 련된 행사 혹은 동일인물에 한 검색은 하나의 과

정에서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의궤를 검토해보더라도 동일인물에 한 생존 시

에 이루어진 행사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련한 행사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동일인물에 한 검색, 유사한 행사에 한 검색 등 련 작업이 필

요하다고 본다. 를 들어 사도세자와 련된 의궤들을 살펴보면 사정이 그리 쉽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도세자와 련된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열거한 것을 새로운 형태로 명명하여 시험 으로 틀을 제시한

다.19)  

a.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 軌(奎 13108)

→ 思悼世子冊禮都監 軌[冊禮都監 軌] (英祖 12년, 1736)

b. [莊祖獻敬后]嘉禮都監 軌(奎 13109)  

→ 思悼世子嘉禮都監王世子嘉禮시 軌[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 軌] (英祖 

20년, 1744)

18) 통제어 혹은 우선어(USE)라고 한다. 

19) 이 작업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 자료센터 구축사업 으로부터 큰 도움

을 얻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타 기 의 목록도 청구기호를 표기한다면 통합 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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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思悼世子]禮葬都監都廳 軌(奎 13605)  

→ 思悼世子禮葬都監 軌[禮葬都監 軌] (英祖 38년, 1762)

d.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 軌(奎 13606)  

→ 思悼世子殯宮魂宮兩都監 軌[殯宮魂宮兩都監 軌] (英祖 38년, 1762)

e. [莊祖永祐園]墓所都監 軌(奎 13607)  

→ 思悼世子永祐園墓所都監 軌[墓所都監 軌] (英祖 38년, 1762)

f. 垂恩廟營建廳 軌(奎 13631)            

→ 思悼世子垂恩廟營建廳 軌[垂恩廟營建廳 軌] (英祖 40년, 1764)

g. [莊祖]上諡 園都監 軌(奎 13337)      

→ 莊獻世子上諡 園都監 軌[上諡 園都監 軌] (英祖 52년, 1776)

h. 景慕宮改建都監 軌(奎 13633)        

→ 莊獻世子景慕宮改建都監 軌[景慕宮改建都監 軌] (正祖 원년, 1777) 

i.  [英祖貞純后四 號莊祖獻敬后再] 號都監 軌(奎 13311)

→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 號都監 軌[ 號都監 軌] (正祖 7년, 1783) 

j. [英祖六 號莊祖再] 號都監 軌(奎 13297)

→ 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 號都監 軌[ 號都監 軌] (正祖 8

년, 1784)

k. 景慕宮 軌(奎 13632)

→ 莊獻世子景慕宮 軌[景慕宮 軌] (正祖 8년, 1784)

l.  [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 軌(奎 13624)

→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 軌[永祐園遷奉都監 軌] (正祖 13년, 1789)

m  [莊祖]顯隆園園所都監 軌(奎 13628)

→ 莊獻世子顯隆園園所都監 軌[顯隆園園所都監 軌] (正祖 13년, 1789)

n. [莊祖]顯隆園遷園 軌(奎 13629)

→ 莊獻世子顯隆園遷園 軌[遷園 軌] (正祖 13년, 1789)

o.  [英祖貞純后七 號莊祖獻敬后四] 號都監 軌(奎 13316)

→ 貞純王后莊獻世子惠嬪 號都監 軌[ 號都監 軌] (正祖 19년, 1795)

p. 莊獻世子追上 號惠嬪追上 號都監 軌(奎 13339)

→ 莊獻世子追上 號惠嬪追上 號都監 軌[莊獻世子追上 號惠嬪追上 號

都監 軌] (哲宗 6년, 1855)

q. [太祖莊祖正祖純祖]追 時 軌(奎 13236)

→ 太祖神懿王后神德王后莊祖獻敬王后正祖孝懿王后純祖純元王后翼宗神貞

王后追 時 軌[追 時 軌] (光武 3년, 1899)

r. [宣祖懿仁后光海朝] 崇都監 軌(奎 13495) 

→ 仁穆王后莊烈王后仁宣王后明聖王后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肅宗顯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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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淑嬪貞聖王后貞純王后仁嬪莊祖 崇都監 軌[ 崇都監 軌] (年代未

詳)

서명이 지닌 문제 을 해결한 후 각 기 에서 작성한 목록을 정리할 필요도 있

다. 이는 각 기 이 소장한 것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합 으로 리함으

로써 동일한 서 에 한 명칭들이 각기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기존 목록은 이미 이루어진 작업들을 참고하기 한 것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

이다. 기존의 명칭을 모두 없앴을 때, 이용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래하기 때문에 

보조 인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 을 세우고 서명을 부여하

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명칭도 함께 산화함으로써 과거의 것과 새로 부여된 

것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궤 에는 작성연 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는데, ‘r. [宣祖懿仁后光海朝] 崇都

監 軌(奎 13495)’인 경우를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해서는 연 가 미

상임을 밝히거나 혹은 작성연 를 기입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방식도 있

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를 해서는 앞에 제시한 방법과 같이 연 미상임을 밝

힘으로써 이용자가 그에 하여 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20)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 련 제목에서 그 변화의 다양성을 포 하고, 아울러 

그것을 표하는 용어로 찾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궤의 서명에 국한하

을 때, 표어로 검색할 때에 련된 모든 것을 찾으려 한다면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표어를 심으로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시

인 변화와 그에 따른 용어 즉 련어들도 함께 산화과정에서 포함시킴으로

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앞서 의궤가 갖는 의미와 함께 서명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의궤의 서명으로 쓰

인 것은 표제나 내제 혹은 심제 등이 모두 각각 달리 쓰인 경우들이 많았으며, 

20) 행사 연 를 뒤에 표기한 것은 연  미상인 경우를 비하여 설정한 것이다. 서명 앞에 ‘연
 미상’을 표기하지 않아도 뒤에 표기함으로써 시기와 련한 정보를 알려주려 한 것이다. 



210 奎 章 閣  37

목록에서는 그와는 다른 서명을 채택하고 있음도 살폈다. 

서명을 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궤의 내용과의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근

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재 의궤에 쓰인 서명과 목록에 실린 서명만으로는 내

용을 충분히 달할 수 없으며, 서명의 간략함 때문에 검색마 도 정확하지 않고 

있음을 언 하 다. 

의궤의 주체와 행사의 내용이 1인일 경우도 있지만, 다수에 하여 각각의 행사

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지닌 내용을 검색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궤를 소장한 기 들은 각기 다

른 형태의 서명을 부여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각 기 은 이미 의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산화 등 다양한 여

건의 변화로 의궤를 통합 으로 검색하는 토 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서 필요한 것은 같은 내용의 의궤로 동시에 작성된 것은 같은 서명을 부여함으로

써 통합 인 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해 기존의 서명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그

에 따른 논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서명을 각 기 에서 표 하

는 방식을 최 한 존 하여야 한다. 잘못된 목록이라 하더라도 실 으로 이용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은 새로 설정된 서명과의 련을 지니게 함으

로써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의 서명을 이용하여 검색하더라도 새로

운 서명으로 유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 이와 같은 작업에 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우선 

재 진행되고 있는 산화작업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의궤의 서

명이 지닌 문제 들은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차후 규장각한국본

종합목록사업이 추진될 경우 목록작업의 완결성을 갖기 해서는 의궤에 반 된 

목록의 오류를 제 로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은 작업과정에서 언뜻 보인 모습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시론 인 측면이 강하다.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이 이번 작업에

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느낀다.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많은 토론을 통하

여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논문투고일(2010. 10. 29),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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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rdizing the Designations of the Eui’gwe Ritual Protocol 
Manuals, and the Task of Digitalizing them

 Yang, Jinsuk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ui’gwe protocol manuals has been rising, and so has 

been the call for enhancing the manuals’ overall utility and accessibility. The need for 

an organized catalogue, which would allow the readers to have easier access to the 

contents they need, is indeed higher than ever. Yet there have been some problems. 

There is already a catalogue that the readers could use, but the readers would have 

to know the exact name or designation of the manual they were looking for, otherwise 

they will be forced to have quite a hard time pursuing the needed material using the 

current catalogue.

So the fashion of recording the manuals’ titles and designations (eventually for a 

new catalogue) should be modified and standardized, in order to address this particular 

problem. An interfacing system so to speak, that would allow the readers to find the 

material they need just with the manual's title or designation and with no other 

complicated mess of bibliographic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article, it is proposed that a new naming system should be adopted and all 

the manuals be provided with a new designating title, regardless of all the existing 

catalogues that have been designating individual manuals with the exterior titles, 

interior titles, and some partial information of the books’ own measurements. It is also 

suggested here that the merits that would come with digitalizing the materials should 

be explored as well, as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the Internet everyday. With 

such development of the existing material would allow people to search for materials 

and manage them more efficiently. Taking advantage of the on-line services would also 

allow people to search effectively for the material they are looking for using onl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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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upposed overall sum of information: thesaurus, related terms, words that belong 

to either a higher or lower category of the term in question. Manuals of the past that 

involved a particular individual or a particular theme could be found rather easily, and 

the usability of existing lists would also be enhanced in the process.

This article is prepared so that a new cataloging system, through which the contents 

and nature of a particular ritual protocol manual could be found and confirmed rather 

easily, would be developed, and also to address the current problem that a same 

manual is now referred to with various names and titles. Regarding the matter, how 

to manifest the relevant information of a particular material: such as involved 

personnel, title of the event or occasion described in the manual, the governmental 

office that oversaw that occasion, title of the manual itself, (date of compilation), 

(current place in custody, book number), is tentatively suggested. You could say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discussion arranged for the preparation of this task.

Keywords: Eui’gwe protocol manuals, utility and accessibility, a new designating 

title, the on-li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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