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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or guards’ dress represented by royal carriage parade. This thesis studies the ceremonial dress
worn by the ceremonial troops during the Hwa-sung Hang-hang Ban-cha drawing (華城幸行班次圖) in the
Chosun dynasty of King Ju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ational level ceremony
by closely looking into the traditional ceremonial dress and the various signs that were used at these
events thereby enhancing the cultural status of the Jung-jo King period.

The Hwa-sung Hang-hang Ban-cha drawing(華城幸行班次圖) has its characteristics and also has
commonality between the garments worn at these ceremonies. These garments are a traditional heritage
brought down from many ages before and is a reflection of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within our
everyday life. Among these many records the Bancha-do(班次圖) is a representation of records that show
what was worn by both nobles down to the ceremonial troops. The uniforms of the ceremonial troops
were not only huge in size but also very diverse according to rank and grade. They used strong true colors
with colorful flags, ceremonial items and musical instruments. These all added to the grandeur of the
ceremony. The ceremonial flag was itself a symbol and was the core of the whole ceremony and parade.
These ceremonial flags represented the heaven, sun, moon, hill and animals as well as supernatural gods.
All these showed change in shape, color and content by age and time. Also the Yongmun Gichi(Dragon
flag: 龍紋旗幟) is a supernatural being representing the power and wish of the ruler. The Chunsang-mun
represents the indivisib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heaven and also a metaphor for absolute power.
A close look at ceremonial instruments show a direct representation towards power such as an axe, spear
and sword and integrated with other large ceremonial items not only provided a shade but was also a
representation of worship. These all were a more or less representation of authority. The musical
instruments expressed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ruler and maintained the marching order and also
added grandeur to the parade. A summary of the ceremonial troops in the As seen above, these national
ceremonies were a representation of the present power of authority and the will to rule. These ideas and
the philosophy of “ruled by heaven” is represented here in the uniforms and the ceremony itself. The
Bi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Nung - hang of February 1795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show
and inherit the tradition and recreation of our heritage. In this view we must look at the color and shape of
traditional dress to be able to inherit and learn from our ancestors.

Key words: ceremonial troops(의장병), colorful flags(의장기), ceremonial items(의장품), musical
instruments(고취악기), heritage(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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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가행렬은 행렬에 참가하는 의장병들이 의장을 갖

추며 국왕(國王) 거둥 때의 행렬을 말하고 규모에 따

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나뉘어지는데,

그 요소에 따라 선택된 표지물(標指物)로서의 의장과

행렬에 참가한 의장병들이 입고 있는 의례복(儀禮服)

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의식(儀式)은 평범한 일상생활과는 달리 특별

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는 일반 계층들의 일상적인 생활

풍속과는 다른 차별화 되는 엄숙하면서도 성스럽고

웅장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가적인 의식일

경우에는 그 의식을 통해 국가 즉, 왕권의 위력과 정

치·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위와 위

엄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강

력한 의지를 의식에 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어가행렬 같이 국가적 규모의 예를 갖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표시물들의 의장

(儀仗)과 의식에 동원된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례복(儀

禮服)에 대한 전통성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先行) 되어

져야 한다. 이들 행렬에 사용된 의장과 의례복은 그

사회의 사상과 전통의 종합적인 집합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행행반차도는 조선왕조(朝鮮王朝) 시대

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게 치러진 화성행차는 많은 인

원, 물적 준비를 동원하 으며, 왕을 비롯하여 문무백

관, 호화로운 기치(旗幟)와 의물(儀物)을 든 각종 의장

병과 호위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왕조시대의 최대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행차날짜를 윤 2월로 정한

것은 농사철을 피하여 정월이나 2월에 행차를 해오던

관례를 따른 것으로 다만 종전보다 시기를 늦춘 것은

농사 직전의 봄철을 택하기 위해서 다. 이 행차는 개

혁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서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 건설한 실학의 도시 화성에서 어머니 회

갑을 축하하고, 아버지 사도세자 능침인 현륭원(顯隆

園)에 참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朝鮮時代)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립에 대한 꿈과 어

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으로

단행된 화성행행반차도(華城幸行班次圖)에 사용된 의

장병(儀仗兵)의 의장(儀仗)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연

구목적은 국가적(國家的) 규모의 예(禮)를 갖춘 의식

(儀式)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렬에 사용되는 표시물들

의 의장(儀仗)과 어가행렬에 동원된 인물(人物)들이 입

고 있는 의례복(儀禮服)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정조

의 기록문화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II. 8

8일간 화성행차에 나타난 복식에서 첫째 날 윤2월

9일과 둘째 날 윤2월 10일은 의장병의 복식이 거의

비슷하다. 경기 감 서유방의 모습은 구군복(具軍服)

을 형태 으며 전립(戰笠), 동다리(狹袖袍), 전복(戰服)

에 전대(戰帶)를 매고 환도(環刀), 통개(筒箇), 등채(藤

策)을 갖추었으며, 총리 대신 채제공(蔡濟恭: 1720∼

1799)은 첩리을 입었는데 소매는 두리 소매이며 광다

회를 띠고 공작미(孔雀尾)를 삽우한 전립(戰笠)을 쓰고

앞에서 선도하고, 말을 탄 약 115명의 악대가 몇 개조

로 나뉘어 북과 징·나팔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

을 돋구었다. 약 230여 명의 군인들이 각종 오색 깃발

을 휘날리면서 행차의 위엄을 높여 주었으며 기나긴

행렬의 중앙에 혜경궁 홍씨 가마가 삼수병(三手兵)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나갔다. 왕의 어가는 혜경궁 홍씨

가 탄 가마 앞보다 선두에 섰지만, 실제로 왕은 가마

를 타지 않고 혜경궁 홍씨 가마 뒤에서 말을 타고 가

면서 쉴 때마다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고 그 뒤에

한참 떨어져 정조의 두 누이가 탄 가마가 따라갔다.

또한, 왕을 호위하는 의장병의 복식은 전건(戰巾)에 창

옷과 호의(號衣)를 입고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

측에서 보여지는 의장병의 복식은 구군복(具軍服)을

입고 있다.

셋째 날, 윤2월 11일은 화성에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화성에서 첫 행사인 향교 참배

는 정조의 유학 진흥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 화성성묘전배의(聖廟展拜儀) 알

성도(謁聖圖)의 복식을 보면 전하(殿下)는 융복(戎服)을

입고 성묘(聖廟)에 배알(拜謁)할 때는 면복(冕服)으로

갈아 입고, 배알(拜謁)이 끝나면 융복(戎服)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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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입고 행궁(行宮)으로 돌아왔으며, 배종백관(陪從百

官)은 융복(戎服)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1) 화성에

서의 첫 번째 공식행사로 거행된 성묘(聖廟)참배 장면

의 맨 위쪽의 대성전(大成殿) 앞뜰에는 청금복(靑衿服)

을 입은 유생들이, 그 아래쪽의 명륜당 뒤로는 수행한

문무백관들이 각각 시좌하여 있다.

행차의 셋째날인 오전에 과거시험을 실시한 뒤 그

날 오후에 합격자 발표하는 낙남헌 안에 전하(殿下)는

융복(戎服)을 입고 전립에 삽우(揷羽)하며, 종친·문무

백관은 융복(戎服)과 공복(公服)을 입는다. 집사자(執事

者)는 융복(戎服)을 입고, 무과시관(武科試官)은 융복

(戎服)에 전립에 삽우(揷羽)하며, 유생 및 응사인(應射

人)은 명복(名服) 기복(其服)으로 전립에 삽우(揷羽)하

다.

넷째 날, 윤2월 12일은 정조가 화성의 서장대에 행

차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 는데 왕은 갑옷을 입고

팔달산 꼭대기 서장대에 올라 군사를 직접 지휘하기

도 하 는데 화성이 서울을 방어하는 남쪽의 요새지

로서 얼마나 든든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장용 의 막강한 군데를 장악하고 있

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날 서장대(西將臺) 성조도(城操圖)의 복식(服飾)을 살펴

보면, 전하(殿下)는 융복을 입고 전립에 삽우(揷羽)하

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융복을 입고 삽우하기도 하

으며, 군복(軍服)에 갑주를 입기도 하고 군사(軍士)들

은 모두 군복을 입었다.

다섯째 날, 윤2월 13일은 행차의 주목적인 회갑잔치

가 행궁의 주 건물인 봉수당(奉壽堂)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왕과 신하들이 차례로 술잔을 혜경궁 홍

씨에게 올리고 천세(千歲)를 불러 축하하 으며, 왕과

신하들은 시를 써서 혜경궁 홍씨의 만수무강을 축원

하 다. 정조는 이날 봉수당 진찬의(奉壽堂 珍饌儀)를

화원(畵員)으로 하여금 진찬도 병풍(進饌圖 屛風)을 만

들게 하 다. 이날 전하는 융복을 입었으며, 의빈(儀

賓)·척신(戚臣)과 배종백관(陪從百官)도 융복을 입었

다. 유생(儒生)은 청금복(靑衿服)을 입고, 외명부(外命

婦)는 각각 예복(禮服)을 입었다. 자궁저하(慈宮低下)도

예복(禮服)을 입었는데 이때의 예복(禮服)은 적의(翟衣)

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을묘년(乙卯年) 6월 18일에

창경궁(昌慶宮) 연희당(延禧堂)에서 생긴 날 진찬연(進

饌宴)에 자궁(慈宮)이 적의(翟衣)를 입었기 때문이다.2)

봉수당진찬연(奉壽堂進饌宴)에서 전하와 의빈·척

신·배종백관·유생 및 외명부의 하례를 받은 대왕대

비(大王大妃)의 예의는 자적색(紫的色)의 향직(鄕織)으

로 만든 것 표면 위에 적계(翟 )를 그려 금(金)으로

칠한 우아한 적의(翟衣)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날, 윤2월 14일의 행사는 새벽에 신풍루(新

風樓)에서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오전에 낙남

헌(落南軒)에서 양로원을 열도록 되어 있었다. 말하자

면 화성부 주민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푸는 날인 것이

었다. 또한 이날 오후, 왕은 몇몇 신하들과 화성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을 방문하

여 화성의 성곽을 시찰하고, 밤에는 득중정(得中亭)에

서 신하들과 활쏘기로 몸을 풀었다.

정조대왕 능행도(8폭병풍)의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

養老宴圖)와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의 복식을 살

펴보면, 낙남헌(洛南軒) 친임(親臨) 양노연의(養老宴儀)

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하(殿下)는 융복

(戎服)을 입었으며, 군노(君老)들은 각각 자기(自己)의

의복(衣服)을 입었다. 「수원능행팔곡병(水原陵幸八曲

屛)」에 보면 군노(君老)들은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전

면은 직령(直領)과 같으며 뒤에 전삼(展衫)이 붙어 있

는 옷의 형태를 입었다.

행차의 여섯째 날 오후, 정조가 득중정 어사도(御射

圖)의 복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하는 융복을

입고 전립에 삽우(揷羽)하 으며,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융복을 입고 삽우하기도 하 으며, 군복을 입기도 하

다. 군사(軍士)들은 모두 군복을 입었으며, 젊은 상궁

들은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를 입고 노상궁(老

尙宮)들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나 두록색 저고리

에 옥색 치마를 입었다.

일곱째 날, 윤2월 15일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려올 때 여정과 같았다. 사근평참에서 점심을 들고

시흥행궁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이날의 행사 다.

귀경 길에 오른 정조는 민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시흥에서 잠시 쉬는 동안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현지 수령과 암행한 신하들을 통해

알아보고 직접 만나 고층을 물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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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 행사의 전말을

그린 정조대왕의 시흥환어행렬도는 화성 행궁을 출발

한 행렬이 막 시흥행궁 앞에 도착한 것으로 병사들의

삼엄한 호위에 둘러싸인 시흥 행궁이 위용을 과시하

고 있고 가운데 약간 윗 부분에 푸른 휘장에 가려진

혜경궁 홍씨의 가마가 보인다. 행렬이 잠시 멈춘 가운

데 정조가 친히 미음과 다반(茶盤)을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서 행렬의 바깥쪽엔 수라를 실은 수레

와 음식을 준비하는 막차(幕次)와 기수대 앞에는 거대

한 용기(龍旗)와 정조의 가마가 있다. 또한, 자유분방한

모습의 민인(民人)들 사이사이에 보이는 엿장수, 떡장

수의 모습도 퍽 인상적이며 능행도 가운데에서도 단

연 보는 재미가 풍부한 그림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덟째 날, 윤2월 16일은 아침에 시흥행궁을 떠나

노량 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들고, 한강의 배다리를

건너서 저녁에 창덕궁으로 돌어오도록 예정되어 있었

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

민생의 질고(疾苦)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연로의 백성

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

래 정조는 원행(園幸) 중 백성들의 상언(上言)과 격쟁

(擊錚)을 통해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곤 하 는데,

이번에도 이를 빼놓치 않았다.

행차의 마지막 날 주교도(舟橋圖)를 건너며 서울로

행궁하는 행렬장면으로 주교 가운데의 홍살문을 혜경

궁 홍씨 가마가 지나고 있으며 그 뒤 정조의 좌마(坐

馬)가, 강 건너편에 보이는 용양봉저정 행궁 앞에는 두

군주의 가마가 보이고 있다. 화려하고 장엄한 행차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구경 나온 사람들의 다양한 모

습 또한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이 날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하는 융복을 입고 전립에 삽우하 으며, 배종백관

(陪從百官)은 융복을 입고 삽우하고 검을 찼다. 근시

(近侍) 및 허위관(護衛官)은 군복을 입고 동개·동채·

궁시를 하 다. 용황정(龍凰亭)쪽에서 구경하는 백성들

은 남자들의 경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거나 창옷에 방

갓을 쓰기도 하고 아이들은 저고리·바지차림이다. 용

산(龍山) 쪽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가(御駕)가 환도

하는 곳이므로 도포차림에 유건을 쓴 양반들이 세 줄

로 도열하여 서고, 그 뒤에 도포차림에 갓을 쓴 백성

들과 첩리(帖裏)를 입고 갓을 쓴 사람, 중치막을 입고

갓을 쓴 사람, 창옷을 입거나 맨저고리 바지차림의 아

이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교(舟橋)

를 만들고 있는 주교사(舟橋司)의 군졸들은 백색 동다

리에 하늘색 호의(號衣)를 입고 쇠가래를 쓰고 있다.

III.

1. 의장기(儀仗旗)

의장기(儀仗旗)는 기(旗) 자체가 상징적인 표지기능

(標指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장의 핵

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들 의장기는 자연물인

하늘(天), 해(日), 달(月), 산(山) 및 동물, 그리고 신인(神

人) 등을 모상(模像)하 는데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

라 형태, 색, 내용의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 양식화·도

식화되어 갔다.3)

기치(旗幟)의 용도는 군중(軍中)에서 쓰는 군기와,

궁중의 위엄을 갖추기 위한 의장기로 크게 나누어진

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던 의장기는 임금의 행차인

어가행렬에 쓰 던 것이다.4)5) 이들 의장기에는 물론

군기도 포함이 되며, 수원행행반차도에 나타난 의장기

의 종류, 용도를 정리하 다.6)

<그림 1>은 주작기(朱雀旗)로서 길이가 15자인 깃대

에는 두·주락·장목이 달려있으며, 군기의 일종으

로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 의 전문에 세워 전국(前軍),

전 (前營) 또는 전위(前衛)를 지키는 것으로 대가노

부·법가노부 등에 쓰 다. 색채와 문양은 붉은 바탕

에 삼두(三頭)의 주작과 청·적·황·백(靑赤黃白) 4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져 있고, 화염각과 기각(旗脚; 旗

의 깃대에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붙인 긴

오리. 위·가운데·아래 세 가닥으로 하기도 함)이 있

다. <그림 2> 백호기로 흰 사각바탕의 사각기로, 길이

가 15자인 깃대에는 두, 주락, 장목이 달려 있으며,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진 의 오른편에 문을

세워서 우군(右軍), 혹은 좌 (左營), 우위(右衛)를 지휘

하는데 쓰 다. 색채와 문양은 적색 날개를 달고 나는

백호와 청·적·황·백 4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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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화염각은 노란색이다. <그림 3>은 청룡기로서

푸른 바탕의 사각기이며, 깃대의 길이가 15자인 이 기

에는 두와 주락, 장목(꿩의 꽁지 깃을 묶어 깃대 끝

에 꽂아 다는 꾸밈새)이 달려 있다. 군기인 대오방기

(大五方旗)의 하나로 진 (陣營)의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좌 혹은 좌위(左衛)를 지위 하 으며, 의장기

의 한 가지로 대가노부, 법가노부, 소가노부 등에 쓰

다. 색채와 문양은 청룡과 청·적·황·백(靑赤黃白) 4

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다.

<그림 4>는 현무기로 검은 바탕의 사각기이며, 약 15

자 길이의 깃대에 두, 주락, 장목이 있고, 군기의 일

종으로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 의 후문(後門)에 세워

후군(後軍), 후 (後營), 후위(後衛)를 지위하는데 쓰

다. 의장기로서의 현무기는 대가·법가노부 등에 쓰

고 색채와 문양은 거북을 뱀이 감고 있는 모양과 청·

적·황·백(靑赤黃白) 4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져 있

으며 화염각이 있다.

주작(朱雀)·현무(玄武)·청룡(靑龍)·백호(白虎)는

동서남북의 사방위(四方位)를 지키는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옛 임금의 행차를 따르던 병졸을 대신하여 정

기(旌旗)에 그린 것이다.7) 즉 사신(四神)이란 사방(四

方)의 수호신을 상징적으로 동(靑龍), 서(白虎), 남(朱

雀), 북(玄武)의 사령신(四靈神)을 대응시킨 것인데 이

러한 방위신(方位神)의 상징의 기원은 은대(殷代)의 갑

골문(甲骨文)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

신(四神)의 상징적인 동물은 이전에 사령수(四靈獸), 즉

용(龍)·봉(鳳)·거북(龜)·인(麟)으로서 통용되었다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색과 형의 감각 차이로 인(麟)을

호랑이로, 거북은 현무기로, 봉은 주작으로 대치된 것

이다. 사신에 관한 것은 오래 전부터 유행하 던 것

같다. 전설의 인물인 황제(皇帝)는 제후(諸侯)를 대할

때에는 사방을 상징하 던 사당(祠堂)의 색토(色土)를

주고 있다. 즉 동방에 부임하는 사람에게 청토(靑土)를

주고, 서방에 부임하는 사람에게는 백토(白土)를, 남방

에 부임하는 사람에게는 주토(朱土)를, 그리고 북방에

부임하는 사람에게는 흑토(黑土)를 주어, 방각(方角)의

상징으로 삼았던 점을 보면 황토(黃土)를 중심으로 국

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정하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렸을 것이다.8) 이 사신기는 아주 변함없이 오랫동안

하늘(天)의 사상과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역 등의 내

용을 지니며 사용되어 온 기치(旗幟)들이다.

<그림 5>는 황룡기로서 용기(龍旗), 용대기(龍大旗),

화룡대기(畵龍大旗), 교룡기(蛟龍旗), 황룡대기(黃龍大

旗) 등으로도 불리며, 군대 친열(親閱) 때에 이 기로

각 (營)에 명령하 다. 이 기의 용도는 대가노부·법

가노부, 소가노부 등에 쓰 으며, 황색 바탕의 사각기

이다. 색채와 문양은 2마리의 용과 청·적·황·백(靑

赤黃白) 4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

에 화염(火焰)을 상징하는 헝겊이 달려 있으며 기의

맨 위에는 삼지창(三枝槍)으로 된 창도(槍刀), 그 밑에

는 삭모( 毛; 기(旗)나 창(槍) 등의 머리에 이삭모양으

로 만들어 다는 붉은 빛깔의 가는 털)가 달려 있다.

<그림 6>은 유린기로서 형태는 삼각기이고, 색채와 문

양은 머리 부분이 용과 같고 몸이 말과 같은 유린문과

운문이 깃발에 그려져 있으며, 화염각과 드림〔帶〕은

적색이다. <그림 7>은 백택기로 흰색바탕의 사각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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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기의 용도는 의장기의 하나로, 고려와 조선시대

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백택(白澤; 상상의 神獸로 사람

의 말을 하며, 유덕(有德)한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에

나타난다고 함)은 신수로서 만물의 모든 뜻을 알아낸

다고 하는 상서로운 짐승이라 하여, 이 기를 사용하

고, 대가노부·법가노부·중궁노부·어장 등에 쓰 다.

색채와 문양은 흰색 바탕에 백택과 청·적·황·백(靑

赤黃白) 4채(彩)의 운기(雲氣)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다. <그림 8>은 청도기로 깃발은 청색인 사각

기 바탕에 깃대의 길이는 8자이고, 두와 주락이 있

으며, 깃대 끝은 창인(槍刃)으로 되어 있다. 이 기의 용

도는 옛날에는 군기, 또는 대기치(大旗幟)의 하나로, 행

군할 때 앞에서 길을 치우는 데 쓰 으며 수효는 2개

이고, 색채와 문양은 청색인 사각기 바탕이고 적색의

화염각이 달려 있으며 청도(淸道)라는 자가 새겨져

있다.

<그림 9>는 삼각기로서 형태가 백색 바탕의 사각

깃발이며, 대가노부·법가노부·소가노부와 어장에 쓰

다. 색채와 문양은 세 뿔〔三角〕이 달린 마문(馬紋)과

청·적·황·백(靑赤黃白) 4개 문양에는 구름이 그려

져 있고, 화염각과 기각은 노란색이다. <그림 10>은 순

시기로서 붉은 바탕의 사각기이고, 깃대의 길이는 5자

이며 조선왕조 때 병조에서 제정한 기로 군중(軍中)을

순시할 때 사용하던 기이다. 색채와 문양은 청색 바탕

의 깃발에는 순시(巡視)라는 두 자가 붉게 새겨져

있고, 임금 거둥 때의 어전 순시기에는 붉은 바탕에

푸른 자로 썼으며, 모두 7쌍으로 하 다. <그림 11>

은 감우기로 형태가 보라색의 삼각며, 색채와 문양은

깃발에 용문(龍紋)과 운문(雲紋)이 그려져 있으며, 화염

각과 드림은 적색이다. <그림 12>는 금고기로서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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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황룡기

<그림 6>  유린기

<그림 7>  백택기 <그림 8>  청도기

<그림 9>  삼각기 <그림 10>  순시기 <그림 11>  감우기 <그림 12>  금고기



기이며, 두·주락·치미가 있고, 조선시대 군기의 하

나로 군대에서 취타수의 좌화염은 작(坐作), 진퇴(進退)

를 지휘하던 것이다. 문양과 색채는 노란 운문대단(雲

紋大緞)바탕에 가장자리와 붉은색, 가운데 새겨 붙인

금고(金鼓)라는 두 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어가행렬에 사용된 기치의 문양이 대부분 동물문양

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민족문화가 유목 민족이

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고대신화 속에

민족고유의 동물숭배사상이 존재하는 것도 신성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용문기치

(龍紋旗幟)는 조화를 갖춘 상상의 동물로 통치자의 위

력과 염원을 대신해주기도 한다. 또한 어가행렬에 사

용된 기치(旗幟)는 사방위(四方位)의 신을 수호한다는

하늘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천상문은 하늘과 사

람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자 하는 상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2. 의장물(儀仗物)

의장물(儀仗物) 역시 기치(旗幟)와 마찬가지의 기능

을 갖는다. 따라서 직접적인 권력의 표시가 될 수 있

는 도끼, 칼, 창 등의 군사적(軍事的)인 요소가 큰 의물

(儀物)들과, 그늘을 만들거나 시원하게 해주는 실질적

인 목적 외에 상서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산(傘), 선(扇)

등을 이용하여 왕의 절대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려 하

다. 또한 수원행행반차도에서 나타난 의장물 가운데

파손이 심한 것들은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종류와 형

태만을 간단히 설명하 다.9)

<그림 13>은 정(旌)으로서 5가지 색깔을 쪼개어 막대

기 머리에 드리운 것을 (旌)이라 하는데 사졸(士卒)의

사기를 돋우는 방법으로 쓰 는데 이들 의장병의 복식

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戰帶)를 했다. <그림 14>는

모절( 節)로 5층이고 모절 사이마다 목주(木珠)가 5개

씩 연결되어 있으며, 절상체(節上體) 상부사(上部紗)에

는 봉황이 그려져 있다. <그림 15>는 봉선(鳳扇)으로서

봉선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황색 견사(絹紗) 바

탕 위에 좌우로 봉이 마주보고 날아오르는 형상이고

황색 바탕의 봉선도 있다. 봉황은 조류 중 가장 아름

답고 신비로운 새이며 덕(德)·의(義)·인(仁)·신(信)·

정(正)을 상징하고 있으며 용이 남성적인 것이라면 봉

황은 여성적인 것으로 여제(女帝)나 왕비로 표시로 삼

았다. 이들 의장병의 복식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

戰帶)를 했다. <그림 16>은 신전(信箭)으로 수는 다섯이

고, 화살촉에‘령(令)’를 새겼으며, 각각 5색 비단으로

조그만 표지를 달았으며 명령 전달에 썼다.

기엽(旗葉)을 다섯 가지 색으로 표시하 고, 국왕이

교외에 거둥할 때에도 사용하 다. 대가(大駕) 앞에 벌

여 놓고 각 (營)을 지휘하는 것인데 황색만을 사용

하 다. 원래는 모두 그 방위의 빛깔을 사용하여 병조

와 훈련도감 및 단 (單營)에는 청색을, 어 청(御營聽)

에는 백색을, 수어청(守御聽)에는 홍색을, 총융청(摠戎

廳)에는 흑색을 사용하 는데, 정종 19년에 수어청이

남한산성으로 나간 뒤부터는 전부 황색만을 사용하

다. 도성의 대문 개폐를 보류할 때에는 선전관이 신전

을 가지고 문 밖에 이르면 부장(部將)이 이를 받아서

병조에 알리고, 궁궐을 지키는 승지를 통하여 왕세자

의 명령을 받아서(왕세자도 대가를 수행하 을 경우에

는 왕대비의 명령을 받는다.) 먼저 궐 문을 열고 곧 성

문에 나아가서 자물쇠를 연다. 왕의 환궁이 만일 인정

(人定)이 지난 뒤이면 궐 문은 그대로 폐쇄를 보류하

는데, 성문(동쪽은 興仁門)은 대가를 수행하는 승지가

신전을 받아 내어 그대로 폐문을 보류한다. 이 의장병

의 복식은 전립에 구군복을 입고 있다.

<그림 17> 전은 화살촉이 넓은데, 한쪽에는 모

대장(某營大將)이라 쓰고 다른 한쪽에는‘ (令)’자를

썼다. 군중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비 명령을 내

리는데 사용하 으며 이들은 전립에 호의를 입고 있

다. <그림 18> 작선으로 작선에는 3종류가 있는데 하

나는 홍색 견사(絹紗) 바탕에 공작이 좌우 한 마리씩

연밥 위에 앉은 모습을 당채(唐彩)로 그린 것으로 황

색 바탕에 공작이 연봉 위에 앉은 자세를 그린 것과

나머지 하나는 홍색 바탕에 공작이 연밥 위에 좌우로

앉아 마주보고 있고 홍색 드림이 드리워져 있는데, 이

들의 복식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戰帶)를 했다.

<그림 19> 홍개는 속살·검살은 대나무이고, 드리운

천은 홍색 무문단(無紋緞)인데 그 위에는 서운(瑞雲),

처마에는 지(靈芝)를 원색(原色)으로 그렸으며, 3단으

로 된 처마의 2번째 단에는 방울 1개가 부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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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의장병의 복식은 홍건에 창옷을 입고 있다.

<그림 20> 금등자는 나무로 등자( 子: 말을 탈을 때

말로 디디는 제구.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게 되어 있음) 형태를 만들었다.

<그림 21> 금장도는 나무로 된 칼날의 앞뒤를 금색

(金色)으로 하고, 양옆에는 포도화문(葡萄花紋)을 위시

한 길상문(吉祥文)을 조각하고 채색하 으며, 자루 부

분(柄部)의 가운데는 청색 운문(雲紋)을, 가장자리는 홍

색 운문을 전후로 조각하고 매듭을 달았다. <그림 22>

금립과는 목제립과(木製立瓜) 머리를 둥 린(복부·어

깨 부분) 음선조각(陰線彫刻)이 있으며 이것을 들었던

의장병의 복식은 주전립에 홍의를 입었다. <그림 23>

금횡과는 과형(瓜形) 및 자루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고

금횡과에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여 어

울린다는 당초문(唐草文)이 양각되어 있으며, 이들 의

장병의 복식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戰帶)를 했다.

<그림 24> 금작자는 금색의 용두가 좌우에 있고, 한

마리는 도끼를 물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 문화가

유목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문은 조화능

력을 갖춘 초월적인 상상의 동물로 통치자의 위력과

염원을 말해주며, 이들의 복식은 홍건에 창옷을 입었

다. <그림 25> 독은 쇠꼬리 혹은 꿩꼬리로 장식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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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

<그림 14>  모절 <그림 15>  봉선 <그림 16>  신전

<그림 18>  작선<그림 17>  전

<그림 19>  홍개

<그림 20>  금등자



기(大旗)로 옛날에 장례의 의시 때에 추(樞)를 지휘하

는 데 사용하 고 후대에 군중(軍中)에서 사용하 다.

『이의실록(二儀實錄)』에서 보면“검은 비단으로 이를

만드는데, 치우(蚩尤)의 머리와 비슷하며, 군대가 출발

할 적에 독(纛)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말을

탄 군관의 복식은 전립에 동다리를 입고 있으며, 양옆

의 보조기수는 홍건에 홍의를 입고 있다.

<그림 26> 옹골타자는 곰가죽(熊皮)은 털이 제거된

상태이고 자루에는 황색 칠을 하 으며, 호위병인 위

사를 의미한다. <그림 27> 용선은 황색 바탕 위에 오

색용(五色龍)이 좌우에 날아오르는 모양으로 상서로움

을 기리고, 초월적인 상상의 대상으로 통치자의 위력

과 염원을 대변하여 준다. 이 용선을 든 의장병의 복

식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戰帶)를 했다. <그림 28>

금월부는 쇠로 된 금룡(金龍)이 도끼를 물고 있는데

이들의 복식은 주전립에 홍의, 청전대(靑戰帶)를 했다.

<그림 29> 가서봉은 정부에 목판을 사용하여 네모지게

짜서 자루를 달았다.

어가행렬에 사용된 의장물(儀仗物)은 통치자의 권위

를 나타내기 위한 무기류(도끼·칼·지팡이 등)의 실

질적인 용도보다는 상징의 용도로 표지화되어 그 의

미를 강화하 다. 대표적으로 산(傘)과 선(扇)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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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금립과<그림 21>  금장도 <그림 23>  금횡과

<그림 24>  금작자 <그림 25>  독(纛)

<그림 26>  옹골타자

<그림 27>  용선

<그림 28>  금월부

<그림 29>  가서봉



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부각되었는데, 선(扇)에는

현인을 구하고, 시원하게 해 주는 뜻 외에도 상서로움

의 뜻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문양(龍·鳳·雀 등)이

사용되었으며 산(傘)은 비, 바람을 피하면서, 대재(大

帝)의 자리를 덮는 하늘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다. 각

종 의장들은 형태에 따라 군대의 위엄과 상서로움을

취하거나 현인을 구한다는 뜻, 또는 용맹스러운 의미

를 갖고 있다.

3. 고취악기(鼓吹樂器)

어가행렬 때 소리를 내어 명령을 전달하거나 행진

분위기를 돋구어 주는 취타악기(吹打樂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0)

<그림 30> 나팔은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취음(吹

音)으로써 대열의 배치를 맡는다. 혼자서 부는 것은 호

령을 맡는 것이고, 길게 내는 소리를 병졸(兵卒)을 집

합시키는 것이며, 북을 두드리면서 부는 것은 대오(隊

伍)을 벌려 서라는 것으로 이들의 복식은 전립에 창옷,

호의를 입는다. <그림 31> 나(螺)는 곧 바라(哮 )인데

소리는 대각(大角)과 같다. 처음 세 번 소리를 내어 불

면 곧 몸을 일으켜야 하며, 두 번째 불면 기구를 가지

고 말에 올라야 하며, 한 번 불면 두목이 몸을 일으켜

야 하는 것으로, 이 의장병은 말을 타고 황색의 초립

에 황색 첩리를 입는다. <그림 32> 각(角)에는 대각(大

角)이 있는데 은(銀)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이를 만들

어 붉은 칠을 하거나 혹은 검을 칠을 하 다. 중각(中

角)은 제도가 대각과 같으나 각이 조금 작은데 황동

(黃銅)과 도금함으로써 이를 만들고, 혹은 쇠뿔을 사용

하여 나무로써 자루를 만들고 붉은 칠을 하 으며, 이

들 의장병의 복식은 흑전립에 창옷, 호의를 입는다.

<그림 33> 나( )는 동(銅)으로 만든 악기이며 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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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나팔

<그림 31>  나(螺)

<그림 32>  각(角) <그림 33>  나( )

<그림 34>  정(鉦) <그림 35>  고(鼓) <그림 36>  자바라 <그림 37>  호적



바르고 그릇과 같으며 가장자리에 조그만 구멍이 뚫

려 있다.크고 복부가 있으며, 첫 번 울리면 말에서 내

리고, 두 번째 울리면 앉아서 휴식한다. 이 의장병은

말을 타고, 황색 초립에 황색 첩리를 입었다.

<그림 34> 정은 동라(銅 )가 그 유제(遺制)이다. 작

고 복부가 없으며 진퇴시(進退時) 금지 신호를 썼으며,

말을 타고 황색 초립에 황색 첩리를 입었다. <그림

35> 고는 행진할 때 타음(打音)을 내며 조선초기에는

나무로써 복통(匡)을 만들어 붉은 칠을 하고 모란을

그리며, 가죽으로 면을 만들었다. 후기에는 연꽃을 그

리고, 고종황제 즉위 후에는 용무늬를 그렸으며, 말을

타고 황색 초립에 황색 첩리를 입었다. <그림 36> 자

바라는 어가행렬 때 쓰이는 악기로써 타음(打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타(吹打)에 사용하 는데 이들 의

장병들은 말을 타고 전립에 창옷, 호의를 입었다. <그

림 37> 호적은 발방(發放)을 맡았다. 관기(官旗)를 모으

고 발방하는 것에 사용하 는데, 이들 의장병의 복식

은 흑립에 창옷, 호의를 입었다.

어가행렬에 쓰인 악기는 주로 고( )와 대각(大角)으

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악기는 매우 용감하고 전투

적인 음향으로 행렬의 위풍과 사기를 높여 준다. 고취

악기는 어가행렬에 동원되고 화약이 터지는 파열음을

냄으로써 행진하는 질서를 바로 잡고 위엄을 돋구었

다. 시각적인 기치(旗幟)나 의장물(儀仗物)에 이와 같은

청각적인 음향까지 동원되어 한층 장엄하고 씩씩한

행렬을 이룬다.

IV.

본 연구에서는 수원행행반차도(水原幸行班次圖)에

나타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고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반차도에

서 보이는 의장을 들고 행차하는 의장병의 직분(職分)

에 따른 복식의 착장 모습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하 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

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친위세

력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또

한 정조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맞

이하여 화성에서 행차를 갖게된 것이다.

1795년 22대 정조(1776∼1800)는 어머니 혜경궁 홍

씨(惠慶宮 洪氏)의 회갑을 맞이하여 윤 2월 9일에서

16일까지 8일간의 화성(華城, 지금의 수원)을 행차한

시기이다. 국가적 규모의 의례행렬로써 가능한 최상의

의장이 선택되어졌는데 이 의장(儀仗)은 통치자의 권

위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우월감을 나타내어 일반백

성들의 감정을 환기시키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의

장기(儀仗旗)는 기(旗) 자체가 상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장의 핵심적인 요소를 갖

추고 있다. 이들 의장기(儀仗旗)는 자연물인 하늘, 해,

달, 산, 및 동물, 그리고 신인 등의 형상을 묘사하여

통치자의 염원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또한 사방위(四

方位)의 신을 수호한다는 하늘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

으며, 천상문은 하늘과 사람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상징이 바탕을 이루

고 있다. 의장물(儀仗物)역시 의장기와 마찬가지의 기

능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권력의 표시가 될 수

있는 도끼, 칼, 창 등의 군사적 요소가 큰 의장물과 그

늘을 만들거나 시원하게 해주는 실질적인 목적 외에

도 상서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산(傘), 부채(扇) 등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청각적인 상징을 가

지고 있는 의물로 고취악기(鼓吹樂器)는 통치자의 절

대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며, 매우 용감하고 전투적인

음향으로 행렬의 위풍과 사기를 높여 주고 있다. 따라

서 각종 의장들은 형태에 따라 군대의 위엄과 상서로

움을 취하거나 현인(賢人)을 구한다는 뜻, 또는 용맹스

러운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원행행반차도(水原

幸行班次圖)에 나타난 의장병의 복식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한 사회의 상징

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어가행렬의 복식에 함축되어

있는 전통의식을 엄 하게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복

식의 형태 또는 색채에서 표출되는 사회적 유산으로

서의 전통적인 요소를 구명하는 일이 필요하며, 정조

시대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되새겨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속 원리에서 그 전통적 의의와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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