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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시대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왕의 사친, 등극하지 못한 세자와 같은 왕족의 신위를 모신 공간, 사묘(私廟)는 왕명에

의해 건립되고 관리되었다. 또한 사묘의 건은 각 의궤(儀軌)에 담겼고 이와 함께 왕실사묘의 평면배치도 등이 남겨졌다. 

정조의 후궁으로 순조(純祖)를 생산한 수빈박씨(綬嬪朴氏)의 신위를 모신 경우궁의 건기록인 1824년『현사궁별묘 건도감

의궤(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가 현존하기에 그간 소개된 바도 없고 연대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경우궁도(景祐宮圖)>의 제작

연대, 사용재료 및 장황(粧潢)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경우궁도>는 1822년에 타계한 수빈박씨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궁내에

설치했던 혼전(魂殿)을 폐하고 궁밖에 별도로 마련한 터에 왕명에 의해 1824년 현사궁별묘를 건하면서 건도감(營建都監)에서

제작한 <현사궁별묘전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건도감에서 <경우궁도>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의궤에 제시된 화원

(畵員)들이 주목되지만 이들의 현존작이 없어 화풍을 비교할 수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경우궁도>는 <동궐도(東闕圖)>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평행사선구도로 일목요연하게 많은 전각 등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양식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듯 건축물을 다룬 그림들은 해당 건축그림 제작 의도에 맞게 시점을

택해 그리거나 아니면 다시점을 이용해 그리게 된다. 

우리 회화에서 건축물을 다룬 그림은 일찍부터 평행사선구도, 정면부감시 또는 다시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18세기에 이르면 평행사선구도로 정확하게 그리면서도 회화성도 높은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전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최고로 발전한 듯 <동궐도>가 등장한다. <경우궁도> 또한 완성된 평행사선구도로 200칸 가까운 많은 전각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치 하게 표현하고 있어 <동궐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건축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수지법,

옥우법, 지면의 표면질감 표현 등 구체적 화법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사당공간 중 가장 중요한 정당권역만은 의궤도설

‘정당이하제처(正堂以下諸處)’라는 평면배치도와 그대로 일치하여 평행사선구도를 버리고 정면부감시 및 사방전도식묘법으로

표현된 점은 <경우궁도>만이 갖는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시대 건과 관계된 그림은 아닌 개인의 거주지를 표현한

그림에 이와 같이 시점을 각각 달리하여 표현한 예가 있기도 하여 사당공간을 그린 그림만이 가지는 특성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왼편 하단으로 향하는 평행사선구도를 택해 그릴 경우 화면 왼편 상단과 오른편 하단은 비게 된다. 경우궁도가 이에

부합되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반해 동궐도는 다양한 나무 등을 채워 빈 여백 없는 완벽한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작품의 장황의 현황과도 일치하는데 지본 낱장으로 완성된 경우궁도는 화첩으로 표제까지 달아 완성된 동궐도와는

완성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마치 동궐도가 그 묘사의 사실성, 기록성을 넘어 감상의 목적까지도 고려하여

작품제작 및 장황까지 마친 것이었다면 경우궁도는 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옮겨 그리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목적

으로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경우궁도景祐宮圖’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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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우궁도(景祐宮圖)>는정확한제작연대와제작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하고

있는대규모의사묘(私廟) 그림이다. 화면에그림제목도

씌어 있지 않고 관리목록에‘경우궁도’라는 명칭만

동반하고 있다<그림 1>. 경우궁(景祐宮)은 정조

(1752~1800년)의후궁으로순조를생산한수빈박씨(綏嬪

朴氏, 1770~1822년)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祠堂)이나

현재는남아있지않다.

조선은종묘(宗廟)에서향사할수없는왕의친부, 친모와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일찍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등극

하지 못한 세자와 같은 인물들을 배향(配享)하기 위한

공간으로 별묘(別廟)인 사묘(私廟)를 건립·운 하 다.

일반적으로조상의신위를모시는공간의명칭으로왕실과

일반민을불문하고‘사묘(祠廟)’를쓰지만왕실에서종묘에

신위를 모실 수 없는 왕족을 위한 사묘는 이와 구분하여

‘사묘(私廟)’로썼다. 역대왕과왕비의신위를모신종묘

(宗廟)에 모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당의

뜻으로‘종(宗)’에대해‘사(私)’자를 으로써‘국왕가묘

(國王家廟)’또는별묘(別廟)의뜻을나타내준다.

0201

조선왕실의문화재들가운데전적류는오늘날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로그관리처가나뉘어있다. 국권피탈후봉모당, 선원전,
종부시, 봉안각, 돈녕원에 있었던 조선 왕실 소유의 문화재들은 이왕직에 의해 관리되다가 광복 이후에 구황궁사무청을 거쳐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경원사무실에서 맡아
관리하게된다. 이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창경원사무실에서 관리하다가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으로이관한다. 이때 일부 궁·릉관련고문서·서적류들은 국립
문화재연구소로 이관한다. <경우궁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관자료 속에 있었다. <경우궁도>의 현소장처가 왕실문화재 음을 알게 해준다. ; 2008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우궁도>를 전시함으로써일반에최초로공개하 다.

‘私廟’는『숙종실록』24년 11월 8일, 단종의 묘, 『성종실록』6년 9월 16일(임술), 의경세자의 묘, 『연산군일기』2년 9월 29일(임신),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의 묘 등을
언급하면서 사용하는 예를볼수있다. 이외에도 많은용례가나타난다. ; 또한 제사를 國忌와 私忌로 구분하여사용한 다음의 예도참고된다. ‘내일과 모레는 전하의 私忌
이고 10일은 國忌이니 당일에 정사를 실시하여 하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而明日 明明日 自上私忌 初十日國忌, 當日爲政事下批何如).’여기서 국왕의 私忌는 선조의
사친덕흥대원군의기제를뜻한다. 『선조실록』88권, 30년 5월 7일(정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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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우궁도(1824년 이후, 218.5×326.0cm, 지본채색,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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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찬사서류를 통해 보면 불교식으로 정을

모시고향사하는고려시대의원묘(原廟)를이어조선초기

세종대까지 원묘가 나타나다가 조선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성리학의심화와함께신위만을모신사묘(私廟)가

등장한다. 특히 사묘는 별묘 즉 종묘에 대한 이중의

묘로서예에합치되지않는다는도전을끊임없이받는다.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추진과 함께

국왕의 돌아가신 사친을 묘(廟)와 묘(墓)에서 궁(宮)과

원(園)으로 승격시킨 의례를 행하 는데 이후부터는

자리를잡는듯사묘건립의수도늘어나게된다.@ 

오늘날조선의사묘들은건물이온전히남아있는것은

없고일제시대까지여러후궁의사당을합사(合祀)한칠궁

(七宮)만 존재한다. 다만 사묘를 건한 기록인 의궤가

남아 있고, 실록이나 예서 등을 통해 여러 사묘 건립에

관한기록을찾을수있다. 

경우궁은 순조가 사친의 신위를 모시고 향사하던

사묘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1824년에 완공된 경우궁의 건기록인

『현사궁별묘도감의궤(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가

소장되어 있어서 <경우궁도> 이해에 핵심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사진 1>. <경우궁도>는 인물을 배제하고

수목을 곁들이고 건축물 위주로 그린 채색 그림으로,

왕실에서 건물을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건물의 명칭

이나 칸수〔間 〕를 표기하여 그린 건(營建)과 관련된

그림이다.

본고에서는 사묘 그림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경우

궁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인공인

수빈박씨의 생애를 살펴보고, 조선시대 존재했던 사묘

들을 정리하여 경우궁도 이해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이어 건도감의궤에 남아 있는 사묘 의궤도들도 함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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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예학의 발전과 함께 고려시대 원묘제도를 폐지하고 조선후기 유교적인 사묘로 정착해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지두환, 1994, 『조선초기 의례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pp.86~133 참조. ; 또한 어진을 모시고 향사하는 어진봉안처인 眞殿도 중요한 별묘에 해당되지만 이 에서는 신위를 모신 별묘만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진전에대해서는조선미, 1983, 『한국의초상화』(열화당), pp.110~132 참조.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儀軌事例」에 의하면 총 5건을 작성하여 규장각, 본궁, 춘추관, 예조, 강화사고에 각 1부씩 분상하 고 현재 모두 남아있다. 장서각에 본궁 즉
경우궁분상본이소장되어있고, 규장각에 3부, 파리 국립도서관에 1부가 각각소장되어있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建築’보다는‘營建’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 다. 본고에서 경우궁도를 건과 관련하여 제작했던 그림으로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편 현대에는건축과미술이명확히구분되었다면조선시대에는‘圖’의범주에감상위주의회화에서부터회화식지도, 건관련 그림까지도포괄한차이점이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우궁도>를 중심으로 포괄적인‘도’에서 건과 관계된 그림들만을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그림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없지만 현존작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궁궐도에 대한 연구로, 안휘준, 1991, 「한국의 궁궐도」, 『東闕圖』(문화재관리국)와 정은주, 2009, 「《江華府宮殿圖》의 제작
배경과 화풍」, 『문화역사지리』제21권 제1호(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가 있고, 관아도 연구로 송인호, 2002, 「사방전도도법 연구-숙천제아도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1권 제3호(한국건축사학회)이 있다. 그 외 건축학계에서는의궤도설을중심으로한연구가이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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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

사진 1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18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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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보고자한다. 또한『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를

통해 <경우궁도>의 제작연대를 제시하고, 의궤에 기재

된 사용재료와 현존작의 현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평행사선구도의

건축그림들과의비교를통해경우궁도의양식적계보도

파악해보고자한다.

수빈박씨(綬嬪朴氏)의생애와
경우궁(景祐宮) 건(營建)

수빈박씨(1770~1822년)는 정조의 후궁으로 조

46년(1770)에 아버지 판돈녕부사 박준원(朴準源,

1739~1807년)과 어머니 원씨(1740~1783년) 사이에서

셋째딸로태어났다. 정조11년(1787) 정미년에빈으로

간택되었다. 빈호(殯號)는 수(綬)이고 궁호(宮號)는

가순(嘉順)이다. 정조10년(1786) 문효세자가훙서함에

따라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게 된다. 이에 정조

11년(1787)에 삼간택을 행하여 박씨가 빈으로 간택되어

수빈에봉해졌다.

정조 14년(1790)에 창경궁 집복헌에서 왕자를 낳으니

훗날의순조이다. 정조24년(1800) 정조가승하함에따라

당시 11세 던 순조가 왕으로 즉위한다. 이에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대왕대비전-왕대비전(효의왕후)-혜경궁-가

순궁으로왕실의차서를정해발표한다. 

순조 20년(1820) 감기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순조 22년(1822)에 다시 환후가 있어 잠시 회복되는 듯

하 으나또다시증세가악화되어그해12월26일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향년 53세의 나이로 별세하 다.

순조의 하교에 따라 즉시 빈궁(殯宮)·예장(葬禮)·원소

(園所)의세도감을설치한다. 시호는현목(顯穆), 원호

(園號)는 휘경(徽慶)이다. 이듬해 2월 양주 배봉산에

장사지냈다.

애초에빈궁을궁내두는것은왕후에맞는격식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상소가 잇달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순조는 왕후의 격으로 생모 수빈을 모시는 일을

관철시킨다. 발인한 후 빈궁은 폐하고 위폐를 안치할

혼궁을 두게 되는데 혼궁은 창경궁 도총부 안에 세우고

현사(顯思)라하 다. 이때에도신하들의반대가있었다.

그만큼 순조는 수빈의 장례를 왕비, 대비의 격으로 치르

고자했다. 이듬해인순조24년(1824) 1월에용호 자리에

11

10

09

08

07

06

金炳學撰,『徽慶園志』(1863, 규10221). 

수빈박씨의생애에대해서는『정조실록』, 『순조실록』, 『선원계보기략』, 순조의「御製進香文」,『휘경원지문』(김조순), 『哀冊文』(남공철), 『諡冊文』(심상규) 등 참조.

<수빈책봉교명>, 1787, 국립중앙박물관.

『순조실록』25권, 22년(1822년) 12월 26일(병인). 수빈의 상장례와 관련해서는『[현목수빈]예장도감의궤』,『[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규장각 한국학연구원)와『[현목수빈]
상장등록』(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이 전한다. 

이때의 일을기록한『[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규장각한국학연구원등)가 남아있다. 

『순조실록』25권 22년 12월 26일(병인) 참조. 11

10

09

08

07

06

사진 2 경우궁편액(1825년,  국립고궁박물관) 사진 3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1825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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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를 모실 사당을 짓게 되니 이를 현사궁별묘라

하고 그 건을 기록한『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1824년)가 남아 있다. 그해 12월 현사궁별묘의 궁호를

경우궁(景祐宮)이라 개칭하 다<사진 2>. 순조 25년

(1825) 경우궁에 입묘봉안제(入廟奉安祭)를 행한다.

이 일의 기록으로『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1825년)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각각 남아 있다. 신주를 실은 신여 등의 행렬을 그린

채색반차도가그려져있다<사진3>. 이상순조가수빈

사후 행한 예들은 후궁에 대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왕실 내에서 현왕의 사친 수빈박씨의 위상을

잘드러내주는사실이기도하다.

고종21년(1884) 10월갑신정변발발시김옥균등개화

당이 고종과 명성왕후를 경우궁에 모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대가 호위명목으로 경우궁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엄숙하고 공경스러워야

할사당이더럽혀졌다하여고종은이건하는문제에대해

대신들과 상세히 논의한다. 이건하는 자리는 풍수를

고려하여 육상궁 근처 인왕동으로 결정, 저경궁이나

육상궁 이건시 도감을 설치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감동만 정하고 역사는 호조에서 맡기로 하 다. 공사는

이듬해1월에시작하여9월에이건완료한다. 광무3년

(1899) 정조를 선황제로 추존한 후 수빈도 수비로 존봉

하고 경우궁에 금인을 올린다<사진 4>. 이후 경우궁은

타사당과합사되어칠궁(七宮)이되어오늘에이른다.

조선시대사묘(私廟)의건립

왕을 비롯하여 비·빈, 세자 등이 돌아가시면 백(魄)

즉 시신을 모실 임시 공간으로 빈전(殯殿)과 혼(魂)이

거처할 혼전(魂殿)을 설치한다. 시신이 빈전으로부터

능( ), 원(園), 묘(墓)와 같은 구적인 공간에 안치되면

왕과왕비의신위(神位)는종묘에부묘( 廟)하고혼전은

폐한다. 따라서 왕의 생모, 생부, 등극하지 못하고 일찍

타계한 세자 등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인물들의 신위는

별도의공간, 사묘에안치한다. 

한편 조선전기에 편찬된『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성종 5년, 1474)의「길례(吉禮)」항목에‘의묘’가 나타

나고, 『국조오례의』를조선후기까지변화된내용을보강

하여 속편으로 편찬한『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조 20년, 1744)에는「길례(吉禮)」에‘육상묘(毓祥廟)’에

대한 의식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조대,

당시까지의예조담당업무의예제를집대성한『춘관통고

(春官通考)』(정조 12년, 1788)에도「길례」에‘경모궁’,

이어「길례」,‘궁묘(宮廟)’항목에‘대원군묘’,‘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순회묘’, ‘소현묘’, ‘의소묘’, ‘문희묘’를

실고있다. 이상의례서에기록된사묘및『동국여지비고

17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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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事目」참조. 용호 의 현재위치는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현대사옥자리이다. 현사궁별묘를 건할당시관상감이옆에있었다.@ 

『순조실록』27권, 24년(1824 갑신) 12월 1일(기미).@@@@@@@@@@@@@@@@@@@@@@@@@@@@@@ 

순조가 수빈박씨의 의례를 높여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경희, 2004,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제23호, pp.157~180가 참고된다. 즉 이 에서
순조가 수빈박씨에 대해 宮·園制를 행한 것은 조대의 궁원제를 쫓되 종묘, 능묘의 수준으로 사도세자를 모신 정조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수빈을 모신
휘경원의 園官이 현륭원과 같이 令 1원, 奉 1원인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조에 의해 이끌어지던 탕평의 정국하에서의 存王적 學의 경향을 따른 의례로, 주자
예학의정통주의에대한왕개인의인정에따른변통이가능했던것으로설명한다. 결국 왕의사친을宮으로높이고그것도정조대사도세자에게적용된궁원제를따랐다는
것은순조가역대최고의위격으로사친에대한의례를행했다는것을의미한다. 

『승정원일기』고종 22년(1885) 12월 26일(경인) 참조. 

『승정원일기』고종 23년(1886) 9월 29일(무오) 참조. 

칠궁에 관해서는문화재청, 2000년, 『七宮의연혁및수리공사보고서』참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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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현목수비지인(1899년,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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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輿地備攷)』, 『궁궐지(宮闕志)』에 나오는 사묘까지

참고하여 왕의 사친, 등극하지 못한 세자, 후궁을 향사

한사당을다음의표로정리하여<경우궁도>이해에참고

하고자한다.

고려시대의유제인불교식진 을모시고소식(素飡)을

올렸던 원묘를 탈피하고 유교식의 별묘의 시작은 성종

2년(1471)에 성종의 생부인 의경세자를 위한 별묘 건립

에서볼수있다. 또한연산군대폐비윤씨를추숭하고

사당의 건립 시에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격렬하게 일어

났다. 폐비 윤씨의 사당을 세우는 일은 비단 종묘에

향사할 수 없는 신분일 뿐 아니라 폐비이기에 신하들의

반대가더욱클수밖에없었다. 그러나결론이사당세우는

19

18

표 1 기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왕실사묘

사묘 명칭 향사(享祀) 대상 시 기 위치 의궤 건도

1 의경묘(懿敬廟) 성종의 생부 덕종 성종 2년(1471) 연경궁자리

2 효사묘(孝思廟) 연산군 생모 윤씨 연산 3년(1497) 북부진장방

3 연산군묘(燕山君廟) 연산군

4
덕흥대원군묘

선조의 생부 선조 2년(1569) 서부안달방
(德興大院君廟)

5 순회묘(順懷廟)
명종의 장자 순회세자와

선조 34년(1601)
경전자리

그의 빈 공회빈 윤씨 (창의문 남쪽)

6 신비사(愼妃祀) 중종비 단경왕후 숙종 24년(1698) 경전옆

7 대빈궁(大嬪宮)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 경종 2년(1722) 중부경행방

8 육상궁(毓祥宮) 조의 생모 숙빈 최씨 조 1년(1725) 백악산아래

9 효장묘 조의 세자 정조 즉위년(1776) 육상궁근처

10 의소묘(懿昭廟) 조의 세손 의소의 무덤 조 30년(1754) 창의궁자리 『의소묘 건청의궤』(1752) 의소묘도(채색)

11 저경궁(儲慶宮) 원종의 생모 인빈김씨 조 31년(1755) 남부회현방

12 소현묘(昭顯廟)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 경전자리

13 수은묘(垂恩廟) 사도세자 조 40년(1764)
북부순화방

『수은묘 건도감의궤』(1764) 수은묘도
동부숭교방

14 경모궁(景慕宮)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 조 40년(1764) 동부숭교방 『경모궁개건도감의궤』(1776) 경모궁개건도

15 선희궁(宣禧宮) 장조의 생모 빈 이씨
조 41년(1765)

북부순화방
(의열묘에서 승격)

16 연호궁(延祜宮) 진종의 생모 정빈 이씨 정조 2년(1778) 북부순화방

17 문희묘(文禧廟)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 정조 10년(1786) 북부안국방 『문희묘 건청등록』(1789) 문희묘도

18 경우궁(景祐宮)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 순조 24년(1824) 북부양덕방 『현사궁별묘도감의궤』(1824) 현사궁별묘도

19 문우묘(文祐廟)
순조의 세자이자 헌종의

순조 30년(1830) 창의궁자리
아버지 문효세자(익종)

20
전계대원군묘

철종의 생부 북부안국방
(全溪大院君廟)

『成宗實 』2권, 1년 1월 18일(정유).‘懿敬世子追崇事及粹嬪稱號事, 麟趾 昌孫 叔舟 明澮 致寬 允成議 : “帝王入繼大統, 義不得顧私親, 先儒 辨旣明
。
懿敬世子稱皇伯考

而不名, 殿下稱孝姪, 爲當於義
。
然天性之親, 其義亦大, 追崇之典, 先儒 之亦詳

。
懿敬旣爲世子, 無他爵號, 可以尊崇

。
宜追王上諡, 別立廟, 爲始祖不遷之主

。
廟與 , 因諡爲號,

而不稱宗, 官備享奠, 別議可主祀者, 使之世襲
。
粹嬪於懿敬, 旣儷尊東宮, 亦宜上殊稱, 進冊爲妃

。
但不得稱大, 待喪畢, 備物上冊, 實合情文

。
’

『燕山君日記』15권. 2년 6월 3일(무인), ‘예조 판서 成俔·참판 申從濩·참의 李復善 등이 書啓하기를, ...長湍에 장사지낼 때에 처음에 신주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신주를 세운다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비록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지 않고 다만 묘소에 제사지낸다 하더라도 족히 그 효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신들의 얕은 소견으로서 가벼이 작정할 수 없으니, 바라옵건대 여러 의논을 널리 수합하여 情과 禮에 합당하게 하소서. 禮曹判書成俔
判申從濩 議李復善等書啓...長湍安葬時, 初不作主, 而今 立主, 似妨於禮

。
雖不立主立廟, 只祭於墓所, 足以盡其孝矣。此事所關至重, 以臣等淺見不可輕易酌定

。
伏望廣收

群議, 務合情禮.’

、
、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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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있어서‘정’과‘예’에 합당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정에 치우친 왕이 예에도 합치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후 사묘건립을 앞둔

국왕에 대한 신하들의 주문사항이 된다. 이때도 사묘의

건립은추진되어‘효사묘’를건립, 폐비의신주를모시게

된다.

선조의 친부인 덕흥대원군을 추숭하고 별묘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정 유 경(柳永慶)이 송(宋)의

‘복왕( 王)의 전례’를 들어 건립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복왕의전례’란송의 종황제가즉위후생부인

복왕의묘(墓)를원(園)이라칭하고묘(廟)를세워추숭한

것을가리키는것이다. 

조선중기를 넘어서 후기에 이르면 사묘의 건립이

수적으로증가하면서제도로정착되었던듯 조가즉위

하고생모숙빈최씨의사당건립문제는별다른이론없이

추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조는 잠저 창의

궁에 숙빈의 사당을 세우길 바랐으나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별도의 터를 골라 새로운 사당을 짓고 육상묘(毓祥

廟)라하 다가 조19년에육상궁으로승격한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데 특히 육상

묘를 필두로 하여 ·정조의 재위연간에는 보다 많은

사묘건립이 추진된다. 조대에는 3세에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의 사당 의소묘(懿昭

廟)를 창의궁 내에 세웠고, 인조의 생부인 원종의 생모

인빈김씨를 위한 사당으로 저경궁을 남부 회현방에

건립하 다. 한편 대표적인 현왕 생부의 사당 건립의

예는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추진한 경모궁(景慕宮)

건립을 들 수 있다. 사도세자의 사당은 본래 조 40년

(1764) 수은묘(垂恩廟)라 하여 북부 순화방에 있었는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도감을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동부

숭교방에 개건한 것이다. 이때 역시‘존봉(尊奉)하는

의절을 송(宋)나라 복왕의 고사에 따라 마련’한다.

사도세자의생모 빈이씨의사당으로선희궁을, 진종의

생모 정빈이씨의 사당인 연호궁을 설치한다.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의 묘로 문희묘(文禧廟)를 문효세자의

어머니 의빈성씨의 의빈묘(懿嬪廟) 옆에 마련한다.

이러한 사묘들은 융희 2년, 육상궁에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이 합사되어 육궁( 宮)이 되었

다가 다시 1929년 덕안궁까지 합사된 칠궁(七宮)으로

오늘날전할뿐이다.

사묘건립은 의궤에 정리되었고 이때 도형도 그려

남긴 예가 있어 이를 토대로 왕실사묘의 평면배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

추숭과 함께 수은묘를 경모궁으로 승격, 정당 20칸 등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짓게 되어 그 규모 및 위상면에서

이후 건립되는 사묘의 전형이 된다. 특히 경모궁 상량

문에‘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당을 증축하 고

그 의장은 종묘 태실에 비해 조금 격을 낮추었음’을

밝히고있다<그림2, 3>.

『경모궁개건의궤』의<경모궁도설>을통해평면배치를

살펴보면외대문에서부터중신문, 내신문, 정당에이르기

까지 남북방향의 기본축이 이어진 배치, 북좌남향한

정당 좌우에 익각이 있고 정당 앞의 태계, 서계, 동계가

있고내신문에서정당으로이어지는남북축선상의신로가

나타난다. 이외의 부속건물들로 내신문 안쪽 역에

정당과 함께 이안당, 예감( 坎)을 배치했고 그 다음 중

27

26

25

24

23

22

21

20

『燕山君日記』15권. 2년 6월 9일(갑신). 

『宣祖實 』203권, 39년 9월 2일(무진). 領議政柳永慶以爲 : ‘臣謹按, 儒臣等考出歷代已 典禮, 自漢以下以旁支入承大統之君, 或有專意於繼統, 而未盡於私恩者; 或有致隆於
所生, 而有害於大義者, 皆不足爲法也

。
惟宋皇英宗皇帝崇奉 王典禮, 最合先王制禮之義

。
蓋其時, 眞儒程 上章 列, 據經定禮, 厥後孝宗皇帝崇奉秀王, 亦遵用此禮

。
此, 帝王

家萬世不可易之定法也
。
是以, 當初議追崇德興大院君典禮時, 遵依宋朝故事, 酌講定, 庶幾情禮兩至, 而恩義兼盡矣

。
如陳疏者云云之說, 則於私恩雖隆, 而於大義則乖

。
臣不

敢輕議, 伏惟上裁
。
’

『英祖實 』8권, 1년 12월 23일(병술). 

『正祖實 』2권, 즉위년 9월 30일(무술). 

『正祖實 』1권, 즉위년 3월 20일(신묘). 

주17) 참조. 

사묘 건관련의궤에실린도설에대해서는본고 p.203 <표 1> 참조. 

『궁궐지』(헌종연간), (규3950). 27

26

25

24

23

2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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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까지는 재전, 판위, 재실, 향대청, 전사청과 같은

행례를 위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한편 외신문 내의

공간은 궁사직소, 악기고, 악공청 등 궁의 관리 및 제사

용품보관을위한건물들이위치한다. 

각 사묘들은 자리한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왕실사묘의 제일차 목적은 향사인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물로 신위를 모시는 정당은 남북축선상

가장 안쪽에 남향하여 자리하게 되고 또한 신위 이안을

담당하는이안청도가깝게안치되면서내신문내의공간이

이루어진다. 특히 신위가 있는 이러한 정당의 역은

별도의 담을 둘러 외부공간과 차단함으로서 신성성을

유지하고자하 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 시설들은 내신문 밖 중문

내에 두게 되는데 임금을 비롯한 제사 참여자들의 재계

공간인 어재실, 재실, 제사용 우물인 제정, 제례 중 임금

이나세자의위치인판위, 제례후축문등을묻는망료위

등이 위치하게 된다. 그 다음 중문 밖으로는 각종 제례

용품의보관및사묘관리를위한공간으로제기고, 악기고,

전사청, 악공청, 수복방 등이 배치된다. 이들 세 역이

위계에따라배치되면서 사묘의공간이형성된것이다.

문효세자의사당인문희묘 건기록인『문희묘 건청

등록』(1789년)에 나타난 도설은 문희묘와 함께 정조의

후궁으로 문효세자를 낳은 의빈성씨를 위한 의빈묘가

함께 그려진 것을 보여준다. 두 사묘는 각각 정당 9칸,

이안청 1칸, 배설청 3칸 등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평면

배치를 살펴보자면 내신문에서 정당에 이르는 동선을

남북축선으로 두었고 사당의 중심에 어재실을 두었다.

어재실을중심으로두정당을두고내신문옆으로제기고,

중배설청와같은제사준비공간을정당공간에두어경모

궁과는 다른 특징도 보여주지만 두 개의 사당이 합쳐진

데서 오는 변화로 보인다.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중요한

건물들을 배치시키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으나

중신문 내에 수복방과 같은 관리의 공간이 들어온 점도

차이가 난다. 외행각이 나타나는 점도 이전의 경모궁과

다른 점이다. 문희묘는 두 개의 사묘가 하나의 공간에

그림 2 수은묘도설 수은묘 건도감의궤(1764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림 3 경모궁도설 경모궁개건도감의궤(1776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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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형태여서인지 남북축을 기본으로 한 경모궁의

평면배치에서다소벗어난모습을보여준다<그림4>.

경우궁도(景祐宮圖)의특징과
19세기전반의건축그림

1. 의궤 기록을 통해 본 <경우궁도>의 특징

<경우궁도>는가로×세로가218.5×326.0cm의크기로

동시기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와 비교되는 규모이다.

표제는 없고‘삼백구십구칸(三百九十九間)’이란 묵서가

하단에 씌어 있다. 조선후기 발달한 평행사선구도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주변에

수목을 곁들여 그리는 궁궐도의 양식을 따라 그렸다.

다만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배치한 정당권역만은 평행

사선구도를 따르지 않고 정면부감시(正面俯瞰視) 및

사방전도식묘법(四方顚倒式描法)으로 표현하 다.

또한각중요건물의명칭을기록하거나칸수를기록하고

있다.

<경우궁도>의 제작연대, 제작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18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궁 건기록인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도설(圖說)」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는 총

154장으로 도설, 좌목(座目), 사목(事目), 승전(承傳),

품목(稟目), 재용(財用), 감결(甘結), 이문(移文), 내관

(來關), 실입(實入), 상전(賞典), 의궤사례(儀軌事例),

열함( 銜)으로구성되는데이가운데113장이「실입」에

할애되고있다.

이가운데「도설」의세부사항들이<경우궁도>의화면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실입」은 정당을 비롯한 각 건물을

지으면서 소용된 각종 자재와 그 양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부분이다. 그런데이실입의내용들을<경우궁도>에

그려진 건물들, 명칭, 칸수 및 일부 눈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의세부사항에서확인할수있어서현존<경우궁도>가

당시 경우궁을 건하면서 건도감에서 그린 것임을

뒷받침해준다. 

「실입」에서확인된건물및시설물은정당(正堂〔 間〕),

예감( 坎), 이안청(移安廳)·중배설청(中排設廳

〔合八間〕), 배위청(拜位廳〔三間〕), 내신문(內神門〔三間]),

판위(版位), 외신문(外神門〔三間〕), 상직청(上直廳

〔二間〕), 어재실(御齋室), 세자어재실(世子宮齋室〔 間〕),

소주방(燒廚房), 생물방(生物房), 외삼문(外三門), 육처

( 處), 칠처(七處), 구처(九處), 서행각(西 閣), 상실서제

(上室書題) 등이다. 칸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그림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결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지붕을 장식한 용두( 頭)도 그림에서 쉽게 확인이

28

궁궐도의 평행사선구도와 대비되는 보다 고식의 시점, 묘법인 四方顚倒式描法 또는 開花式描法의 명칭에 대해서는 안휘준(주5), 앞 , p.33과 同, 1997, 『옛궁궐 그림』
(대원사), p.37 참조.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實入」,‘政堂所入... 頭 箇’...’‘移安廳中排設廳合八間所入... 頭四箇.... 頭四箇’‘拜位廳三間所入... 豆二箇...’‘內神門所入... 頭 箇’...’‘外神
門所入... 頭四箇’...’등 참고. 

29

28

그림 4 문희묘정당이하제처도 문희묘 건청등록
(1789년,  파리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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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데 이 역시 기재되어 있는 개수와 그림에서의

개수가일치한다.

우선 <경우궁도> 화면을 살펴보면 화면 왼편 맨 아래

쪽의외삼문을통해다시외신문에이르게된다. 이외신

문을 지나면 정당권역으로 들어가는 내신문에 이른다.

남면한정당을중심으로동쪽에이안청, 서쪽에중배설청,

정면에배위청이자리하 고이정당일곽을담장이둘러

싸고 있다. 이 정당의 담밖 내신문의 동쪽에 판위가

있다. 중대문 역에 어재실, 동궁재실, 제기고, 향대청,

외대문 역에전사청, 수복방, 제정등을두었다. 전체적

으로 평행사선구도에 위에서 바라본 부감시의 시점으로

건물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단의 정당,

배위청, 중배설청 등 정당일곽만은 시점을 달리하여

그리고있다. 아마도가장중심이되는공간을강조하고자

각각의건물과문역시부감시로그리되평행사선구도를

버리고정면에서바라본모습으로그린것으로보인다. 

이상의 <경우궁도>의 사묘권역은 경우궁의 건

기록인『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서두에 실려 있는

평면배치도즉‘도설’, ‘정당이하제처’의건물, 문, 나무,

기타 판위나 우물 등의 모든 배치와 일치하고 있어서

건시의궤에기반하여그려진그림임을뒷받침해준다.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도설」을 설명하고 있는

기록을참고하면〈경우궁도〉가정당6칸, 이안청4칸, 중배

설청4칸, 배위청3칸, 내신문3칸의규모로 건되었음을

알수있는데<경우궁도>의정당권역의이들건물의칸수,

배치는 의궤의 도설과 일치한다. 비단 건물뿐 아니라 내

신문에 들어서기 전 오른편의 판위나 정당의 왼쪽 뒤편

예감( 坎)의위치조차도의궤, 「도설」과완전히일치한다

<그림 5>. <경우궁도> 정당권역, <그림 6>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도설」, 정당이하제처 참조> 정당권역

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그 담장 바깥편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일치한다<그림5, 6 참조>.

<경우궁도> 정당권역의 건물 지붕의 용두는 의궤,

「실입」에 일일이 그 개수를 기입하고 있어 비교해 볼 수

있다. ‘정당육칸소입(正堂 間所入)’의‘용두육개( 頭

箇)’, ‘이안청중배설청합팔칸소입(移安廳中排設廳合

八間所入)’의‘용두사개( 頭四箇)’, ‘배위청삼칸소입

(拜位廳三間所入)’의‘용두삼개( 頭三箇)’, ‘내신문삼

칸소입(內神門三間所入)’의‘용두육개( 頭 箇)’가

각각 <경우궁도>에서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5 참조>. <경우궁도> 정당권역을 둘러싼

담장의 서쪽 중배설청 뒤편의 협문은 명칭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궤, 「실입」을 통해 서장내협문(內墻西

挾門)’임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소입에‘용두이개( 頭

29

그림 5 경우궁도 정당권역의 판위,  예감,  나무,  내장서협문 그림 6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도설,  정당이하제처의 판위,  예감,
나무,  내장서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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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箇)’로 나와 있어 그림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그림 5,

6 참조, 밤색원 내장서협문>. 이렇게 <경우궁도>의 협문

들은 묵서명칭은 동반하고 있지 않지만 의궤, 「실입」을

통해‘내장외남협문소입(內墻外南挾門所入)’, ‘외신문

남협문소입(外神門南挾門所入)’등이 확인 가능하다.

이두협문은용두장식은없다. 

무엇보다도 <경우궁도>의‘정당권역’은 각 건물들이

사방전도식묘법에 가깝게 표현되어서 구도까지 도설의

평면배치도와 유사하다. 경우궁 전체 담장은 평행사선

구도에 맞게 그리다가 정당 부근으로 오면서 마치 정당

만을 강조하듯 화면 하단으로 젖혀져 있다. 따라서

연결되는 담장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어색함을

그림 9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도설,  어재실권역

그림 7 경우궁도 부분(담장)

그림 8 경우궁도 어재실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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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기 위해 나무를 배치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그림7>. <경우궁도>의나머지건물들도평행사선

구도를 따라 그려졌지만 의궤, 「도설」의 평면배치도를

그대로따른것은마찬가지이다.

용두가 두개 얹혀진 외삼문, 외삼문을 들어서 왼편에

줄줄이 이어진 행랑, 행랑 앞의 두 그루 나무, 화면의

오른편 하단의 전사청과 수복방, 전사청 옆의 제정,

이어서 오른편으로 어재실과 향대청, 동궁재실, 어재실

앞마당의 두 그루 나무까지도 똑같이 배치하여 표현

하 고건물모양조차도똑같다<그림8 <경우궁도> 어재

실권역, 그림9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 「도설」, 정당

이하제처, 어재실권역>.

이렇게 <경우궁도>의 나머지 건물들과 문, 나무와

우물의 위치, 모습 등도‘정당이하제처’에서 찾을 수

있어서 <경우궁도>가 의궤 도설을 기반하여 그렸음을

확인할수있다. 다만의궤내에수록된규모가작은도설

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경우궁도>가 좀더 자세하게

세부까지표현하 다. 또한무엇보다도많은건물의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평행사선구도로

그린점은평면배치도식으로그린도설과도다른점이다.@ 

이외에도 월대(月臺), 화단(花壇), 계단(階段), 내장

서협문(內牆西挾門), 내장외남협문(內牆外南挾門, 外神門

南挾門)과 같이 그림에 묵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궤, 「실입」의내용과그림에서의위치등실건축상황이

일치하는것을찾을수있다. 

또한 사묘권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상단부의 자리한

건물들 육처( 處), 칠처(七處), 구처(九處)까지 확인

되는데사묘와함께건축되었음을알수있다. 물론의궤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는 옮겨온 것으로 추정

해볼수있을것이다.

2. 의궤 기록을 통해 본 <경우궁도>의 제작현황@@  

「실입」의맨마지막부분‘도청소입(都廳所入)’항목에

‘별묘전도소입(別廟全圖所入)’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의「도설」및「실입」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현존

<경우궁도>를그리는데사용된재료임을알수있다.

別廟全圖所入

搗鍊紙十張 楮注紙一卷 油紙三張 箔二張 唐朱

紅石 各一兩五錢 二靑三靑同黃荷 各七錢 眞

粉二兩 靑畵墨三丁 片 脂二片 石雄黃五錢 石磵

朱四錢 白礬四兩 阿膠十一兩 畵水筆各 柄 眞墨

二丁唐炭墨二丁

수빈 박씨의 사당 건 당시의 명칭은‘현사궁별묘’

고 공역을 마치고‘경우궁’으로 궁호를 정한다.

따라서 건 시점에는‘별묘전도’로 표기했던 것이다.

기재된재료들은종이, 안료, 붓, 먹등그림을그리는데

소용되는기본적인재료들이다. 좀더자세히살펴보자면

우선도련지는저주지와같은종이를도침한고급종이로

조선시대회화바탕으로흔히쓰인종이이다. 현존<경우

궁도>를 살펴보면 10여 장을 이어 붙여 커다란 바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질이 떨어지는 저주지는 한

권이 사용되었는데 양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여러 겹을

덧대어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접에 쓰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유지는 대개 초본에 사용하므로

초본을 그렸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장수가

적고 또한 정본이 종이 바탕이어서 다르게 쓰 을 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

그 외 붉은색〔唐朱紅〕, 녹색〔石 〕, 진한 군청〔二靑〕,

연한군청〔三靑〕, 노랑〔同黃〕, 녹색〔荷 〕, 황토색〔眞粉〕,

쪽색〔靑畵墨〕, 분홍〔片 脂〕, 밤색〔石雄黃〕, 붉은색

〔石磵朱〕등 안료색과 먹〔眞墨, 唐炭墨〕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그림에 나타나는 채색이라 본 기록과 그림

과의 관계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백반(白礬)과

아교(阿膠)는 안료에 섞어 쓴 것이다. 금박 두 장은 현재

<경우궁도>에서는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지만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작한 공신상(功臣像), 금관조복본

( 冠朝服本) 초상등에사용한예가많으므로본래있었

30

주13) 참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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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박락되어남아있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 

이상 종이와 먹, 안료와 같은 재료만 나타나고 장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료도, 관련 내용도 보이지 않으므로

장황은 하지 않고 낱장의 형태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현존 <경우궁도>의 형태와 일치하는

사항이다. 혹시 가능했을 장황이 첩이지만 종이가 연결

되는부분에도먹과채색이끊어지거나어색함없이자연

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관찰되어 본래부터 낱장의 형태

음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또한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장황 없이 커다란 낱장 종이 형태로 여러 절로 접은 채

전세되었다고 한다. 다만 1990년대 중반 무렵 새로

대형 두루마리 형식으로 개장하여 보관하고 있어 현재

본래의장황형태는바뀐상태이다. 

이상의‘별묘전도소입’을 통해 <경우궁도>의 당시

명칭, 사용안료, 장황형태를알수있었다. 한편다음에서

건과정에서 건 대상의 전도(全圖) 외에 다른 설계도

면과도같은그림들도그린기록을확인할수있다. 

正堂草圖形及工踏初圖所入

楮注紙一卷二張油紙十 張

‘정당초도형’은별묘에서가장중요한정당또는정당

일곽을대상으로그린것으로보이는데안료가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먹으로만 그린 초본 형식의 그림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사궁별묘 건도감의궤』도설의

‘정당이하제처’란 제명하에 정당 일곽만을 먹으로 그린

평면배치도식의 그림과 같은 건시 설계도면의 역할을

했던그림이아닐까생각된다. 

‘공답초도’역시 먹으로만 그렸는데 여기서‘공답

(工踏)’은‘장색(匠色)’즉‘장수(匠手)’, ‘장부(匠夫)’

로 장인(匠人)의 의미이다. ‘초도’는 조선시대 옥책

(玉冊)의초본을‘초도서(初圖書)’라했던것과비교된다

하겠다. 초도서는 옥이나 대나무와 같은 재질로 옥책,

죽책의 정본을 만들기 전 서사관(書寫官)이 옥책문, 죽

책문을자간과 행간까지 맞춰 필사하여 정본 제작의 기

초로 삼았던 것이다. 즉 초도서의 서체, 자간, 행간 등

모든 것이 완성된 옥책, 죽책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게

된다<사진 5>. 따라서 공답초도 또한 건시 각종 기

물의 도면을 뜻하는 것으로『현사궁별묘도감의궤』앞부

분에 실린‘감실(龕室)’, ‘신탑(神榻)’과 같은 그림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당초도형, 공답초도에

33

32

31

소장처인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개장을담당했던직원과의인터뷰를통해알수있었다. 개장의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다. 

‘工踏’은 1993, 『한국한자어사전』권2(단국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p.229와 권1, p.663 참조. 또한『창경궁 건도감의궤』, 「상전」, ‘...通明殿木手邊手 千得 工踏
金得成...’에서도용례를찾을수있다. 

초도서에 대해서는『[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1684), 「三房儀軌」에 哀冊文의‘初圖寫字官’와『[思悼世子] 葬都監都廳儀軌』(1762), 「魂宮禮葬都監儀軌事目」에 誌石의
‘初圖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 밑본과 같은 그림을 특히 지칭한다면, 도형은 주로 陵園나 廟, 기타 시설 등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지형이나 인근 자연을 그려
임금께 보고하기 위해 그린 그림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 조실록』8권, 1년(1725년) 10월 26일(경인), 76권, 28년(1752) 5월 16일(병자),『순조실록』2권, 1년(1801) 1월
29일(병오)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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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사자관(이덕성)이 쓴 인조계비 자의대비 옥책초도서(1687년,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초도서에 입각하여 완성된 <자의대비옥책>, 1687년,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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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지가한권이상들어간것을보면크게작성하여

건과정에서도면처럼사용했던것들로보인다.

현사궁별묘가1824년6월완공되고, ‘경우궁’으로별묘

명칭을확정하고이듬해2월에수빈의신위를입묘(入廟)

한 후 현왕이 향사하는 사묘로 기능하게 된다. 이후

갑신정변으로 고종과 명성왕후가 경우궁으로 피신한

일이 있은 후, 1896년 본래의 자리에서 인왕동으로 옮길

때까지 경우궁은 별다른 수리나 중건의 기록이 없다.

따라서현재전하는규모의본격적인채색의건축그림은

처음 건 때를 제외하고 별달리 제작될 만한 이유나

시점을찾기어렵다. 현존하는채색을사용하여그린‘별묘

전도(別廟全圖)’즉<경우궁도>는1824년수빈의사당을

건립하는 전체적 계획 속에서 건에 참여하고 의궤의

도설도작성한도감소속화원이그린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조28년(1752) 5월에의소세손(懿昭世孫)의예장

( 葬)을치르고나서효장묘(孝章廟)에거둥하여다례를

행한 후 장차 의소묘를 효장묘에 세우는 계획을 언급

하면서도형으로작성할것을지시하는장면이기록되어

있다.

“때가되면의소묘(懿昭廟)를여기에세워야겠다.

3년 뒤에는 먼저 그 궁의 정당(正堂)에 들게 하

다가 사당으로 들어간 뒤에는 전사청(典祀廳)과

여러 대청을 모두 겸용하게 할 터이다. 사당을

지을처소를예조판서와호조판서가살펴본뒤에

도형(圖形)을그려뒤에참고가되도록하라.”

여기서는훗날의참고를위해이미세워놓은효장묘를

그린 것으로 다른 건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작해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승정원일기』 조 29년

(1753) 7월 23일(병자)에 숙빈최씨의 묘소인 소령원

(昭 園)을 단장하던 중에 임금이‘소령원도를 가져

오라’라고 한 기사가 있는데 이때의 소령원도로 추정

되는 그림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 역시

국가적 능묘를 축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세까지 포함하여 그린 규모가 큰

채색그림이다. 세로×가로가115.5×87.5cm으로비교적

큰 종이 바탕에 그린 것으로 본래 3본을 작성하 다고

한다. 이렇게 그려둔 그림을 임금은 알고 있고 필요시

요청하여참고하고있는것이다. 

한편 당시 현사궁별묘 건도감에 다음과 같은 화원

들이참여하고있음이의궤에나타난다.

別工作畵員鄭昌祐등二人, 

畵員金學善등二人, 

方外畵員金明基,

畵員許宏등二人, 

方外畵員 應植.

畵員金壽益.

이름이 명기된 화원조차도 크게 알려지거나 작품이

남아 있는 이는 없다. 이 가운데 화원 허굉은 동시대

이루어졌던창경궁 건의기록인『창경궁 건도감의궤』

(1834)와 창덕궁 중건의 기록인『창덕궁 건도감의궤』

(1833)에도 보이고, 화원 김학선 또한『창덕궁 건도감

의궤』에기재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3. 19세기 전반의 건축그림

순조대, 19세기 전반기, 평행사선구도를 취하여 건물

위주로 그린 대형의 궁궐도들이 현존하여 비교를 통해

경우궁도의 양식적 계보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같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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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4

일반적으로도감소속화원이그렸을것으로추정되는의궤도가물품을제작하는장인의설계도면에기초할수도있음을시사한다. 

경우궁은육상궁과같이매해四仲朔上旬에큰제사, 매달 朔望및다섯명절에작은제사를올렸다. 『東國輿地備攷』,「壇廟」(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5), 인본. 참조.

『 조실록』76권, 28년(1752) 5월 16일(병자). 

윤진 , 2009, 「사친을 위한 조의 추숭 기록-소령원 산도와 비분」,『숙빈최씨자료집4-산도, 비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p.74-95. 참조. 능묘를 축성하거나 새로
단장하면서왕께그림자료로보고하는내용을현존자료를통해소개하고있어참고된다. 

현사궁별묘 건도감에소속된화원은의궤「좌목」과「상전」두군데에기재되어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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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순조대에제작된것으로추정되는<동궐도>는평행사선

구도를취한동시대의궁궐그림으로많은유사점을지적

할수있는비교대상이다<그림10, 사진6>. 

동궐도는 정면부감구도와 함께 우리나라 건축물

그림의 중요한 구도인 평행사선구도의 가장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창덕궁과 창경궁 두 궁궐을 포괄

해그린방대한소재와규모면에서단연최고의궁궐도로

꼽힌다. 이러한 평행사선구도는 18세기의『원행을묘정

리의궤(園 乙卯整理儀軌)』,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

軌)』의목판건물그림의평행사선구도의계보를잇는것

으로19세기에들어서면서더욱발전된그림들이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면부감시는 특정 행사

장면을 소재로 궁궐의 주요전각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궁궐행사도에서많이채택된시점이다. 

또한 <동궐도>의 건축물과 각종 기물들, 이를 둘러싼

나무와 주변 산 등을 그린 기법은 당대 최고의 화원이

최고통치자를위해그렸을것으로추정될정도로치 한

정성이 깃들어 있다. <경우궁도>와 <동궐도>는 왕의

사친의사당을소재로그린경우와현재왕이살며통치의

무대로 삼았던 궁궐을 소재로 삼은 차이는 있지만 우선

<경우궁도>에서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의

지붕, 검은 돌과 흰 회로 쌓은 담벼락의 표현이 거의

비슷하다. 이외에도 각 전각 등 대상들의 명칭을 단정

하게 해서로 가로 쓰거나 사선으로 쓴 방식도 일치한다

<그림 11>. 19세기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의

경우이러한 대상의 명칭들이간혹회회식지도들의지명

처럼네모칸안에씌어지기도하고같은순조대에제작된

<서궐도안(西闕圖案)>의 경우 전각의 지붕내로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그림 12, 13>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보면 경우궁도와 동궐도의 명칭 쓰는 방식이나 위치가

가장비슷한것을알수있다.@@@@ 

동궐도는 한여름의 짙은 녹음을 표현한 듯한 활엽수

들과 봄철 막 물이 오른 듯한 버드나무, 벚나무 외에

소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경우궁도는 두세 가지 정도의 나무를 무성한 잎으로

표현해훨씬단순해보인다. 그러나일단옅은먹을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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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동궐도 표지

그림 10 동궐도(1824~1830년, 273.0×584.0cm, 견본채색, 16첩화첩,  
고려대학교 박물관)

그림 11 경우궁도 명칭 세부 그림 12 강화부궁전도 명칭 세부
(19세기, 25.7×36.8cm, 지본채색,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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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한 후 보다 짙은 먹이나 채색으로 나뭇잎을 덧그리고

있는 방식이 동궐도의 활엽수나 소나무 등을 표현한

방식과 동일하다<그림 14>. 경우궁도의 지면 표현 역시

담묵으로 칠한 후 조금 긴 직선을 그어가며 질감을 표현

하고 종종 태점을 가한 모습인데 이는 동궐도의 다양한

지면 표현에서도 관찰되는 것이다<그림 15>. 또한 군데

군데 나타나는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우물의 모양새도

양 그림에서 동일하다<그림 16>. 그림의 대상이 훨씬

포괄적이고 복잡한 <동궐도>의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보다 단순한 대상을 소재로 한 경우궁도에서 몇 가지로

압축되어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매우 비슷한 묘법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다만<동궐도>가전체적으로보다더명징하고또렷한

필묵법을 보여주는 차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경우궁도>는 지붕과 문 표현에서 명암을 두드러

지게 표현하고 있음이 특징이다<그림 17>. 기왓골을

세로직선으로 표현한 각 지붕들은 처마에서 용마루로

올라갈수록 먹색이 옅어져 지붕이 우뚝 솟은 효과를

낸다. 붉은색으로 칠한 문이나 벽도 예외없이 이러한

명암의 변화가 나타난다. 서양화법의 전래와 관계없이

훨씬 이른 시기부터 평행사선구도가 나타나므로 19세기

들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구도의 건물

그림들이 반드시 서양화법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경우궁도 제작에 참여한 화원은 명암표현에

관심이많았던것만은분명하다. 

왼편하단을향한대각선구도는필연적으로화면왼편

상단, 오른편 하단이 비게 되는데 동궐도는 이러한 빈

공간마저 나무 등으로 꽉 채워 감상까지 배려한 듯한

a.경우궁도 나무 b.동궐도 나무

그림 14 경우궁도와 동궐도 나무 비교

그림 13 서궐도안 명칭 세부(1830~1831년, 129.0×397.0cm, 지본수묵,  고려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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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강하다면 경우궁도는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

두고있어기록의목적에더충실한것으로판단된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수원궁궐도(水原宮闕圖)>

역시 19세기 초, 좌측 하단을 향해 기운 평행사선구도로

궁궐건물들을 그린 것으로 경우궁도와 양식적으로 잘

비교되는 그림이다<그림 18>. 수많은 전각과 이를 연결

하는 행각과 담들을 그리고 군데군데 활엽수, 침엽수 및

버드나무를 배치하 고 화면 상단에 약간의 산세를

그려 궁궐을 감싸안은 모습이다. 회화기법은 좀 떨어지

지만 종이를 여러 장 붙여 그린 점, 2 ~ 3백 센티가 넘는

규모 등은 <경우궁도>와 비교된다. 또한 수지법이나

건물과 담벼락 등의 표현법이 <동궐도>와 유사하면서

특히활엽수의모양새는<경우궁도>의나무표현과더욱

유사하다. 

한편 대규모 건축그림이면서 순조대에 제작된 것으로

함께 주목되는 것이 <서궐도안>이다<그림 13 참조>.

<서궐도안>의 작성연대는 경희궁에 화재가 있었던

1829년 이전으로 비정되고 있다. 서궐도안은 먹선만

으로그린초본형태의작품이지만평행사선구도시점을

택해전각과담장등을세 하게그린대형의건축그림인

점에서 <동궐도>, <경우궁도>, <수원궁궐도>와 같은

양식적 계보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초창시에

1,500칸에 이르 다는 거대한 규모의 경희궁을 12폭

종이를 잇대어 그린 것으로 본래의 모습을 잘 전해 주는

것으로평가받고있다.

<서궐도안>은 조선시대의 초상화 제작과 마찬가지로

40

39

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조선시대기록화의세계』, p.122. ; 문화재청, 『한국의옛지도』, p.390 참조. 

주37) 문화재청, 『한국의옛지도』, p.390 참조. 40

39

그림 16 경우궁도와 동궐도 우물표현 비교

a.경우궁도 우물 b.동궐도 우물

a.경우궁도 지면 b.동궐도 지면

그림 15 경우궁도와 동궐도 지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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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의 건물그림 제작시에도 초본을 작성한 후 정본을

여러 본 떠내는 방식을 취했음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초본위에본그림의바탕인주(紬)를올려놓으면먹선이

비춰서 본을 떠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전하는 <동궐

도>가 비단바탕에 그려져 있고 또한 먹초가 살짝 남아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아마도 규모가 큰, 완성된 형태의

궁궐도를 그리기 위해 <서궐도안>과 같이 먹선만으로

초본을작성한후정본을위한초본으로사용했던것으로

추정해볼수있다고생각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는 16첩화첩으로

장황형태도 본래의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색 무문

명주책의에홍협을두른백색비단제첨을붙 다. 제첨에

‘인지일~십육(人之一 ~ 十 )’을 각각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세 본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로

그림 18 수원궁궐도(19세기, 210.0×345.0cm, 지본채색,  고려대학교 박물관)

a.경우궁도 건물세부 b.동궐도 건물세부

그림 17 경우궁도 건물세부와 동궐도 건물세부 비교



21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현재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는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

에는 본래‘천’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서궐도안과

같은 지본의 초본을 그려서 여러 본의 견본 정본을 완성

하는 데 기초로 삼았던 것이 조선 왕실의 채색을 사용

하여 그린 본격적인 궁궐그림의 제작방식임을 추측케

해주는 것이다. 다만 경우궁도는 두툼한 종이바탕에

그린 것이어서 이러한 제작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

이고 이는 동시에 그림 및 장황의 완성도가 높은 <동궐

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으리란

추정이가능한것이다.

<경우궁도>는이상살펴본순조대19세기전반기궁궐

그림들처럼복잡하고광범위한궁궐을한눈에알아볼수

있는 평행사선구도를 주로 채택하여 그리되 정당권역

만은이러한원칙을깨고중앙의건물들은정면부감시를,

좌우의 건물 사방전도식묘법으로 표현하여 모든 전각

등을 평행사선구도로 일관되게 그린 동궐도나 서궐도,

수원궁궐도 등과 다른 접근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 건축

그림들은 평행사선구도와 정면부감시가 초기부터 나타

나되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잡한 궁궐의 구조를 알아볼

수있게해주는평행사선구도를취한대규모의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우궁도의 정당

권역의 정면부감시 및 사방전도식묘법은 보다 전통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획일적인

평행사선구도의 건물, 담벼락 속에서 정당권역이 가장

핵심적인공간임을한눈에알아볼수있는효과를낸다.

이렇게한화면속에시점을변화있게구사한예는19세기

초반다른그림에서도볼수있다. 

그림 19 옥호정도(19세기 초, 150.0×280.0cm, 지본채색,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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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이는알수없으나1815년경제작된순조의장인인

김조순(金祖淳, 1765~1831년)의거주지를그린<옥호정도

(玉壺亭圖)>가 그 예이다. <옥호정도>는 평행사선의

시점도 나타나지만 화면의 주요건물들은 정면부감시 및

사방전도식묘법 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9>. 수지법

등도 동궐도나 수원궁궐도의 수지법과 비교되어 당시

평행사선구도의 우세속에서 필요할 경우 다른 시점도

섞어서 다시점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옥호정도> 또한 대규모이면서 순조대에 제작된

그림인점도함께주목해볼만하다. 

맺음말

조선시대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왕족의 신위를 모신

공간, 사묘는현왕의생부나생모와같은중요한인물들의

신위를 모시는 공간이었기에 왕이 주도하여 건립하고

왕이향사하는공간이었다. 건의내용은의궤에담겼고

이와함께사묘의평면배치도등이남겨졌다.

정조의 후궁으로 순조를 생산한 수빈박씨의 신위를

모신경우궁의 건기록인1824년『현사궁별묘 건도감

의궤』가 현존하기에 그간 소개된 바도 없고 연대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경우궁도>의 제작연대, 사용재료 및 장황

등을살펴볼수있었다. 즉<경우궁도>는1822년에타계한

수빈박씨의신위를모시기위해궁내에설치했던혼전을

폐하고 궁밖에 별도로 마련한 터에 왕명에 의해 1824년

현사궁별묘를 건하면서 건도감에서 제작한 <현사

궁별묘전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건도감에서 <경우

궁도>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의궤에 제시된

화원들이주목되지만이들의현존작이없어화풍을비교

할수없음은아쉬움으로남는다.

우리 회화에서 건축물을 다룬 그림은 일찍부터 평행

사선구도, 정면부감시 또는 다시점 등을 적절히 활용

하여 제작되었다. 18세기에 이르면 평행사선구도로

정확하게그린건물도들이나타나는데19세기전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최고로 발전한 듯 <동궐도>가 등장

한다. <경우궁도> 또한 완성된 평행사선구도로 200칸

가까운 많은 전각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치

하게 표현하고 있어 <동궐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건축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수지법, 옥우법,

지면의 표면질감 표현 등 구체적 화법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사당공간 중 가장 중요한 정당권역

만은 의궤도설‘정당이하제처(正堂以下諸處)’라는 평면

배치도와 그대로 일치하여 평행사선구도를 버리고

정면부감시와 사방전도묘법으로 표현하 다. 동시대

건과 관계된 그림은 아니나 개인의 거주지를 표현한

그림에 이와 같이 시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예가 있기도

하여사당공간을그린그림이가지는특성인지는정확히

알수없다. 

한편왼편으로향하는평행사선구도를택해그릴경우

화면왼편상단과오른편하단은비게된다. 경우궁도가

이에부합되는화면을보여주는데반해동궐도는다양한

나무 등을 채워 그림으로 빈 여백 없는 완벽한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작품의 장황의

현황과도일치하는데지본낱장으로완성된경우궁도는

화첩으로 표제까지 달아 완성된 동궐도와는 완성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마치 동궐도가

그 묘사의 사실성, 기록성을 넘어 감상의 목적까지도

고려하여 작품제작 및 장황까지 마친 것이었다면 경우

궁도는 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옮겨 그리는

기록이가장중요한목적으로제작되었음을알게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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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yal Private Shrines or the Samyo(私廟), were dedicated to members of Choseon’s royal family who could not
be enshrined at the (official) Royal Ancestral Shrine, the Jongmyo(宗廟). The Samyo were construc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were systematically managed as such. Because these private Shrines were dedicated to those who couldn’t
belong to the Jongmyo but were still very important, such as the ruling king’s biological father or mother.@ The details
of all royal constructions were included in the State Event Manuals, and with them, the two-dimensional layouts of the
Samyo also. From the remaining “Hyunsa-gung Private Tomb Construction Layout Record(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of
1824, which is the construction record of Gyeongwoo-gung Shrine(景祐宮) dedicated to Subin, the mother of King
Sunjo(純祖), it became possible to investigate the so far unknown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in terms
of the year produced, materials used and other situational contexts.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is actually the “Hyunsa-gung Private Tomb Layout”produced by the Royal Construction
Bureau. The bureau painted this to build Hyunsa-gung Private Shrine in a separately prepared site outside the court in
1824, according to the royal verdict to close down and move the temporary shrine inside the courtyard dedicated to
Subin who had passed away in 1822. As the Construction Bureau must have also produced the Gyeongwoo-gung
Shrine Layout, the painter(s) of this layout should exist among the official artists listed in the State Event Manual, but
sadly, as their paintings have not survived to this day, we cannot compare their painting styles.

The biggest stylistic character of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is its perfect diagonal composition method
and detailed and neat portrayalof the many palace buildings, just as seen in Donggwoldo(東闕圖, Painting of a
panoramic view for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A well-perceiving architectural painting employs
a specific point of view chosen to fit the purpose of the painting, or it can opt to the multi-viewpoin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paintings in early ages utilized the diagonal composition method, the bird-eye
viewpoint, or the multi-viewpoint. By the 18th century, detailed but also artistic architectural paintings utilizing the
diagonal method are observed.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peak of such techniques is exhibited in
Donggwoldo(Painting of a panoramic view for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From the perfect
diagonal composition method employed and the details of the palace buildings numbering almost two hundreds, we
can determine that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also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of the highly technical
architectural paintings as Donggwoldo(Painting of a panoramic view for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We can also confirm this hypothesis by comparing the painting techniques employed in these two paintings
in detailthe way trees and houses are depicted, and the way ground texture is expressed, etc.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is, however, that the area surrounding the central shrine
building(正堂), the most important area of the shrine, is drawn using not the diagonal method but the bird-eye
viewpoint with the buildings lying flat on both the left and right sides, just as seen in the “Buildings Below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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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e(正堂以下諸處)”in the State Event Manual’s Painting Method section. The same viewpoint method is discovered
in some other concurrent paintings of common residential buildings, so it is not certain that this particular viewpoint
had been a distinctive feature for shrine paintings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agonalmethod pointing to the left direction is chosen, the top-left and bottom-right
sections of the painting become inevitably empty. This has been the case for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but in contrast, Donggwoldo shows perfect screen composition with these empty margins filled up with different types
of trees and other objects.@ Such difference is consistent with the different situational contexts of these two paintings: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is a simple single-sheet painting, while Donggwoldo is a perfected work of
painting book given an official title. Therefore, if Donggwoldo was produced to fulfill the role of depiction and
documentation as well as the aesthetic purpose, contrastingly, the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 only served the
purpose of copying the circumstances of the architecture and projecting them onto the painting.

Key Words_Samyo(私廟), Painting of Gyeongwoo-gung Shrine(景祐宮圖), Subin, The Mother of King Sunjo(純祖), Hyunsa-gung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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