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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빈전(殯殿), 진전(眞殿), 산릉(山 ) 등 다른 상장례 공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혼전공간(魂

殿空間)을 대상으로, 혼전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향을 주었고, 내부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혼전공간의 위치관계 및 궁궐별 구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의례 중 흉례에 있어서 혼전

(魂殿)은 사상적,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고 건축적인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국조오례의』, 『혼전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등을 분석하여, 국상 시 사용되는 혼전를 중심으로 혼전과 주변 공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궁궐에서 혼전의 위치가 어떠한 상징성을 갖는지에 관한 의문점을 풀고 궁궐별 혼전공

간이 규칙화된 특징이 존재하는지 비교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 초기에는 경복궁 자선당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창덕궁 선정전은 주로 왕이 이용하고, 창경

궁 문정전은 주로 왕후가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전을 선정함에 있어 정치적 공간이 필요해 편전의 사용을 꺼린

기록들과 조선후기로 가면서 조선 초기 편전공간으로 사용되었고 혼전으로도 사용되었던 공간들이 용도의 변화가 생기며 다른

곳으로 편전( 殿)을 이동한 분석들을 통해 편전이 아닌 다른 곳을 혼전으로 사용하려고 했음을 분석하 다. 조선시대 각 궁궐

에는『국조오례의』에 따라 혼전의 주요 공간이 구성되었고, 혼전의 주변전각들은 궁궐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일정한 패턴의

공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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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조선시대초기각종의례의기본은『주자가례』 으나,

세종대에이르러『국조오례의』를편찬, 의례를우리나라

의 방식으로 정리하 다. 조선시대 궁궐은 각각의 의례

를행하기위한일정공간을마련해야했으며, 특히흉례

(凶禮)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특

징을지니고있다. 이에기존에다른역할을지닌전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흉례의 성격을 지닌

일정공간을형성하게되었다.

궁궐에서 흉례는 왕의 마지막을 위한 의식일 뿐만 아

니라그다음을잇는왕의가장처음의식이되기때문에

의례에 있어 중요성을 띄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례

를 진행하고 담당할 빈전혼전도감, 산릉도감 등을 설치

하 다. 또한 의례의 총괄을 맡아 의례를 담당할 세부부

서의 정리, 소속 인원의 배치, 준비과정, 전각의 수리 등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빈전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등을 편찬 하 다. 이 중『빈전혼전도감

의궤』에는 왕과 왕비의 사망 후 약 5개월 동안 사용되는

빈전(殯殿)과, 산릉(山 )에서의 반우 후 부묘에 안치되

기전까지의기간인약22개월동안사용되는혼전(魂殿)

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렇듯 흉례의식 중 오랜 기간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

간인 혼전은 따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흉례를분석함에있어빈전, 산릉공간에비해잘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혼전(魂殿)’라는 특

정 공간을 대상으로, 혼전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향을 주었고, 내부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

루어져왔는지에관한분석을통해혼전공간의위치관계

및궁궐별구성을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연구의방법및범위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 왕과

왕비의 흉례공간인 혼전를 대상으로, 문헌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는 총 57동을 중심으로 조사하 다<표 1>. 또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궁궐의 대표적 혼전공간을 서로

표 1 조선시대 혼전(魂殿) 사용 현황

태조 5년 1396.8.13 신덕왕후(태조비) 이득분의 집 경복궁 인안전(仁安殿)

태종 8년 1408.5.24 태조 창덕궁 별전 경복궁 문소전(文昭殿)

태종 12년 1412.6.25 정안왕후(정종비) 인덕궁 인덕궁 인덕전(仁德殿)

세종 1년 1419.9.26 정종 인덕궁 정침 인덕궁 인덕전(仁德殿)

세종 2년 1420.7.10 원경왕후(태종비) 수강궁 별전 창덕궁 동북쪽 광효전(廣孝殿)

세종 4년 1422.5.10 태종 연화방 신궁 창덕궁 동북쪽 광효전(廣孝殿)

세종 23년 1441.7.24 현덕왕후(문종빈) 자선당 경복궁 자선당 경희전(景禧殿)

세종 28년 1446.3.24 소헌왕후(세종비) 수양대군 제택 창덕궁 보평청 휘덕전(輝德殿)

문종 즉위년 1450.2.17 세종 응대군집 동별궁 창덕궁 보평청 휘덕전(輝德殿)

단종 즉위년 1452.5.14 문종 강녕전 경복궁 자선당 경희전(景禧殿)

세조 7년 1461.12.5 장순왕후(예종비) 안기의 사제 경복궁 자선당 경안전(慶安殿)

예종 즉위년 1468.9.8 세조 수강궁 정침 경복궁 자선당 창전(永昌殿)

성종 즉위년 1469.11.28 예종 경복궁 자미당 경복궁 자선당 경안전(慶安殿)

성종 5년 1474.4.15 공혜왕후(성종비) 창덕궁 구현전 창덕궁 소경전(昭敬殿)

성종 14년 1483.3.30 정희왕후(세조비) 온양 경복궁 자선당 태경전(泰慶殿)

연산군 즉위년 1494.12.24 성종 창덕궁 대조전 소경전과 동일 사전(永思殿)

연산군 4년 1498.12.23 안순왕후(예종계비) 경복궁 자선당 소전(永昭殿)

승하년도 왕/왕후 승하전각 혼전(魂殿) 혼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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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중종 10년 1515.3.2 장경왕후(중종비) 경복궁 동궁 장경왕후 침전 경전(永慶殿)

중종 25년 1530.8.22 정현왕후(성종계비) 경복궁 동궁 창경궁 문정전 효경전(孝敬殿)

인종 즉위년 1544.11.15 중종 환경전 소침 창경궁 문정전 경사전(景思殿)

명종 즉위년 1545.7.1 인종 청연루 창덕궁 선정전 모전(永慕殿)

명종 20년 1565.4.16 문정왕후(중종계비) 창덕궁 소정당 창경궁 문덕전(文德殿)

선조 즉위년 1567.6.28 명종 경복궁 양심당 경복궁 문사전(文思殿)

선조 8년 1575.1.2 인순왕후(명종비) 창덕궁 통명전 창경궁 문정전 경모전(敬慕殿)

선조 11년 1578.3.13 인성왕후(인종비) 경복궁 공의전 창경궁 문정전 효경전(孝敬殿)

선조 33년 1600.6.27 의인왕후(선종비) 정릉동 행궁 남별전 효경전(孝敬殿)

광해군 즉위년 1608.2.1 선조 정릉동 행궁 정릉동 행궁 모전(永慕殿)

인조 10년 1632.06.28 인목왕후(선조계비) 인경궁 흠명전 경덕궁 효사전(孝思殿)

인조 13년 1635.12.9 인렬왕후(인조비) 산실청 창덕궁 숙녕전(肅寧殿)

효종 즉위년 1649.5.8 인조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문정전 사전(永思殿)

현종 즉위년 1659.5.4 효종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문정전 경모전(敬慕殿)

숙종 즉위년 1674.2.23 인선왕후(효종비) 경덕궁 회상전 창경궁 문정전 경사전(敬思殿)

숙종 즉위년 1674.8.18 현종 창덕궁 여차 창경궁 환경전 효경전(孝敬殿)

숙종 6년 1680.10.26 인경왕후(숙종비) 경덕궁 회상전 경덕궁 계상당 소전(永昭殿)

숙종 9년 1683.12.5 명성왕후(현종비) 저승전 서별당 창경궁 문정전 모전(永慕殿)

숙종 14년 1688.8.25 장렬왕후(인조계비) 내반원 창경궁 문정전 효사전(孝思殿)

숙종 27년 1701.8.14 인현왕후(숙종계비) 창경궁 경춘전
창경궁 문정전

녕전(永寧殿)
경덕궁 계상당

경종 즉위년 1720.6.8 숙종 경덕궁 융복전 창경궁 문정전 효녕전(孝寧殿)

조 즉위년 1724.8.25 경종 창경궁 환취정 창경궁 문정전 경소전(敬昭殿)

조 6년 1730.6.29 선의왕후(경종계비) 경덕궁 어조당 창경궁 문정전 경휘전(敬徽殿)

조 33년 1757.2.15 정성왕후( 조비) 창덕궁 관리합
창경궁 문정전

휘녕전(徽寧殿)
강서원@

조 33년 1757.3.26 인원왕후(숙종계비) 창덕궁 모당 창경궁 문정전 효소전(孝昭殿)

정조 즉위년 1776.3.5 조 경희궁 집경당 경희궁 태녕전 효명전(孝明殿)

순조 즉위년 1800.6.28 정조 창경궁 춘헌 창덕궁 선정전 효원전(孝元殿)

순조 5년 1805.1.12 정순왕후( 조계비) 창덕궁 경복전 창경궁 문정전 효안전(孝安殿)

순조 21년 1821.3.29 효의왕후(정조비) 창경궁 자경전 창경궁 통화전 효희전(孝禧殿)

헌종 즉위년 1834.11.13 순조 경희궁 회상전
경희궁 자정전

효성전(孝成殿)
창덕궁 선정전

헌종 9년 1843.8.25 효현왕후(헌종비)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문정전 휘정전(徽定殿)

철종 즉위년 1849.6.6 헌종 창덕궁 중희당 창덕궁 선정전 효정전(孝定殿)

철종 8년 1857.8.4 순원왕후(순조비) 창덕궁 양심합 창경궁 문정전 효정전(孝正殿)

고종 즉위년 1863.12.8 철종 창덕궁 대조전 창덕궁 선정전 효문전(孝文殿)

고종 15년 1878.5.12 철인왕후(철종비) 창경궁 양화당 창경궁 문정전 효휘전(孝徽殿)

고종 27년 1890.4.17 신정왕후(익종비) 경복궁 흥복전 경복궁 문경전 효모전(孝慕殿)

고종 32년 1895.8.20 명성황후(고종비) 경복궁 건청궁
경복궁 문경전

경효전(景孝殿)
경운궁 경소전

광무 7년 1903.11.15 효정태후 경운궁 수인당 경운궁 인소전 효혜전(孝惠殿)

광무 8년 1904 순명태후 경운궁 강태실 경운궁@ 의효전(懿孝殿)

@ 1919 고종 경운궁 함녕전 경운궁 함녕전 효덕전(孝德殿)

승하년도 왕/왕후 승하전각 혼전(魂殿) 혼전명



77 Hong, Eun Ki 조선시대혼전(魂殿)공간의구성에관한연구

표 2 혼전도감의궤 목록

번호 원소장처 서기 시대서명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 혹은 중요도를 차지

하고있는혼전을선택하여비교분석하 다.

1600년대 이전의 기록은『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사라진 많은 자

료들중조선초기의혼전도감역시사라졌으나,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었다.

혼전에관한자세한기록이있는『혼전도감의궤』는현재

1600년사망한의인왕후의혼전을비롯하여1904년사망

한순명왕후의혼전까지총29권이존재한다<표2>. 

본 연구에서는 혼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조선왕

조실록』, 『승정원일기』, 『혼전도감의궤』등 문헌을 중심

으로 분석한 후, 현재 남아있는 궁궐 지도(경복궁전도,

북궐도형, 서궐도안, 동궐도형, 동궐도 등)를 통해 분석

하 다. 각각의 궁궐에서 가장 많이 혼전으로 사용된 전

각, 혹은 규정되어버린 혼전공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을 통해 궁궐 내에서 혼전의 위치가 갖는 상징성을 분석

하 다. 또한 혼전으로 사용된 정전(正殿) 및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주변 전각의 분석을 통해 궁궐별로 일정

역을 갖게 되는 시기 및 구성 형태, 궐내 동선 등을 알아

보고, 의례와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의례의 근본이 되

는『국조오례의』등을통하여의례로인한공간의구성을

살펴보고자한다. 

1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미상 1601 선조 34년

2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미상 1632 인조 10년

3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仁祖殯殿都監儀軌) 의정부 1649 인조 27년

4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都監儀軌) 의정부 1659 효종 10년

5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仁宣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프랑스 1674 현종 15년

6 현종빈전혼전도감의궤(顯宗殯殿都監儀軌) 강화부 1675 현종 16년

7 인경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미상 1681 숙종 7년

8 명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강화부 1684 숙종 10년

9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프랑스 1688 숙종 14년

10 인현왕후혼전도감의궤(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강화부 1702 숙종 28년

11 숙종혼전도감의궤(肅宗魂殿都監儀軌) 강화부 1721 경종 1년

12 경종혼전도감의궤(景宗魂殿都監儀軌) 강화부 1725 조 1년

13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강화부 1731 조 7년

14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757 조 33년

15 정성왕후혼전도감의궤(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757 조 33년

16 조혼전도감의궤(英祖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776 정조즉위년

17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800 정조 24년

18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족산성 1805 순조 5년

19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미상 1821 순조 21년

20 순조빈전혼전도감의궤(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835 헌종 1년

21 효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843 헌종 9년

22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 춘추관 1849 헌종 15년

23 순원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오대산 1857 철종 8년

24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哲宗殯殿魂殿都監儀軌) 춘추관 1865 고종 2년

25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춘추관 1880 고종 17년

26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족산성 1892 고종 29년

27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족산성 1898 고종 35년

28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궤(純明妃殯殿魂殿都監儀軌) 정족산성 1904 고종 41년

29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정족산성 1905 고종 42년



3. 선행연구의검토

혼전은궁궐의흉례가이루어지는전각으로중요한공

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건축적 측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역사적측면등다방면에서의연구가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있다. 그러나전체상장례기간중일부기

간 사용되는 전각으로, 깊게 연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혼전자체의연구또한미비한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논저로는 다음과 같다<표 3>. 신

지혜는 혼전 전체의 분석보다는 일정공간만 사용되는

시대를 한정하여 상장례 설행공간을 창경궁 문정전을

중심으로분석하여혼전공간이정립화되는과정을설명

하고 있다. 김지원은 전체 혼전공간의 사용내역을 빈전

공간과 함께 나열하면서, 사료 등을 통해 3가지의 시기

로 구분하여 역사적 배경을 함께 분석하 고, 혼전이 각

궁궐의 편전에 이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유미는

조선 전기 경복궁 자선당, 조선후기 창경궁 문정전을 중

심으로 분석하면서 역시 편전으로 혼전을 사용했음을

밝히고있다.

조선시대 혼전, 상장례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과

정 중, 공통적으로 밝히는 점은 편전을 혼전으로 사용하

다는 점이었고, 혼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세한 전

각들에관한분석은크게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본연

구에서는 편전을 혼전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의문을 갖

고, 궁궐 내에서 혼전이 갖는 위치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자한다. 또한그밖의혼전을구성하는주변전각까지의

분석에대해연구의주안점을두고진행하 다. 

혼전공간의조성

1. 혼전(魂殿)의 정의

조선시대의 혼전은 고려의 제도가 전해지며 의례로

규정하게 되었다. 고려에도 역시 혼전이 존재하 으며

이는 송나라시기에 존재하던 의례가 전달된 것으로 보

인다.

조선시대 왕실의 상장례는『국조오례의』 의 흉례에

의거하여이루어지는데유교적이념에바탕을두고절차

를 규정하 고, 의례 대상에 따라 이용하는 건물을 선정

하 다.@흉례가이루어지기위해장소는궁궐안에서적

합한 규모의 건물을 선정되었고, 각각 의례의 특성에 맞

추어 조절해가면서 사용하 다. 혼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일정한공간을형성하게되었다. 

우리나라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책인

『증보문헌비고』에서는 혼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혼전은 대상(大喪) 3년 동안 신어(神御)를 봉안하는 곳

으로, 빈청(賓廳)회의에서 호를 정하고 인산(因山)한 뒤

에 빈전에서 옮겨서 태묘(太廟)에 부( )한 다음 철거

한다. 내상(內喪)이 먼저 있게 되면 태묘에 부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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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연구검토

저자 대상 연구방법논문명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

산릉·혼전을 대상으로

조선 왕실의 상장례 절차 ; 빈전과 혼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궁궐의 상장례 공간에 관한 연구

경복궁 중건 이후 전각구성의 변화

; 경복궁배치도와 북궐도형을 중심으로

신지혜

김지원

정유미

이은혜

1674-1720 7가지 사례대상

빈전 및 혼전 사례 전체

빈전 및 혼전 사례 전체

고지도에 있는 경복궁 내 전각

창경궁의 혼전공간이 정립화 되어가는

과정을 정리

역사적 시각으로의 혼전분석

조선왕조실록 중심으로 분석

고종년 중건 이후의 경복궁 건물 정리

이정형, 『동각잡기』, 上券. “ .... 其敎書略曰°歷代帝王°旣立宗廟°禮尙太古°所以神之也°又設原廟°事以平生°所以親之也°原廟之設°歷代不同°宋朝合諸觀神御安景靈宮°
乃得情禮之中°...”

태조 때부터 만들어진 기존의 의례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오례」는 성종 때에 이르러『국조오례의』로 구성되었고, 조선 후기에 추가사항,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국조
속오례의』를 창간하게 된다. 혼전의례에 관련하여서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변동요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서술하 다.
안희재, 2009. 12, 「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 : 국왕국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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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대로 봉안하고, 간혹 대왕·왕후의 혼전과 같이

호를부르는수도있었다.”

혼전은왕과왕비에대해모두설치되지만, 부묘는국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왕은 상기를 마친 후 바

로 부묘되지만, 왕비는 국왕보다 앞서 부묘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혼전의 설치가 몇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국왕이 먼저 승하하고 왕비가 승

하하여 각각 별개의 혼전이 설치 운 되는 경우, 둘째

왕비가 먼저 승하하고 국왕이 승하하여 이미 설치된 왕

비의 혼전에 국왕의 신주를 봉안한 뒤 함께 부묘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왕비가 먼저 승하한 후 국왕이 승하

했을 때 국왕의 혼전을 따로 설치한 뒤, 이곳에 왕비의

신주를 옮겨 봉안했다가 함께 부묘하는 경우 등이 있

다. 이런 사례들은『조선왕조실록』등 문헌을 통해 찾

아볼수있다.

2. 혼전공간의구성요소

혼전이 정해지면, 의례에 맞게 정비가 필요했는데, 그

관리를 위해 여러 분야의 인원이 배치되어 이들을 위한

공간또한형성되어야했다. 

조선 초기는『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혼전도감이 존재

했음과 혼전을 위한 공간을 사용하는 인원 및 그들이

생활하는공간까지추정할수있다.

혼전공간을구성하기위한 역은크게혼전정전과신

문을포함하고있는조성소(造成所)와어재실및기타관

리, 나인들의 공간을 포함하는 수리소(修理所)로 구분된

다<표4>.

조성소에는 혼전(正殿)을 포함, 제물진설행각, 내곡림

청, 내중배설청, 제기고, 이안청 등 건물이 포함된다. 수

리소에는 신문 밖에 어재실을 설치하고, 제물출입행각

이 따로 조성된다. 안향청, 헌관방, 전사청, 제물을 만들

기 위한 공간, 제기를 관리하는 공간, 번을 돌아 입직하

는 관리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 다. 각 공간들

은 기존의 궐내각사의 청사를 이용하여 수리하고 내부

배설을새롭게하여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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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Hong, Eun Ki 조선시대혼전(魂殿)공간의구성에관한연구

『국역증보문헌비고』제60권, 「예고7」, p.7954. 

윤정, 2005.12, 「조선시대 혼전운 에 대한 기초적 정리」, 『규장각』제 28호,@ pp.77~107. 

『단종실록』, 1권, 卽位年(1452年) 6月 20日(辛巳) 初, 顯德王后魂殿, 稱景禧殿。至是, 禮曹啓入: “大 大王返虞後, 顯德王后神主, 亦移安于慈善堂, 仍稱景禧殿°”從之°

『태종실록』, 16권, 8年(1408年) 8月 26日(辛丑) 辛丑/改仁昭殿爲文昭殿, 置魂殿都監判事使ㆍ副使各一、判官二、別監內侍茶房 上 外各一、 事二°自使以下至別監, 每日三
人入直侍衛°

1724, 『경종혼전도감의궤』, 혼전 이방,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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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혼전도감의 조성소,  수리소@

담당소 해당건물

정전(正殿), 숭문당(崇文堂), 

제물진설행각(祭物陳設 閣),@

건복문(建福門), 문정문(文政門), 

정전동월랑(正殿東月 ),@

내중배설청(內中排設廳),@

이안청(移安廳,), 제기고(祭器庫), 

수복고(守僕庫), 김광문( 光門), 

주명문(朱明門),@

통경문, 주상문, 이명문, 집서문

(通慶門 奏祥門 離明門 集瑞門),

어재실(御齋室), 삼헌관방(三獻官房)

장번내관방(長番內官房),@

도설리방(都薛里房), 안향청(安香廳)

문정문외행각(文政門外 閣),@

숭화문(崇化門), 경화문(景化門), 

설리주방진지내관방(薛里酒房進止內官房),@

제물진설청(祭物陳設廳),@

제물입상고(祭物入上庫)@

반감주색별사옹방(飯監酒色別司饔房), 포장간(泡匠間), 

전사청(典祀廳),

다인각색장방(多人各色掌房),@

상배색방(牀排色房), 증색방(蒸色房),

측간(厠間), 제물숙설청(祭物熟設廳), 

침가(砧家), 별사옹방(別司饔房), 

충의방(忠義房), 종실방(宗室房), 

참봉방( 奉房), 감찰방(監察房), 

전리방(奠吏房), 수랄간(水剌間),

조성소

수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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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공간의배치

1. 궁궐 내혼전의위치

국왕의상장례를치르기위해형성된혼전공간은조선

초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세종 이후

부터 궐내로 들어오게 된다. 궁궐을 사용하는 시기에

맞게 각각의 궁궐별로 일정한 특정 공간을 혼전으로 많

이사용한사례를볼수있다. 

1) 경복궁(景福宮)

조선 초기 주로 사용된 경복궁은 경복궁 내 혼전으로

사용한 대상들 중 자선당(資善堂)을 혼전으로 사용한 사

례가가장많다. 

신덕왕후와 태조는 따로 문소전(文昭殿)에 모셨다. 태

조보다 일찍 승하한 신덕왕후는 인소전에 모셨고, 태조

가승하한후이름을고쳐문소전에두분을함께모시게

된다. 문소전은 세종 15년이 되면서 세종이 처음으로

원묘(原廟)를 세우고 태조 혼전의 이름을 따라 문소전이

라하여태조와태종의위패(位牌)를봉안하 다. 조선초

기의 경복궁 내 건물들 위치를 알 수 있는「경복궁전

도」 에는 문소전과 자선당의 위치가 존재하나 확실한

위치는알수없다.

현덕왕후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선당을 혼전으로 사용

한것이아니었고, 문종이즉위하기전인세종23년에승

하하여경복궁내에혼전이존재했다는기록 만존재한

다. 신덕왕후와 같은 경우로, 후에 문종이 승하한 후 자

선당으로신주를옮겨함께봉안하 다.

조선 후기 고종시기 경복궁 중건 후에는 궐내에 일정

흉례공간이 따로 구성되었고, 혼전 공간 역시 분리되어

조성되어문경전이혼전으로사용되었다. 북궐도형에따

르면, 정전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흉례공간이 따로 조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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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김지원, 2009. 8, 「조선왕실의 상, 장례 절차 - 빈전과 혼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태조실록』15권, 7年(1398年) 11月 11日(癸未) 追尊皇 節妃韓氏爲神懿王后°以右政丞 士衡爲奉冊使, 政堂文學河崙爲副使, 奉安于別殿, 號曰仁昭°@『태종실록』16권, 8年
(1408年) 8月 26日(辛丑) 改仁昭殿爲文昭殿°

「경복궁전도」,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증보문헌비고』제60권, 「예고7」p.7954. 세종 23년(1441)에 현덕 왕후가 세자빈으로서 동궁(東宮)의 자선당(資善堂)에서 승하하 은 즉 경희전은 본궁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추숭한 것이 문종이 즉위한 뒤의 일이니 魂殿의 명칭을 정한 것도 마땅히 그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실록』1권, 卽位年(1452年) 5月 22日(甲寅) 國葬都監啓: “修葺資善堂爲大 (太)〔大〕王魂殿°”從之°12

11

10

09

08

그림 1 조선 초기 문소전,  자선당 위치 그림 2 북궐도형 내 혼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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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빈전으로사용된태원전과혼전으로사용되는

문경전이위아래로존재한다. 

2) 창덕궁(昌德宮)

창덕궁의경우15세기까지는‘보평청’을위주로그후

에는 선정전을 위주로 혼전이 설치되었다. 소헌왕후의

경우 세종보다 일찍 승하하여 소헌왕후의 혼전인 보평

청 에 세종의 신주를 봉안한 후, 세종의 3년 상이 지난

문종2년종묘에같이부묘하게된다. 

선정전은19세기‘왕’의승하후혼전으로사용되었다.

3) 창경궁(昌慶宮)

창경궁의경우1530년정현왕후의혼전사용을시작으

로전체5대궁혼전사용내역중가장많이혼전으로사용

되었다. 창경궁내에서혼전으로사용되었던전각은2번

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문정전에 설치 된 것으로 보아

일정 시기를 기점으로 문정전이 혼전을 설치하는 대표

전각으로자리매김한것으로보인다. 

문정왕후의경우혼전이설치된정확한위치는찾아볼수

없으나문헌의기록 으로볼때창경궁내에존재하 고,

위치상역시문정전에혼전을설치한것으로생각된다.

창경궁 문정전이 아닌 창경궁의 다른 곳에 사용된 경

우는 1674년 현종이 환경전(歡慶殿)을 사용한 것과 1821

년효의왕후가통화전(通和殿)을사용한것이있다. 현종

의 경우 인선왕후가 이미 혼전을 문정전에 설치하 기

때문에다른곳에혼전을설치한것이다. 

4)@ 경희궁(慶熙宮)/경운궁(慶運宮)

다른 궁궐에 비해 비교적 사용도가 적은 궁궐인 경희

궁과 경운궁에서는 사용 대상에 따라 혼전으로 이용된

전각이각각다르다.

경덕궁의경우에는계상당을주로사용하 고, 18세기

후반이되면서계상당이아닌정전주변으로혼전공간이

옮겨져 사용되었다. 경운궁에서 가장 먼저 경운궁에서

혼전을사용한명성황후의경우에는정전옆에경효전을

사용하 는데, 1904년 대화재 이후 수옥헌(지금의 중명

전)자리로 이전되었다. 경복궁 문경전, 회안전의 건물

이옮겨와새로운흉례공간을형성하 으나1900년대초

기지도에서만 확인될 뿐, 현재는 다른 건물들로 흔적을

찾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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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궐도 창덕궁 부분 혼전 그림 4 동궐도 창경궁 부분 혼전

『세종실록』111권, 28年(1446年) 3月 30日(丁酉) 召山 都監提調曰: “今欲以文昭殿御室爲魂宮, 然此與本殿逼近, 每當朔望, 兩處致祭, 一爲奏 , 一爲哭臨, 甚爲不可°欲於
御室之南, 新作魂宮, 何如?”鄭 曰: “上敎允當°”鄭麟趾曰: “ 新作, 則力役重大, 以昌德宮報平廳爲定°”上欲從 議, 旣而曰: “今年凶欠太甚, 加以山 役重, 又新作魂宮,
則兩處工役, 勢必難當°其修葺報平廳, 號曰輝德殿°”

『明宗實 』34卷, 22年(1567年) 6月 3日(丙戌) 丙戌/上詣文德殿, 齋宿于崇文堂°

@소전성오, 1938, 『덕수궁사』15

14

13



2. 혼전 위치의상징성

혼전과편전과의관계를비교함에있어각각의궁궐에

서 대표성을 띄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혼전전각의경우혼전의정전내에제사제물들이진설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궐 내에서, 일정 크기를 지니

면서 편전을 제외한(편전역할을 해야 하는 건물을 제외

한) 다른 역에설치하려고하 다. 

경복궁에서 가장 많이 혼전으로 사용된 자선당은 세

자시절세자와빈이머물던공간이며, 왕이되어서도거

처를 삼기도 하던 공간이다. 문소전도 사용하 으나 자

선당이주로사용된것으로보아왕과왕비가가장많이

이용하던 전각이 혼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창경궁문정전의경우도이와유사한경우를갖는데, 처

음으로 창경궁에 혼전이 설치되었던 정현왕후의 기

록 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선당은 지속

적으로 혼전으로 사용되면서 필요한 일정 공간을 이루

고있었다.

경복궁의 편전을 혼전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던

신료들은 창덕궁 선정전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편

전인 사정전이 혼전으로 고려는 되었으나, 시사할 곳의

부족으로 창덕궁의 선정전으로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

다. 사료들을 통해 살펴보면 혼전을 설치하기에 일정

한 공간이 필요했고, 편전정도의 규모가 혼전을 설치하

기 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복궁의 편전 역을

유지하기 위함과 필요한 주변전각을 확보하지 못했음

으로 해석된다. 조선 초기 사용되었던 창덕궁 보평청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

록』의 창덕궁 규모와 구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편전 3

간, 보평청 3간, 정전 3간 ’으로 건물을 규정하고 있

다. 편전이 아닌 보평청이, 편전정도의 제사를 지내기

에 충분한 규모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혼전으로 사용한

것이다. 

창덕궁의 경우 선정전 남쪽으로 궐내각사들이 존재하

고, 편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정 규모도 유지하

고 있었다. 선정전이 혼전으로 사용되면서 편전역할을

하지못하여다른공간이편전의역할을대신하게된다.

『궁궐지』에서는 선정전을‘인정전(仁政殿) 동쪽에 있으

니 옛 편전이다. ’라고 설명하 고 희정당을‘곧 편전

으로 일을 보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례를 할 때

에 정전에 나아갈 경우도 존재해 정전과 혼전과의 거리

를가깝게하고자한의도도엿볼수있다.

창경궁 문정전은 정현왕후의 혼전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 대부분의 혼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왕의 혼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왕비의 혼전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또

한 편전의 목적으로 건립된 문정전은 혼전으로의 이용

이 굳어져 주변 전각들 또한 혼전구성에 맞게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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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9권, 25年(1530年) 8月 24日(辛巳) 傳于政院曰:“昌慶宮文政殿, 乃大 王大妃常時所御, 其以此爲魂殿何如? 議于大臣°”三公啓曰:“上敎至當°”

@『성종실록』60권, 6年(1475年) 10月 12日(戊子) …“今以懿廟爲文昭殿例, 則如水刺間及薛里房不得已加構, 但神位近處, 營繕可乎? 予意謂, 懷簡大王神主移安於古世子宮,
則凡諸間閣已具, 不 營造, 而可以 費矣°…”

@『명종실록』1권, 卽位年(1545年) 7月 18日(戊寅) 領議政尹仁鏡等議啓曰: “今日奉審儲承殿, 則太隘窄, 決不可用°思政殿可用, 而恐於三年內, 無視事處, 昌德宮宣政殿似當°
而 或有移御之時, 則亦無視事處, 實所難斷。然不得已於彼此二處, 當定其一, 而自下擅定亦難°請擇於斯二者°”答曰: “思政殿爲魂殿事, 大臣等初旣言之, 而但以久在於此,
則聽政無其所, 故予亦難之耳°儲承殿勢果如此, 則以宣政殿爲魂殿可也°”

@@ @ @『중종실록』105권, 39年(1544年) 12月 23日(丁亥) 右議政尹仁鏡等議啓曰: “儀註內所謂同塋, 似指竝入一麓之 °今此 所與禧 , 在一洞之內, 撤毁舊丁字閣, 而兩 中央,
造成合祭似當°”且以魂殿前例書啓曰: “太宗昇遐時魂殿, 乃廣孝殿, 似在闕外, 而無以思政殿°爲魂殿前例, 雖非此殿, 其無可當之處乎? 設使魂殿, 排設於思政殿, 而天使賜祭
時, 王后神主無可移安之處, 何以爲之?”答曰: “丁字閣, 如啓°魂殿, 設於宣政殿, 可也°”

@『태종실록』10권, 5年(1405年) 10月 19日(辛巳) “離宮告成: …@  殿三間, 報平廳三間, 正殿三間°…”

1994.12, 『궁궐지』1권, 서울학연구소, p.70. 

@1994.12, 『궁궐지』1권, 서울학연구소, p.81. 

@『순조실록』1권, 卽位年(1800年) 12月 3日(辛亥) 詣孝元殿, 定世室告由祭°御仁政殿頒敎, 仍詣孝元殿, 晝茶禮°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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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궁궐별 대표 혼전사용 전각

궁궐명 전각명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덕궁(경희궁)

경운궁(덕수궁)

자선당(資善堂)

문정전(文政殿)

선정전(宣政殿)

계상당(啓祥堂)

경소전(景昭殿)



83 Hong, Eun Ki 조선시대혼전(魂殿)공간의구성에관한연구

었다. 조선 후기로 되면서 창경궁의 편전으로는 양화

당(養和堂)이 사용되었다. 사료에서 또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경희궁의경우계상당은주요건물들과별개로정전의

북쪽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정전의 바로 뒤에 존

재하는 편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역을 형성하 다.

4번 중 2번의 사용내역이 존재하며 후에 자정전과 태녕

전을 사용하 는데, 서궐도가 그려진 시점과 비교하여

전각의 변화로 인해 생긴 결과로 추정한다. 또한 계상당

의 경우 정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 시 불편함을

느껴정전과의거리를고려하여후기에는태녕전과자정

전으로혼전을선정하 다. 

고종시기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창경궁 문정전과 창덕

궁선정전으로규칙화되어오던혼전공간이일정 역을

새롭게형성하게된다. 정전, 편전과일정한거리를두

고 혼전을 위해 필요한 구성 전각들까지 함께 구성하여

실제국상이날때대내의다른전각이 향을받지않고

흉례의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북궐도형에는 경

운궁으로 이건된 내용이 적혀있는데, 1904년 순종비가

승하하자 경운궁 북서쪽 성문 내에 이건(移建)되어 사

용되었다. 경운궁에 흉례공간이 따로 구성되었음에도

정전의바로옆에혼전공간을하기도했다. 

경운궁의 편전은 대유재(大猷齋)로 추정된다. 소전성

오의『덕수궁사』에의하면함녕전서쪽에위치한다고되

어있는데, 함녕전의 서쪽에 경효전이 존재하 기 때

문에 그 뒤편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명성황후는 일제강

점기하에 흉례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혼전공간이 필요했

기 때문에 정전과 가깝고, 편전을 제외하고, 궐내각사와

가까운경효전에혼전을설치하게된다.

이처럼 조선시대 혼전공간은 정전, 편전, 그리고 궐내

각사와 접한 관계를 지닌다. 혼전공간과 편전과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혼전으로 사용하기

에 적합한 규모인 편전을 사용하려고 하 으나, 시사할

곳의 부족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편전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 다. 또한, 혼전이 사용되는 시기동안 사신들의

왕래 또는 제사의식 등 일정 규모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

전정도의 규모를 갖는 다른 전각에 혼전을 구성하여 혼

전과편전의 역을따로구분해주었음을알수있다. 

28

27

26

25

24

23

그림 5 서궐도 계상당 위치 그림 6 덕수궁 혼전공간 및 경소전 위치

@한 우, 2003년 12월, 『창덕궁과 창경궁-조선왕조의 흥망, 그 빛과 그늘의 현장』, 열화당/효형출판, p.191. 

@『명종실록』31권, 20年(1565年) 2月 29日(丙申) 上御養和堂°親試弘文 及製述, 被抄文官等°命洪暹、尹春年、 鎧、朴永俊、洪曇、李楗, 入侍°... 

@이혜원, 2009. 6, 「경복궁 중건이후 전각구성의 변화 – 경복궁 배치도와 북궐도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132. 

@이강근, 2004, 「의로전의 연혁」, 『昌德宮 의로전 실측,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pp.69~70. 

@소전성오, 앞의 책, p.48.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년)@ 2월 29일(무자). 28

27

26

25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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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을 조성함에 있어 정전 및 궐내각사와 가까운 위

치도중요시하 다. 이는왕이의례를행하러가는동선

의 최소화를 고려한 것이며 의례를 준비하는 전각들을

최대한 가까이 두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하한 왕과

왕비의살아생전사용빈도도혼전을설치할때에고려대

상이되었다. 

조선 초기『국조오례의』에 의해 혼전의 주요 공간이

형성되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전에 혼전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공간에 형성하게 되어 거의 전용의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사용전각이나 혼전의 주요 공간이 정착화

되면서각궁궐별로일정 역의혼전공간이존재하게된

다. 조선말기에는새로중건/창건되는궁궐에흉례를위

한 일정한 공간을 정전, 편전과 구분하여 따로 구성하기

에이른다. 

궁궐에따른혼전공간의구성

1. 『국조오례의』에따른주요공간

조선시대 의례서인『국조오례의』에서 의례의 성격

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 고, 국상 관련 의례는 흉례

부분을 따랐다. 국상 중 혼전이 사용되는 기간은 국장

이후 삼년상례에 속한다. 왕의 승하 후 빈전에서 5개월

동안 모신 후 산릉에 발인을 하고 신주를 가지고 궁으

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신주가 혼전에 모셔

진다. 이는 삼년상이 끝나고 부묘가 되기 전까지인 기

간이다.

혼전에서 진행되는 의례에는 반우의(返虞義) , 혼전

우제의(魂殿虞祭義) , 졸곡제의(卒哭祭義), 혼전조석30

29

그림 7 조선초 경복궁 그림 8 조선말 경복궁 그림 9 경희궁

그림 10 창덕궁,  창경궁 그림 11 경운궁

표 6 전각별 위치 구성도

@반우의(返虞義) ; 魂殿에 우주를 안치하는 의례

@혼전우제의(魂殿虞祭義) ; 반우 후, 혼의 방황을 염려하여 거행하는 의례, 7우까지 존재.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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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魂殿朝夕上食義), 혼전사시납일친향의(魂殿四

時臘日親享義), 사부의, 사시의, 분황의, 사제의, 연제

( 祭), 상제(祥祭) 담제( 祭)의 등이 존재 한다. 이

러한 의례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동선이나 위치에 따라

일정한 공간이 필요했고, 혼전의 주요 공간은 그에 따

라 배치되었다. 의례서는 의례의 전체 순서 및 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의례 진행 순서에

따라, 관직의 품계에 따라 각각의 위치가 정해진다. 왕

의 위치, 의례를 진행자의 위치, 관료들의 위치 등 이들

의 위치는 의례 시 마다 고정된 위치 으며 위치를 표

현해주는 의례서의 설명으로 혼전의 주요 공간 구성을

살펴볼수있다.

혼전주요공간은신주를모셔두는정전과정전을둘러

싸고 있는 회랑, 내삼문(신문), 정전 앞부터 내삼문까지

이어지는 천랑(복도각)이 하나의 전정(殿庭)공간을 이루

고 있다. 내삼문을 지나면 외삼문까지 이어진 천랑을 포

함한 외정(外庭)이 존재하고, 외정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외삼문을 지나 외문 밖에 위를 형성할 수 있을만한 공간

이 구획된다. 혼전의 정문은 신문(神門)으로, 제례에 올

리는 향(香)과 제물(祭物)이 드나들기 때문에 삼문의 형

식을갖추고있다. 

왕과 관료들의 동선을 살펴보면 혼전 사용 시 정전 앞

의 천랑(複道閣)은 사용이 없는데, 이는 신도(神道)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로 사용되는 천랑은

의례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좌우가 막혀 실내의 제물진

설을할수있는공간이된다.33

32

31

그림 13 의례의 위치에 따른 혼전주요공간개념도그림 12 국상진행과정

그림 14 왕의 동선 그림 15 관료 동선

표 5 왕/관료들의 의례시 동선

@『국조오례의』, 7권, 「흉례」

@『국조오례의』7권, 「흉례」, pp.132~137. 

@신지혜, 앞의 논문, pp.57~60. 33

32

31

1. 왕
아헌관 종헌관

2. 대군이하
3. 집사자
4. 문관
5. 종친 및 무관
6. 문관
7. 종친 및 무관
8. 감찰

1. 왕
아헌관종헌관

2. 대군이하
3. 집사자
4. 문관
5. 종친및무관
6. 문관
7. 종친및무관
8. 감찰

1. 왕
아헌관종헌관

2. 대군이하
3. 집사자
4. 문관
5. 종친및무관
6. 문관
7. 종친및무관
8. 감찰

어재실
(추정)

어재실
(추정)

1 1

2 23 3

4 45
8 88 8

5

6 67 7

정전

1

3 2

5 4

7 6

8 8

내삼문

외삼문

어재실
(추정)

어재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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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전도감의궤』에따른혼전공간의구성

전체 혼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창경궁 문정전을 우선

으로살펴보면, 17세기에혼전공간이정립화되기시작하

면서 18세기에 들어 외삼문 밖의 공간에 임시로 설치

되던 제물출입행각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정

전의서쪽으로제기고와이안청이존재하고동쪽으로내

곡림청과 내제물진설처(내중배설청)이 존재한다. 정전

외삼문의 남쪽으로는 궐내각사가 위치하던 곳인데, 이

곳이혼전에서의례를준비하기위한수리소로이용된다.

동궐도와 동궐도형에는 현재 도총부의 위치만 확실할

뿐, 다른 곳의 위치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주변에 함께

공간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창경궁의 어재실은

중종 25년 정순왕후가 처음 사용하고, 용도가 굳어져 계

속 사용되던 곳 으로『궁궐지(宮闕志)』에 설명 되어

있다.@ 행각들은18세기들어서면서정착화되어이전의

행각들의 기록과 칸수의 조금 차이가 존재한다. 동궐도

형에존재하는어재실아래의행각들은초기에는임시로

설치된 행각들이었으나, 계속 사용되면서 정립화되었

다. 내곡림청의 경우도 초기에는 숭문당을 수리한 내역

은 존재하나 내곡림청으로 칭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18

세기 들어서면서 곡림청으로 숭문당을 지칭해주어 사용

목적을알수있다. 

창덕궁 선정전의 경우 1800년대 4권의『혼전도감의

궤』만남아있고, 이전시기에 사용된보평청에관한많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다. 동궐도형에 존재

하는 선정전과 궐내각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수리소 역

의 건물들은 궐내각사의 승정원을 중심으로 분포 되어

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경희궁계상당의경우는조금다른형태를보이고있다.3635

34

그림 16 창경궁 혼전공간구성도

@신지혜, 앞의 논문, pp.143~162 

@『중종실록』69권, 25年(1530年) 8月 29日(丙戌) 傳于政院曰: “以殯殿都監之啓, 已令奉審魂殿, 詳悉奉審可也°且 祭時, 自內出祭, 則必 由魂殿之後, 此似不當°於光政
門內西邊南 , 作齋室, 則文政殿東邊有門, 由此而入階下, 設褥席 禮矣°言于殯殿都監。”

@『국역궁궐지』2권, 「창경궁지」, pp.14~18. 36

3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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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비교할수있는근거는서궐도로건물에대한확실한

형태를잡아내기쉽지않으나의궤를통해추정해보면서

궐도가그려진당시는혼전사용시와는달리많은건물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전 뒤쪽에 건물이 존재했다

는 기록이 존재 하지만 서궐도에는 계상당 주변으로 담

장만 존재할 뿐 행각은 전면(前面)에만 존재한다. 혼전의

주요구성공간인외삼문또한존재하지않고, 서궐도에건

물명이적혀있지않아다른건물들도확인할수없다.

조선후기경복궁이새로중건되면서일정한공간을차

지하는 혼전공간은 이전시기 창경궁 문정전, 창덕궁 선

정전 등을 통해 필요한 공간들로만 이루어진 오랜 기간

정착된공간의구성을보여준다. 

빈전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혼전 역은 문경전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면으로 중배설청과 곡림청 이안

청등이존재하고, 내삼문밖으로어재실이존재한다. 내

삼문과 외삼문 사이에 행각이 존재하고 외삼문 밖으로

행차 시 동선으로 사용되는 일정공간과, 기타 수리소들

이구성되어있다. 다만, 국방의역할을하던국출신직소

(局出身 直所)를사용한것과혼전설치시신축된부분

이존재하는것으로보아최소한의구성전각만을설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정왕후의 승하 시 혼전으로 처음 사

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신축된 부분들로는 어재실, 수리

소 등이 있다. 경복궁이 지니고 있는 혼전공간의 특성

은 궐내각사가 아닌 스스로의 수리소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외삼문과 내삼문 사이의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함

으로서행각모양의변화를준것역시주목할만하다.

명성황후의 승하 후에는 태원전을 빈전으로 사용하고

문경전을 혼전으로 지정해 놓은 후, 산릉공사를 하던 중

중단 되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면서

명성황후의 재궁도 경운궁으로 옮겨져 경복궁 문경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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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창덕궁 혼전공간구성도 그림 18 경희궁 혼전공간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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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색방 증색방 은기성상방 고성상방 자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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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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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제기고신문삼칸

@1680년, 『인경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혼전이방. 

@국출신 ; 병자호란 때 임금을 호종한 군사 중 뽑은 훈련도감의 포수로서 무과에 급제한 자

@이혜원, 2008년 10월, 경복궁 중건 이후 전각구성의 변화 - 「경복궁배치도」와「동궐도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북궐도형』, 殿閣以下移建于慶運宮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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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되지 못했고, 경운궁 경효전을 혼전으로 사용하

다.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우선 사용되었던 경소전은

고종의명에따라혼전으로계속이용 되며경효전으로

전각명이 바뀌게 된다. 경효전과 그 주변 전각들은 경

운궁중건배치도에명확히나타난다. <그림20>

전각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전의 동행각

에 이안청, 융안문의 밖 서월랑에 어재실, 왕태자궁재실

이 위치하고, 정전의 서북월랑에 내곡림청, 북행각에 안

향청, 동북월랑에 제물진설행각이 존재하 다. 제기고,

전사청등기타다른전각들은융안문밖, 포덕문의주변

으로분포해있다.

경복궁에 처음 특정 역을 지니고 설치된 혼전공간은

경운궁을 건설하면서도 궁의 서북쪽일곽에 혼전공간을

형성하 다. 이로보아 조선 말기에 흉례에 관한 전각은

다른전각과구분되어지어지는것이일반적이었음을알

수있다.

이처럼 각 궁궐에는 궁궐의 특성에 맞게 혼전공간이

조성되었고, 의례의 진행으로 인하여 정전을 중심으로

외삼문까지는일정한형식이존재한다.

혼전의 건축 특징으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인

제물진설행각(≒중배설청)은 정전을 중심으로 앞면에

존재하고, 이는 내삼문까지 연결된다. 의궤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복도각으로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으

나, 정자각이나 천랑으로 칭하기도 한다. 제물진설행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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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경운궁 중건 배치도,  경효전 부분그림 19 경복궁 혼전공간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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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삼문
융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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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진설행각7칸 내중배설청3칸

이
안
청정전

문경전

『고종실록』35권, 34年(1897年) 1月 9日(陽曆) 詔曰: “三都監工役, 自今日爲始°”又詔曰: “魂殿以景昭殿爲之°”

『고종실록』35권, 34年(1897年) 1月 6日(陽曆) 六日°議政府以“大 王后諡號望, ‘文成’, ‘明成’, ‘仁純’; 號望, ‘洪 ’, ‘熹 ’, ‘憲 ’; 殿號望, ‘景孝’, ‘正孝’, ‘誠敬’,”上
奏°竝首望謹依°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혼전 일방, 규장각. 魂殿內各處所書下 儀軌所載則殯殿都監別單書入而今番則新設故書下 移安廳景昭殿東 閣 御齋室 安門外西月 王太子
宮齋室御齋室西 內哭臨廳景昭殿西 月 安香廳布德門內 閣 祭物進設 閣七間景昭殿東 月 祭器庫典祀廳以上肅穆門外東月 三獻官房宗室房 奉房忠義房以上布
德門內 月 奠吏房砧家三間以上布德門內南月 內中排設廳景昭殿 閣 守僕別監房淸熙門東 閣 都薛里廳薛里酒房進止內官房以上 安門外東 閣 祭物進排
祭物塾設廳祭物入盛庫間 水剌飯工銀器城上房飯監酒色別司饔房牀排色房蒸色房多人各色匠房泡匠間以上布德門南月

@『英祖魂殿都監儀軌』, 혼전이방,@ 규장각, 1776, 殿前中排設廳三間或稱丁字閣44

43

4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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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사용 시 동서에 창호를 달아 실내공간으로 사용하

게 된다. 후면으로 내중배설청, 제물진설행각이 설치

되고, 제기고와 이안청은 정전의 동쪽으로, 내곡림청은

정전의북쪽으로설치하게된다. 외삼문, 어재실, 수복별

감방까지 지나면 수리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궐내각사

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혼전공간에 함께 구분된 수

리소 역을이용하 다.

결론

이상으로살펴본바와같이조선시대혼전공간은각각

의 궁궐에서 일정한 형태를 지니며 궁궐이 지니는 위치

자체가 편전, 정전, 궐내각사의 위치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조선시대 혼전공간은 편전과 접한 관계를 지

닌다. 조선 초기에는 편전을 사용하려고 하 으나, 시사

할 곳의 부족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편전의 사용을 최대

한배제하 다. 또한혼전내에설치될것들을의해편전

정도의 규모를 갖는 다른 전각에 혼전을 구성하여 혼전

과편전의 역을따로분리해주었다.@ 

둘째, 조선 초기 국조오례의에 의해 혼전 주요 공간을

형성하 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전에 혼전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공간에 형성하게 되어 거의 전용(全用)

의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사용전각이나 혼전의 주요 공간

이 정착화 되면서 창경궁 문정전이나 창덕궁 선정전을

주로사용했다. 고종때에이르러새로중건/창건되는궁

궐에는 흉례를 위한 일정한 공간을 정전, 편전과 구분하

여따로구성하기에이른다. 

45

그림 22 조선시대 혼전공간구성도그림 21 경운궁 혼전공간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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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혼전 이방, 殿前中排設廳五間或稱丁字閣, 丹靑仍舊仰土及下鋪方 修補東西滿箭障子御間左右滿箭障子東西設門竝磻朱漆戶曹, …內中排設廳
三間設於建中門東 閣改瓦修補楮注紙窓戶白紙塗褙細草席地衣生布 油芚滿頂戶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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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혼전을 조성함에 있어 우선시 하던 순위는 정전

및궐내각사와가까운위치로하는것이다. 이는왕이의

례를 행하러 가는 동선의 최소화를 고려한 것이며 의례

를준비하는전각들을최대한가까이두려했음을보여준

다. 또한 승하한 왕/왕비의 살아생전 사용빈도도 혼전을

설치할때에고려대상이되었다.

넷째, 혼전주요공간에관해서는『국조오례의』를통해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신주를 모셔두는 정전이 존재하

고 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전정(殿庭)공간과 내삼문(內三

門, 신문)이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내삼문을 지나

면외정(外庭)이존재하고, 외정의경계를나타내주는외

삼문(外三門)을지나외문밖에위를형성할수있을만한

공간이구획된다. 

다섯째, 5대궁에는 일정한 형식의 혼전공간이 존재한

다. 혼전의 건축 특징으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인

제물진설행각(≒중배설청)이정전을중심으로앞면에존

재하고, 이는 내삼문까지 연결된다. 후면으로 내중배설

청, 제물진설행각을 또 설치된다. 제기고와 이안청은 정

전의동쪽으로설치하고내곡림청은정전의북쪽으로설

치하게 된다. 외삼문, 어재실, 수복별감방까지 지나면 수

리소를 설치해야하는데, 궐내각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

거나, 혼전공간에함께구분된수리소 역을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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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uts its focus on Honjeon space which relatively small number of precedent studies chose as a subject of a
study. The objective is to analyze Honjeon space's spatial relationship and palaces that consist Honjeon through
analysis of spatial configuration and elements that affected construction of Honjeon space. 

The Royal Funeral, among other ceremonies of Joseon Dysnasty, carries religious characteristic along with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National Five Rites』, 『Uigwe for the State Funeral 魂殿都監儀軌』, and

『Annals of Joseon Dynasty』, the study organized elementary details about Honjeon space and surrounding spaces to
determine the symbolism of Honjeon space's location at each palace and compared them to see if any systematical
features existed between Honjeon spaces of each palace.

Through this study, it was apparent the king mainly used Jaseongdang Hall of Gyeongbokgung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he mainly used@ Sunjeongjun of Changdeokgung while the queen used Munjeongjun of
Changgyeonggung as the time reached the later period of Joseon Dynasty. Also in determination of Honjeon space,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records of avoiding Pyeonjeon space in need for political space. The study also determined
that places other than Pyeonjeon space was intended to be used for Honjeon space through the analysis which
indicates that spaces that were initially used as Pyeonju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simultaneously as Honjeon
space were moved due to changes made in terms of theirs usages. Through the study, it could be also known that
primary spaces of Honjeon was composed accordingly to『National Five Rites』and constant pattern of spaces existed
among buildings near Honjeon which were arranged according to each palace's characteristic.

Key Words_Joseon, Honjeon, Spatial configuration, Royal Funer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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