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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문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창덕궁

대보단의 시대별 공간구성을 조명하고 단제(壇制) 형성에 이입된 요소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

보단에는 병자호란 이후 지배질서의 위기를 느낀 조선의 지배층이 타개책으로 내세운 존명의리의 이념적

장치가 녹아들어 있으며, 조선중화의식의 자부심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맞물려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한데 얽혀 조적(組積)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물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

면적 구조에서 9급의 계단, 5척의 단고(壇高), 단유(壇棒)에 나타난 2성(成)의 정황 그리고 황장방 내부의

형태 등 황명제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예기·교특생』에서 따왔다는 단명(壇名)

은 다분히 교천(郊天)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조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僭禮)

의 혐의를 피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보단의 단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서 중화계승

의식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제단의 구조와 형식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보단의 창건, 확장, 쇠퇴, 훼철의 과정을 편년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각 변천의

기점에서 당대의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른 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단의 공간형식

에 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상자료에 나타난 대보단에 조응되는 위치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덕궁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주변에서 대보단의 석재, 전돌과 와편 등의 유구가 발견되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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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대보단(大報壇)은 명나라가 망한 해(1644년)에서 일

주갑[60년]이 지난 숙종 30년(1704년)에 명 신종(神宗)

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세워진 제단이다. ‘큰 은혜를 갚

기 위한 제단’이라는 단명01에서도 알 수 있듯, 대보단

은 비록 명나라는 망해 사라졌으나 임진왜란 때 명 황

제가 군대를 보내 조선을 구해준, 이른바 재조(再造)의

은혜를 기려, 청이 지배하는 현실 상황에 구애받지 않

고 존명의리를 천명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시적으

로 제도화한 결과물(계승범, 2011: 59)이었으며, 사실상

근 200년 동안 조선의 정치무대에서 지배질서의 정체

성을 제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했다. 

지금까지 대보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8~19세기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대보단 건립을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파악한 연구, 제의 절차를 분석한 연구, 중화

의식 계승에 관한 연구 등을 주제로 주로 사학분야에서

이루어졌다.02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대보단의 설립

배경, 목적과 정치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 고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문화를 대보단이라는 함수를

통해 해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대보단이 역대 사전

(祀典)에 등재되지 않은 독특한 형식의 단이며, 그것도

궁궐 후원 깊숙한 곳에 조 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대보단에 형성된 단제에서 비롯된 공간

특성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보단이 재조의 은혜를 보은

하는 장이 되었든,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한 권위를 표상

한 공간이든, 조선 지배계층이 의도했던 이념적 장치나

대보단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목적성이 어떻게 제단

의 구조와 공간요소를 통해 드러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대보단의 단제에 이입된

조선 사직단과 황명제(皇明制)의 특성을 구명하지 못

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1704년과 1745년에

창건·중건된 대보단의 단묘적 특성을 조명하고, 여타

의 제단과 구분되는 공간논리를 모든 가능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된 도상자료와

문헌사료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숙종, 조 대의

대보단의 성립과 조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고종 연

간에 변형된 대보단의 공간구성을 구명하 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1911년에서 1921년 사이에 훼철된 창덕궁

대보단 일원을 대상으로 하 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

는 대보단의 창설·증수·폐지·훼철의 지점인 숙종

30년(1704년), 조 21년(1745년), 고종 32년(1895년),

일제 강점기와 현 상태를 아우르는 기간으로 하 다.

공간적 범위는 단소(壇所)와 더불어 기능적인 대보단의

권역이라 할 수 있는 단 동쪽의 재전[만세송은] 역과

단 서쪽의 전사청의 역을 포함시킨 창덕궁 북서쪽 일

대로 하 다. 이러한 중앙의 단과 단 동서의 역은 연

구의 편의상 단유 역, 재전 역, 전사청 역으로 구

분하여 기술하 다. 

연구의 진행은『조선왕조실록』, 헌종 연간『궁궐

지』, 『황단의(皇壇儀)』, 『황단증수의(皇壇增修儀)』의

문헌사료와 대보단 일대의 물리적 외형을 상세하게 보

여주고 있는「동궐도」, 「동궐도형」과 일제 강점기에 제

01 다른 이름으로‘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이라는 뜻의 황단(皇壇)이나‘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단’이란 뜻의 원단(苑壇: 『 조실록』5년(己酉, 1729년) 12월 1일 辛
丑), ‘명황제의황령을제사지내는단’의의미인 단(靈壇: 숙종실록』31년(乙酉, 1705년) 3월 9일 癸卯) 등이 있었다.  

02 대보단에관한기존연구는계승범(2011) 1장을 참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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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지도인「창덕궁평면도」, 「창덕궁전도」등의 도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 다. 현장조사는 2012년

7월과 2013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창덕궁 대보단지를

찾아 간이측량이 실시되었고, 도상자료와의 비교 및 사

진촬 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해석

및 기술 방법은 첫째, 창덕궁 대보단의 창설 및 변천과

정을 편년적 구성으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를

기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제례공간으로서 대

보단의 공간구성과 단의 물리적 형식에 이입된 한양 사

직단과 중국 황명제의 특성을 구명하 다. 둘째, 도상

자료에 나타나는 구성요소 및 공간특성을 도출하고 관

련 고문헌과의 상호 검토를 통해서 대보단에 투 된 다

층적 경관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

석된 도상자료는 <표 1>과 같다. 

명과 청에 실리외교를 전개했던 광해군을 폐위시켜

등극한 인조 정권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삼전도의 항복

이후 야만인으로 치부되던 청과 굴욕적 군신관계를 맺

게 되었다. 이는 반정정권이 내세웠던 존명의리의 명분

이 비현실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고, 군

신관계로 점철된 대명의리를 고수한 친명 사대주의자

들의 패배이기도 했다. 이로써 왕의 위상이 실추된 것

뿐만 아니라 조선 통치 집단의 정체성도 흔들렸던 것은

자명한 결과 다. 이러한 문제를 자구하기 위해 조선

지배층은 북벌론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치·문화적 이

슈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 가운데는 대략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풀어준 명황제에 대한 선양작

업과 청에 힘으로는 굴복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에

대한 군신관계를 강조하는 대명의리론(對明義理걩)이

부상되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른바 조선중화계승의식의 양상인 조선중화(朝鮮中華)

의 흐름이 태동되었다. 조선중화란 조선 후기의 문화적

자긍심을 규정짓는 정치·사상·문화계의 사조로서,

중원에서 명이 망함으로써 조선만이 중화의 문물을 간

직한 것이 되며, 중화문명의 적통으로서 조선이 이 세

상의 유일한 문명국이요, 중화국이 되었다는 믿음이다

【 표 1 】분석된 대보단 관련 도상자료

사료명 소장처 제작 연대 비고

『皇壇儀』단유도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 23년(1747년) 奎 14308. <그림 2-a> 참조

『皇壇增修儀』단유도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 25년(1749년) 奎 14310. <그림 2-b> 참조

동궐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순조 28년(1828년)경 <그림 2-c> 참조

동궐도형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1905~1908년 <그림 6> 참조

창덕궁평면도A 장서각 1911년 추정
창덕궁을 중심으로 창경궁과 종묘를 그린 배치평면도로 창경
원 계획이 반 된 후의 변형된 모습. 대보단을 관통해서 후원
을 도는 도로가 부기되어 있음. <그림 1-a> 참조

창덕궁전도 남대학교 박물관 1915년
후원의 도로가 1911년 배치도와 계획선대로 개설된 배치도.
<그림 1-b> 참조

창덕궁평면도B 장서각 1921~1932년 추정
창덕궁을 중심으로 창경궁과 종묘를 그린 배치평면도. 
<그림 1-c> 참조

대보단의
창설·확장·훼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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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2011: 31).03

효종의 사망으로 북벌의 기세가 꺾이자 조선은 국제

정세에서 더욱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 갔다. 이로써 재조

지은, 대명의리의 명분과 조선중화의식의 기류하에 조

선 지배층은 그들의 현실적 이해04와 맞물려 왕조의 지

배질서가 봉착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재조지은의 코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명

을 추모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숭정제[신종]의

향사가 논의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송시열의 주도

로 민간에서도 숭정제와 명의 마지막 황제인 만력제를

제사 지내고 있었으므로 숭정제의 묘우건립은 더욱 탄

력을 받게 된다. 결국 숙종은 명이 망한 지 일주갑(一週

甲: 60년)을 맞아 숭정제 향사를 위한 묘우건립을 발의

하게 되었고, 숱한 논의와 타협 끝에 건묘(建廟)가 아닌

설단(設壇)으로 조정되어 그해 12월 21일 창덕궁 후원

별대 (別隊營)의 자리에 대보단이 완공되었다. 

당시 단과 유(棒) 외에 별다른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

았는데, 이는 대보단 제향에 황제의 혼령을 상징하는 것

으로 위패가 아닌 지방으로 사용하고 제례가 끝나면 곧

바로 태워버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대보단이 일 년에

한 번 거행하는 제향을 위한 장소일 뿐 사묘(祠廟)와 같

이 평소에 황제의 혼령을 모시는 곳이 아님을 강조한 공

간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숙종 때 대보단은 공간

상징을 최소화05하면서 제례 행위에 의미를 두어, 혼령

이 상존하는 장소인 사묘가 아닌 제향 시에만 혼령이 강

림하는 단의 형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보단이 준공되었는데, 단은 창덕궁 금원의 서쪽

요금문 밖 옛날 별대 의 터에 있었다. 단의 제도는

좌의정 이여의 말에 따라 우리나라 사직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棒)가 있고 장(墻)이 있는데, 담장 높이

는 4척으로서 사직단에 비하여 1척이 높고 사방 넓

이가 25척이며 네 면에 모두 9급의 층계가 있었다.

유와 장의 네 면은 모두 37척이요, 단소(壇所)로부터

외장을 쌓아 행인이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 다. (『숙

종실록』30년 갑신 12월 21일 정해) 

우여곡절 끝에 창설된 대보단이었지만, 설단 후 숙

종은 대보단 친향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조가 즉위하면서 대보단 제향은 활기를 띠게

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실제의 제례를 위한 부

속사가 신축되고 단소 주변이 정비되는 일이었다. 

조 15년(1739년)에는 대보단에 두 채의 신실이 건립되

었고, 동왕 17년(1741년)에는 제향 시 사용될 팔음(八

音)의 악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조 21년(1745년)

에는 임금의 재계를 위한 재전(齋殿)이 단의 담장 밖

동편에 건립되는 동시에 숙종 때 세워진 대보단의 남

문과 중문에 이름을 달아 각각 공북문, 열천문이라 편

액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 25년(1749년)에는 홍무제

와 만력제를 대보단에 추가로 합향할 것이 결정되면서

의례가 조정되고 단소도 확장 증수된다. 같은 해 대보

단 남쪽의 신실을‘향실’로 이름하고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 으며, 단의 동쪽에 신좌(神坐)와 신탑

03 조선중화 의식은 자기 의식화에 가까운 사조 음을 아울러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국제정치무대에서는 철천지원수인 청의 만주족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조
공을바치고책봉을받으면서, 내부적으로만청을‘공공의적’으로규정하는방법으로조선사회의내부단속을강화함으로써기존의왕조지배질서를유지했던것
이다(계승범 2011: 34~35).   

04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대보단 건립을 조명한 연구의 주된 골자는 숙종과 조가 대보단 제향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을 부각하여, 대보단 제향으로 존명
의리의식을군신의리와동일시함으로써왕권강화의수단으로사용했다는것이다. 

05 이욱(2006)은 숙종 때 대보단의 특징을‘공간적 상징의 최소화’로, 조 대의 증수된 대보단은‘결핍된 상징의 보완’으로 규정하여 양자의 공간적 차이를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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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榻)을 보관하는 봉실(奉室)06을 건립하게 된다.07 또

한 대보단의 서쪽 담장 밖에 전사청(典祀廳), 재생소(宰

牲所), 악공청(겦工廳)이 잇달아 설치되어 대보단은 이

전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제반 시설이 완비된 모습으

로 그 면모를 쇄신하게 된다. 이렇듯 조 대에는 명 황

제 3위를 병사하면서 숙종 연간에 갖춰진 대보단의 기

본 골격을 크게 확장하게 되는데, 이로써 대보단은 기

존의 제단 중심의 구조에서 부속사가 완비된 사직단에

구비되었던 것과 같은 공간구성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2). 

지금( 조 25년, 1749년)은 삼황을 병사하게 되어

단유를 넓히고 높여 아홉 계단의 제도로 고쳤으며

신좌와 신탑을 봉안하고, 옛날의 신실을 향실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제사 때에는 향축을 봉안하고, 평

일에는 제기를 보관하도록 하 으며, 변두(頭豆)와

보궤(갢寬)도 더 만들었다. (『궁궐지』만세송은조

「대보단중수후소지(大報壇重修後小굩)」) 

정조는 조의 친행 빈도를 훨씬 웃돌 정도로 친행

에 적극적이었다. 대보단은 중화문화의 정통성을 이어

받아 국제적인 의리를 지키고 도덕적 문화국가를 계승

하 다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으므로, 정조

는 존주의리를 강화하여 시대 분위기의 부정적인 변화

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로 대보

단 제례에 주목하 던 것이다(계승범 2011: 146). 이러

한 취지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 정조는 대보단 옆에 경

봉각(敬奉閣)을 추가하기에 이른다. 경봉각은 명 황제

로부터 받은 조칙들을 보관하는 건물로서, 창경궁 흠봉

각(欽奉閣)과 경희궁 경봉각을 통폐합하여 대보단 왼쪽

의 새 건물로 이전한 것이다. 

경봉각은 대보단의 서쪽에 있는데 황조의 어제(御

製), 어필 및 황조사적(皇朝事蹟)을 봉안하고 있다.

경봉각과 흠봉각은 아울러 조의 어필로 편액하

다. (『궁궐지』경봉각조) 

【 표 2 】대보단의 확장과정

건립연도 내용

숙종 30년(甲申, 1704년) 창덕궁 별대 의 고사(庫舍)를 철거하고 대보단 창설, 숭정제[신종황제] 일위봉안

숙종 31년(乙酉, 1705년) 사자교(獅子橋), 조종문(朝宗門), 집성문(集成門) 건립

조 15년(己未, 1739년) 신실(神室) 2개소 건립

조 17년(辛酉, 1741년) 팔음(八音)의 악기 제작

조 21년(乙丑, 1745년) 재전(齋殿: 순조 대에‘만세송은’으로 개명) 건립과 공북문(拱겗門) 등 편액

조 25년(己巳, 1749년)
홍무제[태조 고황제]와 만력제[의종황제]를 병사(竝祀)하고 대보단 증축함. 봉실(奉室)을 신건하고 신실을 향실(香室)로
개명함. 전사청(典祀廳), 재생청(宰牲廳), 악공청(겦工廳) 건립

정조 23년(己未, 1799년) 경희궁 경봉각(敬奉閣)과 창경궁(欽奉閣)을 통합하여 대보단 경내로 이건하고 경봉각이라 편액함

06 봉실은대보단의동쪽에있는데삼실의위판(位版)을 봉안하고있다(『궁궐지』봉실조).
07 봉실은 신좌(神座)와 신탑(神榻)을 보관하는 곳이다. 향실의 자리에 조 15년(1739년) 신실이란 이름으로 세워졌다. 신실은 일반적으로 신위를 보관하는 공간이

므로 지방을 사용하는 대보단에는 불필요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숙종대 단의 형식으로 굳이 만들었던 것은 신의 거소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으며, 그것은
신실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위가 없었으므로신실이 필요 없었고 제기는 봉상시에서보관하 다. 다만 신좌, 신탑 그리고 황장방이나차장 등은 제기보
다 중하고 운반의 번거로움과 유실의 위험이 적어 단소 주변 이전 가사를 개조한 곳에 보관하 다. 그런데 조 대는 신좌와 신탑의 보관 장소에 신실이라 이름
을붙 다. 조는 이 신실의명칭을통해서사묘의의미를찾으려고했던것이다. 이후 조 25년(1749년) 대보단 증축때이신실을대보단동쪽으로옮겼는데
이때 신실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봉실로 이름을 변경하 다. 그리고 기존의 신실 건물은 향실(香室)이라 이름하여 제기를 보관하도록 하 다. 봉
실은 이전처럼지방을붙이는신좌, 신좌 뒤 병풍처럼세우는신의(神餠), 신좌와 상을 올려놓는식탑을보관하 다. 비록 신실에서봉실로이름이바뀌었지만제
향이끝나면불에태워지는지위(紙位)를 대신하여신좌와신탑이단소곁에서황령의상징물로보관되고있는셈이다(이욱, 200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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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단 향사는 조선의 국운이 누란지세에 처해 있던

고종 후기에 이르러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형편에 부

딪혔다. 동학운동(1894년)과 청일전쟁(1894~1895년)

의 격변을 거치면서 일제의 내정간섭이 심해졌고, 급기

야 을미사변(1895년), 아관파천(1896년)으로 정국이 혼

란한 터라 고종이 예전처럼 대보단 제례를 거행하기 어

려웠던 것이다. 그 와중에 고종은 대한제국 설립을 천

명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더 이상 청이 조선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마당에 굳이 명나라를 숭앙하며

중화의 계보에 자신을 맞추는 대보단의 필요성을 강조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갑오개혁(1894~1896년)이 한창이

던 1895년 1월 14일에 확정된 새로운 사전(祀典) 개혁

에서 대보단의 제례가 폐지되고 환구단의 제례가 새롭

게 등장하게 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대

보단 향사의 폐지와 환구단의 설립이 대보단 제례가 갖

는 존명의리 내지는 중화계승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08 즉, 고종의 칭제는 명의 황통을

잇는 명분을 갖고 있었으며09 청의 종속하에 대보단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 던 논리는 청이 사라질 즈음 고스

란히 환구단으로 전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부터 강조되어 온 목적성이 사라진

대보단은 한일합방 후에 존폐의 위기를 맞는다. 비록

유명무실해지긴 했으나 명 황실을 숭앙하던 기념물로

나마 남아 있던 대보단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대보단은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는데, 여타의 궁궐 전각의 훼철이 불타버

린 궁궐 건물의 복구, 불용시설의 철거나 박람회장의

개발 등 그럴 듯한 명분으로 파괴되었으나 대보단만큼

은 어떠한 이유나 별도의 개발계획에 따른 설명도 없이,

그리고 철거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부지불식

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에 당시 창덕궁의 공간상을 기

록하고 있는 배치 평면도를 통해 대보단의 철거에 관한

시말을 따져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대보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도면은

1911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창덕궁평면도A」

가 된다(그림 1-a). 도면을 보면, 당시만 해도 대보단과

유(棒)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경봉각·봉안각·

제기고 등과「동궐도형」에서 표시가 안 된 찬만대의 형

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도면에서 특이한 점은 훗날

부기(附記)된 것으로 보이는 도로가 그려져 있는 것인

데, 도로는 창덕궁 대보단의 권역을 관통하여 취규정

앞을 지나 창경궁 후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지

도에서 나타난 m자 형으로 굽은 도로는 애써 대보단을

지나게 하려는 조치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서서히

대보단을 철거하겠다는 암시로 사료된다. 

이 도로는 1915년 제작된「창덕궁전도」에서 이미 완

공된 상태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b). 여기서는 유와

담장을 비롯한 모든 부속 건물들이 사라져 있고, 공북

문이 있던 장소 남쪽에 새로운 궁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대보단이 있던 장소에 단의 형상이 채색

되지 않은 채로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아직 대보

단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창덕궁전도」이후 제작된 궁궐 평면도 중 제작시기

가 가장 빠른「창덕궁평면도B」(1921년 제작)에서 대보

단에 관련된 작은 단서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림 1-c), 이 시기에는 이미 대보단 철거가 완료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점

은, 대보단 철거가 완료된 직후인 1921년에 신선원전을

건립하 으며, 그 위치가 대보단지에서 불과 얼마 떨어

08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계승범(2011) 제7장을참조.
09『고종실록』34년(丁酉, 1897년, 대한 광무 1년) 9월 30일(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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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곳에 입지된 것이다. 궁궐 훼철을 통해 조선왕

조의 이미지를 제거·변용하기에 바빴던 일제가 조선

역대 임금의 어진을 모시는 진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짓겠다고 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대보단의 곁

에 급하게 건립을 추진한 것도 여러 가지 의문을 준다. 

사실 신선원전의 건립은 황실 주도가 아닌 일제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제례를 약화시키고 진전

(眞殿)의 축소 및 통폐합할 목적으로 건립된 결과물이

었다. 신선원전은 일제 강점기에 새롭게 건립된 전각들

과 마찬가지로 창덕궁·경복궁·덕수궁의 전각 등에서

부재(剖材)를 옮겨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문

화재연구소 2010: 105). 그렇다면 1921년 갑작스럽게

진행된 신선원전 공사는 당시 일제의 광범위한 궁궐 훼

철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10, 대보단의

석재도 뜯겨서 신선원전과 부속사의 건립에 재활용되

었음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일제는 신선원전 건

축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상의 한일

합방 후 일제에 의한 대보단 훼철은 <그림 1>에서 대략

적인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 기록되어 있는 1911

년 이후 신설된 대보단 권역을 관통하는 m자 형의 도로

와 대보단 양 옆의 어구11는 현재까지 남아 있다. 

1. 공간구성

대보단은 숙종 30년 12월 31일 창덕궁 후원의 별대

자리에 완공되었으나 조 연간에 대대적인 증수의

과정을 거쳐 단이 확장되고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이 신

축되었다. 정조 23년(1799년) 경봉각을 대보단 서쪽 모

퉁이에 짓고 명나라에서 온 칙서와 어필을 모두 옮겨

왔는데 이로써 대보단역의 공간구성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동궐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보단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는「동궐도」를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배치를

살펴보겠다.

1) 단유(壇棒)  역

(1) 중축배치와 양유(겱棒)구조

대보단의 전체 권역에서 단소를 중심으로 배치특성

을 살펴보면, 공북문, 열천문, 신로, 9급의 계단, 홍살문

및 제단이 중축선상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궁궐, 단묘, 왕릉, 강학공간 등에서는 축선

10 신선원전의 수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연륜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경복궁 건물 연대와 같은 시기의 부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지붕 가구에 있는 화반,
첨차 등이 서로 상이한 양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은 다른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부재를 수습하여 재사용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114). 

11 단, 동측 어구의경우고종연간에수축된것으로여겨지며, 답사를통해살펴본결과근래에보수된흔적이역력했다.

대보단의공간특성

【 그림 1 】일제강점기 대보단의 훼철과정

a

a. 창덕궁평면도A 
(출처 : 장서각 2009: 12)

b

b. 창덕궁전도
(출처 : 남대학교박물관 1998: 215)

c

c. 창덕궁평면도B 
(출처 : 장서각 2009: 16)

d

d. 현상태
(출처 : http://lo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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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통해 질서정연함, 방정함과 위엄을 명확하게 드

러내는데, 대보단도 축선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통일감

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경관변화를 주도록 설계되었

다. 우선, 대보단에서는 종적인 축선을 권역의 중간지

점을 관통하게 하고, 중축선상에 위치한 주요 분기점에

서 횡축선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공북문 양옆에 붙어 있

는 6칸의 익랑, 열천문 좌우에 대칭적으로 식재된 낙엽

교목, 대보단의 정방성과 홍살문, 계단의 대칭성 그리

고 봉실과 경봉각이 동서에서 대응되는 비대칭 균형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로가 끝나는 지점의

계단에서 서쪽으로는 1개소의 계단이 있지만 동쪽으로

3개소가 존재하는 점은 이용을 고려하되 시각적으로

좌우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대보단은 대·중·소사의 제단 중에서 중사단

급의 단묘에서 사용되는 양유(겱棒)로 구성되어 있다.

유(棒)는 단과 함께 단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의 권역을 말할 때 단과 유를 합하여 단유(壇棒)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유의 개념은 조선시대

a

a. 황단의 단유도설

c

c. 동궐도 부분

b

b. 황단중수의 단유도설

【 그림 2 】대보단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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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래의 연구에서도 단을 둘러싼 담장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을 주었다. 유는 행례가 이

루어지는 마당으로서, 유의 내부는 등가(登歌)·헌가

(軒架), 일무, 제관, 참례자 등이 위치하는 제례의 공간

이 된다. 

사료에서 유에 대한 정의를 기록한 용례를 찾아보면,

『세종실록』의 세주에서“유(棒)는 낮은 담이 있는 단이

다. 정단(正壇) 밑에 미단(珷壇: 낮은 담이 있는 단)을 만

든다.”12고 하여 단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담장 내부의

공간을 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송시열은“유(棒)자를

『운서(韻書)』에는 다만 제단으로 해석하 는데 아마 잘

못인 것 같다. 유는 제단 바깥의 층계[壇外之層]이니,

『주자대전』68권 35판(板)의「사단설(社壇說)」에 자세

히 있어서 참고하여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유를 주위의

담장[周圍之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3라

는 탁견을 제시하여 유가 단을 둘러싼 담장이 아니라 단

과 낮은 담장 사이의 마당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

를 대보단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열천문 안쪽은 대보단

과 유원(棒垣: 유를 둘러싼 담장)이 있는 높은 석단 위

내유(內棒)의 공간과 경봉각, 봉실, 신로·어로 및 판위

가 있는 외유(外棒)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제(壇制)

『숙종실록』에서 초축 대보단의 단제는 조선의 사직

단을 전범으로 하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직단에

서 끌어온 제도는 단의 한 변을 2장 5척으로 하는 것과

유(棒) 형식을 양유로 한 것뿐이고, 단의 높이가 4척으

로 축조된 것, 9급의 층계를 둔 점과 획정된 유의 규모

는 한양 사직단과는 이질적이다. 먼저 4척의 단고(壇高)

는 사직단의 높이에서 1척을 더했다고 하지만, 중축 시

1척이 더 높아진 5척으로 조성됨에 따라 오히려 명(明)

의 사직단과 같아졌다(표 3). 게다가 중축 후에는 3황의

신좌를 병렬로 세움에 따라 단의 규모도 동서로 14척,

남북으로 5척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축조된 가로

39척·세로 30척이란 단의 수치는 특별한 상수적 의미

보다는 지형의 형편에 맞춘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초축 대보단의 유의 너비가 한 변이 37척으로

단의 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했다. 그러나 중축 시 기존

유의 역이 단으로 덮이고, 유의 너비도 남북 9장 4척,

동서 10장 3척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

【 표 3 】대보단에 관련된 제단의 규격

단 명

단의 규격 ( 조척) 내유의 규격 (주척)

비 고
한 변/지름 높이 폐(陛)·

급(級) 한 변 원장 높이

명 사직단 5丈(주척) 5尺(주척) 5級(주척) 30丈 5尺 『명집례』

한양 사직단 2丈 5尺 3尺 3級 25步(15丈) 3尺 『사직서의궤』

초축 대보단 2丈 5尺 4尺 9級 3丈 7尺 4尺
『숙종실록』30년 갑신 12월 21
일(정해); 『황단의』

증축 대보단
가로 3丈 9尺
세로 3丈

5尺 9級
남북 9丈 4尺, 동서 10丈 3尺
(유과 단의 거리는 동서로 각 3丈
2尺, 남쪽은 4丈, 북은 2丈 4尺)

5尺추정 『황단증수의』

12『세종실록』12년(庚戌, 1430년) 2월 19일(庚寅) 
棒, 務, 欺壇也, 正壇下作務壇也.

13『송자대전』제101권 서(書) 
棒字韻書直以壇解之. 恐失之. 棒蓋壇外之層. 詳在朱子大全六十八卷之三十五板社壇說. 可考而知也. 今所謂棒

。
以周圍之墻當之. 失之矣.

(„fi¨› 18)`⁄¿ `ł  2013.4.19 5:49 PM  ˘ ` 326   G4-150 ¡»  ˙`‚ ¯˝



327 ● Jung, Woo Jin 창덕궁 대보단(大報壇)의 공간구성과 단제(壇制) 특성에 관한 고찰

장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외유의 축소를 동반하

는 일이었을 것이며, 단유 규모의 확장을 통해 대보단

의 권위를 한층 고취시킨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사직단의제도를모방하여단의높이는 4척

으로, 사단의 높이에 1척을 더한 것이다. 단의 한 변

은 25척이고 벽돌을 쌓았다. 네 방향으로 계단을 놓

았고 각 9층계이다. 사면에 유가 있는데 안에 유원을

둘 고 또한 각 37척이다. 원의 밖에 또한 3층의 섬

돌을 설치하여 둘 다. 단의 북쪽에는 요소를 설치하

는데서쪽끝에석함을만들었다. (『황단의』단제)

(3) 내유(內棒)

대보단 내유의 공간은 아홉 단[陛]의 섬돌로 쌓아 올

린 석단 위에 조성되어 있다.14 계단 1급(級)은 석단의 1

폐(陛)와 동일한 높이로 쌓았는데, 이는 여타 제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폐와 급이 같은 규격을 갖고 있어

9폐·9급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

단과 출입구는 유의 사방으로 뚫려 있어 사출계(四出

階)의 형식이 되며, 유의 둘레에는 벽돌과 기와를 얹어

만든 담장인 원장(垣墻)이 있으며 원장 각 면의 중심에

홍살문이 서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단의 북쪽에 2개의 예감(无坎)이 나타

나고 있는데 축판, 폐백을 묻는 축폐석(祝幣石)과 예모

혈(无毛血)하는 모혈석(毛血石)이 그것이다(그림 3).

제례공간에서 예감의 위치는 단의 북쪽에 위치하는 것

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대보단의 경우는 사직단과

같이 내유 안에 2개소의 내감(內坎)을 만들었으나 외유

에 있어야 할 외감(外坎)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단과 내유는 모두 전돌로 포장되어 외유의 박석포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외유와 내유 간의 위차(位差),

홍살문 그리고 방형 대칭구조로 인하여 성소(聖所)로서

의 권위와 질서가 부여되고 있는 것도 내유 공간의 특

징으로 지적된다.

지금은 단을 증수하여 그 제도가 높이 5척, 가로 너

비가 3장 9척이고, 세로 너비는 3장이다. 유의 너비

는 동서로 각 3장 2척, 남은 4장, 북은 2장 4척이다.

【 그림 3 】중수 대보단의 축폐석과 모혈석

a

a. 동궐도

b

b. 황단증수의 단유도설

14 대보단은 구릉지에 단소를 정하여 단유가 들어설 평탄지를 확보하려면 인위적으로 정지해야 되므로 유가 바닥보다 높이 돋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2성으로이루어진중국방구단의단제와매우유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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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북쪽 끝에 2개의 감(坎)을 설치했다【금상 기사

( 조 25년, 1749년)에 편액하 다】. …(중략)… 석

물【하나는 동쪽에 있어 모혈(毛血)을 태우고, 하나는

서쪽에 있어 축폐(祝幣)를 태운다】. (『황단증수의』

단유도설)

(4) 황장방(黃帳房)

대보단 제향 시 설치되는 임시시설로 단 위에 장막

으로 집을 만든 황장방이 있다. 황장방이란 황색 지붕

에 앞면만 열려 있고 삼면에 장막이 내려진 방 모양의

막차를 말한다. 이 방 안에 황룡이 새겨진 신탑(神榻)을

놓고 그 위에 황지방(黃紙頓)을 붙이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데, 뒤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병풍인 신의(神

餠)를 두게 된다(그림 4). 이러한 황장방은『명회전(明

會典)』의 도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인데15, 신위가 다수

일 때 한 개의 신탑과 신좌를 사용하는『명회전』환구

제 신좌(그림 5)와는 달리 동당이실(同堂굋室)을 적용

하여 삼위가 각각의 신탑과 신좌로 구성되었다. 『명회

a

a. 정위신좌도 b. 배위신좌도 c. 동이단(東二壇)

【 그림 5 】명회전에 수록된 신좌도 (출처 : 『명회전』82권 교사2)

cb

【 그림 4 】황장방과 내부의 의물(儀物) (출처 : 『황단의』『황단중수의』)

a

a. 신종 단향시 황장방

b

b. 삼황병향이후의황장방

c

c. 신좌(神座)

d

d. 신의(神餠)

e

e. 신탑(神榻)

15『숙종실록』30년(甲申, 1704년) 12월 21일(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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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수록된 신좌도를 보면, 대보단의 황령을 위한 신

좌는 황천상제(皇天上帝)의 배위에 위치한 태신주(太

神主)의 도식(그림 5-b)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5) 외유(外棒)

『동궐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유의 공간은 북으

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3단의 석단으로 이루

어져 있고, 단의 북쪽에는 후면의 경사를 처리하기 위

한 구조적 시설로서 2단의 석계가 나타난다. 앞서 확인

했듯이, 대보단 내유의 공간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강

한 정형성을 공간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외유의 석단

과 부속건물은 비대칭적 균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봉각과 봉실의 대응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따져보면, 봉실이 조 연간에

먼저 건립된 상태에서 건물의 형태와 규모가 전혀 다른

경봉각을 정조 23년(1799년)에 추가하게 되어, 봉실과

의 동서 균형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열천문 북쪽의 포장되지 않은 공터를 보

면, 중축선상에 위치한 신도(神道)와 직각으로 굽은 어

로(御걟)가 나타난다. 어로에서 꺾이는 부분에는 방형

의 판위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제례공간에서 나

타나는 보편적인 위치와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조

21년 증축공사 시 만들어진 것16이며, 『황단의·단유도

설』에 나타난 판위는 어로와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

져 있다.17

(6) 열천문 밖과 외장(外牆) 

열천문 밖은 임금의 망배례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

으며 제례 시 품계가 낮은 관리들이 반차(班次)하여 서

있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전돌과 박석으로 포장된 외유

의 공간에 비해 열천문 밖은 지대가 낮고 포장이 없는

공터로 조성되어 공간적 위계로 볼 때 가장 하위의 장

소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열천문은 삼문의 형식과 6

급 이상의 층계 그리고 양 옆의 높은 담장으로 인해 그

권위가 강조되어 있고, 열천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권위

와 엄숙함으로 나아가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도록 조

성되어 있다. 이것은 열천문에서부터 단에 이르는 동안

의 점진적인 위계상승에 의한 효과로 해석되며, 중축선

상에 위치한 요점지의 강조와 전저후고의 기존 지형을

십분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궐도」에 나타난 열천문

밖 공간에는 향실, 수직관직소의 건물과 제정(祭井)이

나타난다. 제정에는 원형(圓形)의 우물모양을 따라 둥

근 담장이 쳐 있고 담장 북쪽에 홍살문이 서 있어 성소

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 있다. 식물요소로는 열천문 좌

우에 활엽교목이 대칭식재되어 열천문의 중심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수직관직소 앞에 방형의 식수단 위에

식재된 소나무가 있는바, 제례공간의 특성상 식재를 최

소화하면서 소수의 식물소재를 적절히 강조하여 단조

로운 경관에 변화를 가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종문 서쪽에 어구를 건널 수 있는 석판교 3개

가 나타고 있는데, 『궁궐지』에서는 다리 밑에 사자형상

을 한 바위가 있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숙종은 다리 이

름을 사자교(獅子橋)라 명명하 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리가 이루어진 뒤에 내가 직접 가보니 작은 바위

하나가 다리 왼쪽에 엎드려 있었는데 흡사 사자가

돌아보는 형상과 같았다. …(중략)… 이에 석공을 불

16『 조실록』21년(乙丑, 1745년) 3월 5일(丁丑). 
17 숙종 때의 판위는 어로의 꺾인 지점에서 보다 떨어져 있었으며 크기도 작았으나 증축 시에는 판위의 크기가 확장되고 위치도 어로와 붙어 있게 되었다. 판위의

위치와 형태의 변천을 다룬 연구가 없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변형은 판위 밖이 흙마당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임금이 흙을 밟지 않는 동선
을거치도록한배려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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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그 형상에 준하여 다듬게 하고 다리를‘사자교’라

명명하 다. (『궁궐지』만세송은조「사자교소기(獅

子橋小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상과 같은「동궐도」

상의 외유와 외장의 모습이「동궐도형」에서는 다소 변

형되어 있다는 것이다. 『황단중수의』나「동궐도」에서

나타난 대보단 권역은 직방형으로 구획되었으나「동궐

도형」에서 나타난 모습은 외유의 동남쪽 일부 공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그림 6). 이 밖에도 변형

된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열거하자면, 열천문 동쪽

외장의 길이가 더 짧아졌고 동쪽 석단의 상하 3개소의

계단이 보이지 않는다. 신도와 어로는 이미 철거되어

있으며18 단에 오르는 계단도 단 남쪽의 것밖에 남아 있

지 않다. 또한 수직관직소 서쪽의 담장이 사라진 점, 공

북문이 보다 서쪽으로 이건되어 조일문과 대응을 이루

고 있는 점 등은 대보단의 물리적 쇠퇴를 보여주고 있

다(그림 6). 

이러한 변형의 원인을 추정하자면 대보단 동쪽에 있

는 어구와 연관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어구의 물길이 조정됨에 따라 외장의 변형이 불가피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

궐도형」에 나타난 어구의 물길은 다분히 고종 연간으로

추정되는 어느 시점에 있었던 대대적인 후원의 정비공

사에 의해 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대보단 권역

의 남쪽까지 어구가 들어옴으로써, 직방형이었던 대보

단의 외장은 변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외장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림 1-a>

에서 제시된「창덕궁평면도A」의 대보단 외곽이 다각형

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동궐도형」제작 이후 또 한

번의 변형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살펴보면, 대보

단의 서쪽 외장은 어구의 물길과 평행하도록 수축되었

고, 동쪽은 아예 어구 너머로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로써 대보단이 갖고 있었던 직방형의 공간외형은 사

라지게 되었으며, 외장의 변형 직후 대보단은 철거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2) 재전(齋殿) 역

(1) 만세송은(萬世誦恩)

만세송은은 임금이 매년 3월 황단에서 제사 지낼 때

재계하는 어재실이다.19 조 21년(1745년) 건립될 당

시의 명칭은‘재전(齋殿)’이었으나 순조 11년(1811년)

‘만세토록 은혜를 칭송한다’는 뜻의‘만세송은’을 어필

로 편액하 다고 전한다.20

「동궐도」를 살펴보면 만세송은은 동쪽의 집성문, 남

쪽의 명례문, 서쪽의 조종문과 숭문 등 5개의 문과 궁

18 동궐도형에서인정전앞에어도(御道)가 표현되어있는것으로보아대보단신도의부재는멸실된것으로해석된다. 
19“만세송은은조종문밖에있는데바로어재실을말한다.”(『궁궐지』만세송은조).
20『궁궐지』만세송은조.

【 그림 6 】동궐도형에 나타난 대보단
(점선은 변형 이전의 대보단 권역을 추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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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재전 동쪽과 남쪽으로 문

이 뚫려 있으며, 담장 안에는 단풍나무, 소나무와 소량

의 화관목이 나타난다. 담장 동쪽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고 석교도 나타난다. 만세송은의 남쪽으로는 방형의

지당이 보이는데, 재계 시 조종문 안쪽 공간을 산책하

며 관상할 수 있는 수경시설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만

세송은을 둘러싼 공간은 숲을 형성하고 있어 재전에 걸

맞게 조용하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재전의 입지는 조와 호조판서 서종옥(徐宗

玉)에 의한 것으로서, 본래 외유의 공간 중에 세 칸 집

을 지으려 했으나 재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조종문

밖에 조용하고 넓은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재실의 건립에는 좌향은 축(丑)방을 등지고

미(未)방을 바라보는 축좌미향(丑坐未向)으로 방위를

정하고, 규모를 3칸에 기단도 2층을 넘기지 않는 간소

한 구조로 하 다. 그런가 하면, 재실의 남문은 임금이

이용하고 동문은 세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담

장 높이도 협연(挾輦)의 이용을 전제로 낮게 쌓았다고

하여, 재실의 공간구성이 이용자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이용중심으로 이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21

(2) 한려청(漢旅廳)

한려청은 한려를 맡은 관아를 뜻한다. 한려란 정조

14년(1790)에 한인아병(漢人牙兵)을 개명한 이름으로

서,22 명나라 사람의 자손 중에 무관을 지낸 사람을 돌

려가며 대보단에 번 들게 하던 군대를 칭한다. 『동국여

지비고』에서는 한려의 기원에 대해서 효종이 심양에서

돌아올 때 여덟 성씨의 한인들이 배종하 다고 하는데,

그들의 자손들로 편성된 군대를‘한려’라 칭한다고 전

하고 있다.23「동궐도」에 나타난 한려청은 주요 관문이

되는 명례문과 조종문을 끼고 입지되어 있다. 식물요소

로는 한려청 동쪽에는 화관목이 군식되어 있으며 서쪽

으로는 사양(斜陽)을 막아주는 기능식재로 녹음수가 나

타난다. 

3) 전사청(典祀廳) 역

대보단 서쪽 담장 밖 산록에는 전사청 역을 구성

하고 있는 전사청·재생청·악생청의 세 건물이 있다.

모두 조 25년(1749년)에 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건립 직후 제작된『환단증수의』에

서 전사청 5칸, 재생청 2칸, 악생청 4칸이라고 기록한

것은「동궐도」에 나타난 바와 동일하다. 전사청은 대보

단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5칸 중에서 1칸만 관청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4칸이 허청(虛廳)인데, 이 네 칸은 제물

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고 본다. 단 서쪽에 협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사청에서 만들어진 제물은 어구의 다리

를 건너 이 문을 통해 옮겼을 것이다. 재생소는 2칸짜리

허청으로서, 제물로 쓸 희생(犧牲)을 두는 곳이다. 제물

로 화덕(火德)을 숭상하는 황조의 상징성을 부각하여

성우[浬牛: 붉은 소]나 붉은색과 가까운 황우(黃牛)를 썼

다는 기록24이 있는바, 이곳이 붉은 소를 매어두는 헛간

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사청은 5칸, 재생청은 2칸이고 악생청은 4칸인데

단의 서쪽 담장 밖에 있다【이상은 금상 기사( 조

25년, 1749년)에 지었다】. 재전 3칸은 조종문 밖에

있다【금상 을축년( 조 21년, 1745년)에 지었다】.

21『 조실록』21년(乙丑, 1745년) 3월 5일(丁丑). 
22『정조실록』14년(庚戌, 1790년) 3월 19일(己亥).
23 또한이들은훈련도감중훈국(訓局)에 소속되었고, 지휘체계는용호 이나진무 의제도를따랐다고한다.
24『숙종실록』30년(甲申, 1704년) 12월 21일(丁亥); 『 조실록』17년(辛酉, 1741년) 2월 27일(壬戌); 『 조실록』21년(乙丑, 1745년) 3월 9일(辛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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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증수의』단제)

재생소의 남쪽에는 4칸의 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악생소이다. 이 역시 건물의 형식이 허청인 것으로 보

아 악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아니었을 것이며, 우천시

악기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사료된다.

황단의 악기는 산천 제사에 쓰는 아악기를 임시방편으

로 사용하던 것을 조 17년(1741년) 9월에 새롭게 제

작한 것이며, 평상시에는 공북문 좌우 익랑의 누상고

(걹上庫)에 보관했다.25 그러나 악생소는「동궐도」에서

는 보이지만「창덕궁평면도A」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

아, 고종 때에 이르러 대보단 제향의 의미가 그만큼 약

해져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2. 사직단과의 동질적 요소

대보단 창설 시“우리나라 사직단을 모방하여 유

(棒)와 장(墻)이 있다”는 기록과 같이 단의 역 내의

공간구성과 부속건물의 배치는 전혀 새로운 제도로 건

립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전상의 전범으로 고착된

단제를 융통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이를 명확히 구명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양 사직단[사직서] 일원의 공간구

성을 살펴봄으로써 대보단에 적용된 공간개념을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양 사직단의 유형적 모습을

배치도 형식으로 그린『사직서의궤』의「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을 토대로 사직단에서 차용된 제도를 도출

해 보고자 한다. 

<그림 7>은『사직서의궤』의「사직서전도」에「단유

도설」을 포개어 본 것이다. 천신이나 인귀(人鬼)의 제

사가 북쪽을 상위(上位)로 두는 반면, 사직단 제사는 지

기(地祇)를 그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사직단은 남쪽을

상위로 하게 되고, 그림은 남방이 위가 되도록 작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사직서는 크게 세 공간

으로 구분된다. 왼쪽부터 안향청, 악기고, 부장직소, 악

공청 등이 있는 공간과 사직단, 신실이 있는 단유의 공

간 그리고 수복방, 잡물고, 전사청, 재생청 등이 모여

있는 공간이 그것이다. 이 세 공간 역을「동궐도」에

대입하여 보면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안향청이 있는 역은 유 아래의 왼쪽

에 위치해 있다. 안향청의 좌우에 위치한 월랑은『춘관

통고』에 수록된「금의사직전도(今儀社稷全圖)」에서

‘집사방(執事房)’으로 표기되어 있어 제관들의 공간임

을 알 수 있다. 대보단 향실의 경우는 향축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안향청과 기능이 같으며26 사직단과 같이 단

하위의 왼쪽에 치우쳐 있으나 담장을 둘러친 점이 특이

하다. 이러한 점은 향실이 본래 신탑, 신좌와 상탁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신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으므로

청국과 마찰이 생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구조로 사료

된다. 

대보단 향실 아래 5칸의 수직관직소는『황단의·단

유도설』에서‘천조관방·헌관방·주[부엌]·수직내관

방’이라는 설명이 기입되어 있고, 『황단증수의·단유

도설』에는‘향관방·내관방’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

아 평소에는 대보단을 수직하는 내관이 사용했겠지만

제향 시에 향관(享官)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사직단 안향청 앞에는 식수단

에 식재되어 있는 반송이 보이는데, 대보단 수직관직소

앞에 이와 유사한 반송 한 그루가 나타나는 점도 사직

단의 공간구성을 대보단에 적용시키려 했던 노력을 읽

을 수 있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대보단의 향실

25『 조실록』17년(辛酉, 1741년) 9월 6일(戊굪).
26 안향청은 숙종 27년(1701년) 중건 이후로 친향 시 어제실이나 경숙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원 기능은 전각명과 같이 향축을 비롯한 제례에 관련된 주요한 의

물의보관장소 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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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직관직소는 사직단 안향청 및 좌우 월랑의 공간과

유사점이 도출되며, 특히 정선이「사직단노송」을 그릴

정도로 명물이 되었던 사직단의 반송을 대보단에서 그

대로 재현하려는 조 방식에서도 두 제단 간의 동질성

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단유의 공간을 비교해 보면, 사직단과 대

보단은 내유와 외유로 구성된 양유(겱棒)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양유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여타의 중사단(中祀壇)27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형식과

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중사단인 풍운뇌우산천성황

단·선농단·선잠단에서 보이는 양유는 단이 상위에

치우쳐 있고 그 아래에 제례에 참여하는 헌관 등의 인

원과 등가, 헌가, 일무가 자리한다. 이러한 중사단에서,

내유에는 단이 위치해 있고 등가가 배치되는 역이 되

며, 외유는 등가 및 참례자가 반차(班次)에 따라 늘어서

있는 공간이 된다(그림 8). 반면에 사직단은 외유 내부

에 내유가 있고, 단은 내유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형

식인데, 대보단이 차용한 양유의 형식은 풍운뇌우단이

아닌 사직단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직단 신실의 배치 또한 대보단에 그대로 반

되었다. 대보단에서 신실의 위치는 여타 단묘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인 위치와 동일한 것이겠으나, 숙종 때

초설된 대보단의 신실은 중문[열천문] 밖에 건립되었다.

조 25년(1749년)에는 이 전각을 향실로 개명하고, 새

로운 신실을 봉실(奉室)로 명호(名號)를 지어 단 동북쪽

모퉁이에 새롭게 세웠는데, 이로써 사직단의 신실 위치

와 유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찬만대와 예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보단 봉실

【 그림 7 】「사직서전도」와「단유도설」을 합친 그림. 그림의 아래가 북쪽임. (출처 : 『사직서의궤』)

27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악해독단, 채상단등조선시대중사단에준용된제단의제도는풍운뇌우단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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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는 제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인 찬만대(饌茶

臺)가 있다. 사직단에서 찬만대는 단의 상위 방향으로

외유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보단에서는 외유 밖이

출입이 제한된 후원이 되므로, 사직단의 위치를 따르되

외유 안에 설치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감(无

坎)의 위치는 사직단과 대보단 모두 단 북쪽에 설치하

는 전례를 따랐다.28

사직단의 세 번째 역인 전사청과 재생청 등이 있

는 공간은 제사에 쓸 음식을 만들고 제기 등의 제사용

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사직단에서 이들은 단의 상위를

기준으로 우측에 배치되었으나 대보단은 우측, 즉 동쪽

의 공간이 후원인 탓에 단의 서쪽에 제향과 관련된 기

능전각을 일괄 배치한 특징이 있다. 

대보단에서 단소를 보살피는 인원이 기거하는 수복

방의 배치도 사직단의 형식을 따랐다. 사직단에서는 수

복방이 상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보단의 경우

외에 명나라 후손들을 관원으로 하는 한려청이 단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 사직단의 배치와 어느 정도 동

일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

물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

입 제한으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배치가 사직단보다 쇄신된 면모를 보인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대보단은 사직단의 공간구성을 기본으로 하

되 지형 상황에 맞게 조성된 특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단유의 구조에 표출된 황명제(皇明制)

대보단 향사는『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등

과 같은 조선의 사전에 등재된 제례가 아니었다. 단을

28 사직단의 예감(无坎)은 세종 16년(1434년)에 단 북쪽 외유 안에 설치하 으나 성종 2년(1471년)에 예감의 위치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주자의「사직단설(社稷
壇說)」에 의거하여내유안에다시설치하 다. 그러나 기존의예감이철거되지않아, 이를 내감과외감으로구분하여부르게되었다. 대보단은애초에내유안에
2개소의예감을팠고, 축폐석과예모석으로그기능을세분하여운 하 다.   

a

a. 풍운뇌우·산천·성황단도 (출처 : 춘관통고)

b

b. 채상단도 (출처 : 친잠의궤 奎 14543)

【 그림 8 】조선시대 중사단의 양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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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때 사용된 공간 형식도 제후국에서 황제를 제사

지내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전례가 없는 독특한 논리가

사용되었다. 대보단의 창설과 중건 때 표방한 단제(壇

制)는 한결같이 사직단의 제도를 준용하여 설단하 다

는 명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보단에 녹아

들어 있는 단제는 하늘·땅을 제사 지내는 교천단(郊天

壇), 방구단(方丘壇)이나 중국 사직단의 공간 논리와 유

사했다. 주지하듯, 조선시대에는 제후가 교천하는 것은

‘참람한 예[僭禮]’로 규정되어 국초에 원단이 철폐된 이

후로 교사(郊祀)의 제도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대보단

의 수치적 형식은 천자국의 예제와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목해, 대보

단의 공간구조에 녹아 있는 황제성(皇制性)을 읽어내

고, 대보단의 구조에 표출된 명나라의 교천단과 방구단

[방택단] 및 명 사직단의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천(郊天) 요소의 이입

애초에 숙종이 의도했던 묘우 건립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논란 끝에 숙종 30년(1704년) 대보단의 건립

이 결정되자, 곧바로 예조참판 김진규는 제단의 규모와

형식을 임금 앞에서 품정하 다. 이때 숙종이 보고받은

대보단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보단의) 너비는 우리나라의 사직단에 의하여 사방

25척으로 하고, 높이는 중국의 사직단에 따라 5척으

로 하고, 단폐(壇陛)는 땅에서 단면(壇面)에 이르기

까지 통틀어 아홉 계단[級]으로 하고, 등가·헌가는

한결같이 사직단의 제도를 본받고, 제물의 품식은

명조(明朝)의 의식을 준용하고, 제기는『집례(集禮)』

의 도식에 의거하고, 신좌(神座)인 황장방(黃帳房)은

『회전(會典)』의 도설에 의거하고, …(하략)… (『숙종

실록』30년 갑신 10월 14일 신사) 

이를 보면, 대보단의 평면상은 한양 사직단과 동일

한 모양으로 규격도 한양 사직단의 형식을 준용하고 있

다. 그러나 입면적 모습은 전혀 달랐다. 사직단이 단지

3폐의 섬돌로 계단을 삼고 높이도 3척인 데 반해, 대보

단은 9급의 계단에 높이도 5척인 것이다. 9급은 하늘 제

사에만 쓸 수 있는 계단의 형식으로 명나라 환구단은 2

성(成)에 성마다 9급의 층계를 두고 있다.29 따라서 대

보단은 1성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명 환구

단과 같이 9급의 층계를 사용하는 파격적인 형식을 보

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보단의 유(棒)는 하층

의 석단에서부터 9급의 계단 위에 존재하고 있고, 하층

의 석단도 신로에서 몇 급의 계단 위에 존재한다. 이렇

듯 대보단의 전체적인 형식은 석단과 유의 구조로 인하

여 사실상 2성 혹은 3성을 취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조

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의 혐의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숙종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으로, 다음의 예조판서 이이명(李蓬命)과 숙종의 대화

에서 조선의 제도와 명황제 섞어 사용한 대보단의 반박

(斑駁)30된 점이 삼대의 천명을 후대의 나라가 이은 것

을 전거로 합리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제도를 그

대로 차용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황단제사에 우리의 예절과 중

국의 예절을 섞어 사용하므로 반박(斑駁)을 면치 못

합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는 천명이 이미 끊

어졌으나 오히려 그 예절을 기(杞)나라와 송(宋)나라

29『明集禮』卷1 吉禮 第1 「祀天」.
30 반박(斑駁)은 여러빛깔이한데뒤섞여서아롱지어있는상태나모양을말한다. 또는 색이같지않고서로다른상태를지칭한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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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썼으니, 은나라와 주나라의 뜻은 후하다고 이를

만한데, 더구나 우리나라가 황조에 대해서이겠습니

까? 『대명집례』중에 의식 절차가 비록 구애됨이 있

어 국속(國俗)에 불합하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중국

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숙종실록』32년 병술 2월 27일 병진) 

그런가 하면, 대보단의 단제뿐만 아니라 제의(祭儀)

에서도 천자례가 준용되었다. 이러한 전례는 없었으나

당시 숙종과 신하들은 이를 대체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보단 제향 시 사용되는 제

기와 의물, 행례의 절차, 음악과 황장방의 사용 등에서

제후례와 천자례가 뒤섞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정언(正言) 홍 (洪泳)이 이러한 점을 문제 삼자 호조

참판 김진규(갏鎭圭)는 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대보단에 천자의 제도를 쓰는 것이 불가할 것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천자례의 격식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층계를 9급으로 정한 것은 이 단에 천자의 제도를 쓰

고자 하는 바이니, 이것은 본디 불가할 것이 없으며,

더군다나 원구의 계단이 9급인데, 홍 이 어찌 제천

을 이끌어 비유하여 9급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

하는 것입니까? 제후로써 천자를 제향하는 것은 그

예가 지극히 중대한데, 어찌 의물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의물을 갖춘다면 또 어찌 실(室)을 쌓

아서 이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숙종실

록』30년 갑신 11월 12일 무신) 

한편 대보단이란 단의 이름에도 교천(郊天)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피상적으로‘대보’는 임진왜란 때 군대

를 보내 조선을 구원해준 이른바 명나라와 신종 황제의

재조지은에 대한 보은을 의미하지만, 용어의 이면에는

조선중화의 상징성이 작동하고 있던 것이다. 조선중화

사상은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담론이 되겠으나

그와 유사한 문화적 자부심이나 비슷한 사조가 크게 유

행하여 정치계·사상계·문화계·지성계의 주류를 형

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조선 지배층의 의

식구조에 자리 잡은 조선중화의 자부심은 대보단을 설

계할 때 천자의 제도를 끌어와 사용하도록 유도하 으

며, 나아가 의식적으로 중화가 된 조선은 대보단의 형

식을 통해 천자례를 모방한 제단과 제의를 가질 수 있

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보단의 건립을 논의할 때에는 청국의 시선

을 고려하려 황단이라는 임시 명칭 이외에 특정한 단호

(壇號)을 걸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

던 숙종 30년(1704년) 11월에 호조참판 김진규는 단의

호칭을 내걸지 말자고 하는 기존의 의견에 반대하여,

제단에 호칭이 있어야 표지할 수 있고, 역대 사전(祀典)

상에 단에 호칭이 없던 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단호를

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 다.31 이에 원구(珤丘)의 이

명인‘태단(太壇)’이나 교천의 뜻을 모방한 뜻을 지닌

‘태단(泰壇)’이란 용어가 거론되었으나, 얼마 뒤 대제

학 송상기는 제단의 이름을 우이정 이유(李濡)가 제시

한‘대보’로 정하여 올리게 된다. ‘대보’란『예기(禮

記)』「교특생(郊特牲)」의“교(郊)제사는 긴 날[冬至]이

이르는 것을 맞이하는 제사이다. 하늘의 은혜에‘크게

보답[大報]’하는 것이며 태양을 주신(主神)으로 한다.”32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서, 교천의 뜻이 역력한 명

칭이 된다. 

31『숙종실록』30년(甲申, 1704년) 11월 7일(계묘); 11월 12일(戊申); 11월 14일(庚戌)의 기사참조.
32 郊之祭也. 迎長日之至也. 大報天而主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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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기가 대보(大報)란 두 자로써 정해 올렸는데,

‘대보’란『예기』「교특생」에서 나온 말로서 역시 교

천의 뜻이며 겸하여 보덕(報德)의 뜻도 있으니, 의의

가 모두 합당하 다. (『숙종실록』30년 갑신 11월

25일 신유) 

그러나 이것이 교천이 되었든, 교천을 모방한 뜻이

었든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 행해서 안 되는 참례가

되므로 분명 문제시 되었겠지만, 대체로 용인되는 분위

기가 형성된 점은 의문시 된다. 이러한 점은 조 연간

에 의정을 지낸 김재로의 말에서도 지적된다. 그는

숙종 당시에 교천의 예를 끌어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의 은덕이 크니 제천의 이름을 써도 무방하며, 대

의를 취한 것일 뿐 제천의 예를 바로 사용한 것은 아니

었다는 모호한 논리로 회고하 으나,33 여전히 대보단

향사의 의지가 완고한 임금과 이에 동조하는 신하들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 음을 알

려주고 있다.

한편 대보단의 창설 과정에서 제시된‘대보단을 묘

(廟)로써 하지 않고 단(壇)으로 한 것은 교천의 의미를

본뜬 것’이라는 취지나‘대보단의 제사는 의리에서 발

달된 것이고 예절에는 없는 것’34이라는 논리는 참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조선시대에 세조와 광해군 이

후 역대 임금에게 내재되어 있던 제천의 욕망을 실현시

켜 주는 단초가 되었다고 사료된다.35 비록 대보단이 교

천의 의미만 수용하 다고 하 지만 조선에서 원구제

가 폐지된 이후‘중화가 된 조선의 국왕은 명(明)을 대

신하여 제천을 할 수 있다’는 이면의 의도가‘존주의

리’라는 명분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다. 이로써 제천의 상징적 기능은 소극적으로나마 대보

단을 통해 부활하 으며 왕은 이를 자신의 권위창출에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종 때 대보단에 내재된

제천의 논리가 대보단 폐지 직후 환구단의 창설 논리로

고스란히 전이된 것도 이러한 점을 웅변해 주고 있다. 

2) 삼황 병향으로 인한 대안 모색과 황명제의 고착

조는 명태조 고황제, 신종, 의종 삼황의 합향을 관

철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병향(幷享)할 수 있는 규모로

대보단을 확장증수 하 다. 당시 망국의 황제를 향사하

는 예제가 없었으므로 황조의 전례(典禮)를 따르는 것

에 중지가 모아졌다. 주목할 점은 숙종 연간에 대보단

의 형식으로 규정된‘교천단을 모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보단을‘황조에서 하늘을 제사하는 이름’

이라고 해석하거나 지기(地祇)를 제사 지내는 방구단

(方丘壇)의 사례를 끌어들이기까지 한 것이다. 

황단의 제도는 실로 원구단과 교사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명칭을 대보라고 한 것은 오직 황조에서 하

늘에 제사하는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중략)… 방

구(方丘)라는 땅에 제사 지내는 단이 있는데, 땅에

제사지내는 예로써의종을 제향한다면 …(중략)… 예

가 변하여 예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니, 오늘날 본받

을바입니다. (『 조실록』25년 기사 3월 21일 기사) 

33『 조실록』25년(己巳, 1749년) 3월 21일(己巳).
34『숙종실록』39년(癸巳, 1713년) 3월 6일(癸未).
35 전형적인 원구제는 유교에 입각한 국왕의 종교적·정치적 권위를 드러내며 여기에 현실적인 기곡·기우의 기능까지도 부가된 것이었다. 조선의 경우 제후는 제

천할 수 없다는 유교 원칙론에 따라 원구제 혁파론이 제기되었음에도 기곡·기우라는 현실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종 후반기 무렵 원구제는 유교
례의 전형적인 원구제가 아닌 한재(旱災)시에 부정기적으로 거행되는 기우제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천지에 제사하는 본래의 뜻을 상실하고 가뭄에 기우하는
정도로그의미가극히축소되었던것이다. 이후 세종대 주자예학연구에바탕한본격적인유교례정비과정에서원구제가참례(僭禮)라는 인식이커졌고결국세
종 20년(1438년)을 즈음하여 폐지되었다(정경희 2005: 165~166). 세조 연간에 원구제는 이벤트성 행사로 잠시 부활하 으나 세조 말에 폐지됨으로써 조선의
유교례는 제후례로서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구제의 폐지 후에도 조선의 국왕이 가졌던 원구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 다. 무위로 그치긴
했으나광해군과인조는원구제복구론을제기하 고, 조와 정조는남교와북교의제단을교제사와동일시하거나, 기곡제의형식으로제천의의미를취한숙종
때의사직기곡제및천신을제사지내는풍운뇌우제의정비등유교례의틀안에서유교제천의대안을찾으려는시도가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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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주공이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

(文王)의 삼왕을 위해 세 개의 단(壇)을 만들어 기도했

던 서경 금등(갏近)의 제도를 적용하여 삼단식 제단이

나, 12척의 단에 3백보의 담으로 구성된 단궁(壇宮) 제

도가 제안되기도 하 다. 특히 조는 한 제단에 세 단

을 나눈 형태를 직접 그려주기도 하 으나,36 결국 동당

이실(同堂굋室)의 방식으로 명태조가 중앙에 위치하고

신종과 의종은 좌우로 나누어 배열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다.37 대보단에 적용된 동당이실의 제도는 동단(同

壇)에 황장방을 쳐서 실(室)을 대신하고 신좌를 달리함

으로써 이실(굋室)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단에 세 신위가 병렬하게 되어 기존의 정

방형의 단이 가로로 긴 직방형의 모습으로 개축되었고

원장(垣墻)의 너비도 보다 확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병자호란 이후 실추된 왕권의 회복과

청국에 대한 복속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의미로 발생

한 정치·사상적 변화는 대보단의 공간성을 통해 나타

났다. 즉, 대보단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조선의 통치집단은 제후국에서 허용되

는 예제적 범위를 초과하여 황명제의 특정 요소를 이입

시키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대보단에는 재조지은의 이념적 장치뿐만 아니라 명의

황통을 이었다는 조선중화의 자부심이 반 된 황명제

성(皇明制性)이 공간논리로 표상되었다고 판단된다.

4. 관문의 상징성

후원에서 대보단으로 향하는 동선 중에 배치되어 있

는 관문과 단유 내부의 문호는 존주의리38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편액되어 번국의 왕이 천자를 제사 지낸다는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도 간과될 수 없는 부

분이다. 우선 대보단의 남문과 중문은 공북문(拱겗門)

과 열천문(冽泉門)으로 편액되어 있다. 이 문은 숙종 연

간에 건립되었으나 별다른 명칭이 없다가 조 21년

(1745년)에 와서야 편액을 걸게 되었다. 공북(拱겗)은

‘뭇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주천한다’는 뜻으로, 사방

의 백성이 천자의 덕화에 귀의하여 복종함을 뜻한다.39

열천문의‘열천(冽泉)’이란 용어는『시경』「하천」편에

표현된‘열파하천(冽彼下泉)’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되

었다. 「하천」편은 차가운 샘물이 흘러내려와 풀들을

적셔주는 것과 같이 주나라의 보살핌으로 제후국이 은

혜를 입었으나, 이제 주나라가 망하게 되어 더 이상 주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자다가 일어나 탄식한다

는 주제의 시가이다. 시경에서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

는 주제를 노래하고 다른 것으로「비풍(匪風)」이 있는

데, 때문에 명이 망한 뒤에「하천」과「비풍」에서 노래

하는 애탄의 대상인 주나라는 명나라로 대입되어 회자

되었으며, 당대의 지식인들은 명나라를 회고하는 뜻으

로 이 시들을 자주 인용하 다. 

서늘한 샘물이 흘러내려와 가라지 포기를 적시는구

려. 자다 깨어 일어나 한숨짓나니, 저 주나라 서울을

생각합니다.40 (『시경』「하천」) 

숙종 31년 건립된 대보단의 동문인 조종문(朝宗門)

의‘조종(朝宗)’은 제후가 천자에게 배알한다는 뜻이

36『 조실록』25년(己巳, 1749년) 3월 23일(辛未).
37 이와는달리『황단중수의』에서기술하고있는신위의배열은왼쪽부터태조, 신종, 의종의신위순으로왼쪽을상위로두고있다.
38 존주(尊周)는 주나라 왕실을 존숭하는 것으로 존주의리, 존주양의(尊周攘夷), 존주화이(尊周華夷) 등의 용례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주나라는 천자국을 상징하

는 대명사가 되어 명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된다. 따라서 존주의리는 존명의리(尊明義理), 대명의리(對明義理)나 명에 대한 사대의리(事大義理)와 상통하
는말로쓰여, 명나라를존숭하고청나라를배척한것을뜻한다. 

39 주합루서쪽에있는공신문(拱辰門)도 공북문과같은의미이다. 
40 浸彼苞琪. 愾我寤歎. 念彼周京. 이기동(2009)의 번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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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세송은 남쪽의 명례문(明禮門)도 명나라 황제에

대한 조례를 상징하는 등 대보단 일대의 모든 관문의

이름은 대보단의 설립목적과 장소성을 강하게 드러내

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만세송은 서쪽에 있는

집성문(集成門)도 대보단 건립과 관련된 명칭으로 조

연간에 대보단의 증수과정에서 명황제를 제사 지내는

것의 법식체계를 정한 것을 기념하는 명칭이 된다. 

이상과 같이 대보단으로 향하는 동선 상에 위치한

공북문·열천문·조종문·명례문·집성문의 명칭은

망한 명나라를 추모하는 동시에 존명의리를 표현하는

상징적 논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편 이용자의 측면에

서 단소로 나아가는 동선상에서 만나게 되는 명 추모의

상징성은 대명의리를 고취하는 심리상태를 유도하는

점진적 긴장을 주고 있으며 각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

의미와 심리는 고조된다고 판단된다. 

1. 대보단지의 현황

「동궐도」와「창덕궁평면도」등의 도면과 조응되는

위치를 찾아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단소를 관통하는

도로 남북으로 대보단 권역의 지형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는 <그림 1-a>에서 제시

된「창덕궁평면도A」와 수치지형도를 내전권역의 주요

건물들을 기준으로 조응·보정한 도면이다. <그림 9>

에서 보여주는 대보단의 권역의 현 상태는 주변 지형과

는 달리 인위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전돌, 와편과 석축

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도상자료의 지표

가 되는 요소와 현 상태 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 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지점은 천연기념물 제 251호로 지정된 다래나무가

있는 곳으로서 봉실이 있던 자리와 매우 가까운 위치로

판단된다(사진 1- a). 봉실이 박석 위에 건립되었던 점

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다래나무는 대보단이 훼철되어

박석이 뜯겨나간 이후부터 자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래나무 동측에도 고종 때 정비된 것으로 보이는 수로가

남아 있었으며(사진 1-b), 수로 동쪽에는 고종 때 조정

된 대보단 담장의 석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사진

1-c). 또한 현재 탐방도로에서 다래나무로 향하는 진입

부에는 대석 2개가 놓여 있다(사진 1-d). 과거에는 더

안쪽으로 2벌의 석수형의 식석이 대칭적으로 세워져 있

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사진 2).

②지점은 홍살문으로 둘러싸인 단이 있던 곳이다.

흙을 돋운 곳을 오르면 군데군데 전돌의 배열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사진 1-e), 계단석의 유구가 확인되었

다(사진 1-f). 내유 안쪽 공간인 ③지점에는 예감[축폐

석이나 모혈석]으로 생각되는 석물이 존치되어 있었고

(사진 1-g), ④지점에서도 계단석의 흔적이 있었다. ⑤

지점은 열천문 안쪽 마당[외유]이 있던 곳인데, 일제 강

점기에 신설된 도로가 기존의 도로체계를 훼철시키면

대보단지의현황과
향후과제

【 그림 9 】수치지형도에 창덕궁평면도A를 조응시킨 도면
(출처 : 필자 작도, 숫자는 <그림 11>과 조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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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지점,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전경
b. ①지점, 동측 어구
c. ①지점, 단 동측 석축유구의 일부
d.①지점, 다래나무로 향하는 진입
e.②지점, 단지(壇址) 위의 전돌
f. ②지점, 계단석

g.③지점, 축폐석, 모혈석 추정 석물
h.⑤지점, 단 남쪽 도로
i. ⑥지점, m자형 도로의 전경
j. ⑥지점, 와편 유구
k.⑥지점, 초석 유구
l. ⑥지점, 단 서측 어구

m.⑦지점, 느티나무
n.⑧지점, 사자교 추정 유구
o. ⑨지점, 제정 근방에 조성된 석루조
p.⑩지점, 지당 추정지

a b c d

e

i j k l

f g h

nm o p

【 사진 1 】대보단지 각 지점의 현황 (출처 : 필자 촬 , 각 지점은 <그림 9>와 조응됨)

【 그림 10 】소방도로[탐방로]에서 대보단 뒤편 언덕까지의 입면 현황 (출처 : 필자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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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애써 대보단의 외유 한가운데를 관통시킨 조치임을

알려주고 있다(사진 1-h). 

⑥지점은「창덕궁평면도A」에서 전사청과 재생청이

있던 곳이다. 조사결과 일대가 평평하게 정지되어 있었

고 <사진 1-j, k>에서 보듯 초석과 와편들이 남아 있어,

과거 건물지 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⑦지점은 열천문

이 있던 곳이다. 「동궐도」에 나타난 열천문은 몇 단의

계단 위에 세워져 있고, 실제로 ⑦지점을 기점으로 지형

의 위차가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⑦지점에 수고 약

25m, 근원직경 2.5m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는데(사진

1-m), 「동궐도」에 그려진 열천문 서쪽의 교목으로 추정

된다. ⑧지점에는 고종 때 정비된 어구의 석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곳에 투박한 형식의 석교

가 있었고(사진 1-n), 이는 숙종이 사자교로 명명했던

교량으로 추정된다. ⑨지점에는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루조가 있다(사진 1-o). 석루조에서는 지금도

물이 유출되고 있었으며, 동궐도에서 이 근방에 제정이

있던 것으로 보아 옛 제정의 샘물이 수원인 것으로 사료

된다. ⑩지점은「창덕궁평면도A」에서 웅덩이로 표기되

어 있는 곳이며, 동궐도에서는 이 위치에 지당이 그려져

있다(사진 1-p). 창덕궁관리소에 탐문해본 결과 과거

이곳이 늪이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

상태는「창덕궁평면도A」에 나타난 웅덩이가 시간이 지

나면서 토사로 채워진 상태로 여겨진다. 

2. 향후 과제

일제 강점기에 계획적으로 훼철된 대보단은 해방 후

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 다. 또한 1969~1970년

과 1976~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창덕궁·비원

보수정화공사에서도 대보단은 제외되었으며, 그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래나무를 보호하는 완충공간으

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대보

단 권역은 신선원전의 건립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공간

구성요소가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전돌, 와편, 석재

등의 잔해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소방도로로 사용되는 탐방로의 확장 공사 외에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보단의 주변 지형

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향후 복원·정비의 여지를 남

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가대보단을훼철한이유는명나라에대한왕실의

제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천제가 이루어지던 환구단의 훼철

과 상통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대보단과 환구단의 폐

지에따른국가례의불능화는대한제국의주권상실을공

식화하고 자주독립의 상징성마저 파괴한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이었다(김문식 외 2011: 139). 때문에 일제가 국권을

찬탈한 후 이들 제례공간의 훼철은 식민지 운 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 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보단은 조선중화주의의 소산이든, 타자에 의존한 왕실

의권력기반이든조선후기를특징지을역사공간이자국

권의 보루가 되었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보단은 복원 및 정비를 통해 조선왕실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와 특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창덕궁을

찾은 방문자에게 명청교체의 파고를 온몸으로 겪은 병자

호란부터조선근대이전까지존재했던역사현장을추체

【 사진 2 】다래나무 앞에 있던 식석
(출처 : 주남철, 2009: 1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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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

재되었고, 나아가 문화재 복원과 궁원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바, 이제는 대보단의 복원·정

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재조지은의 기

조나 명황실을 추모한다는 취지는 사라졌으며 대보단

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겠으나 대보

단은 창덕궁에 역사적 실체로 존재했던 그리고 조선후

기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역사문화경관임은 분명하다. 

사실 대보단의 복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

되어야 하고 학계 및 정부 부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

는 간단치 않고 또한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과

정에 앞서 문화재청이나 창덕궁관리소 차원에서 기본

적인 정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발

굴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지형과 유구를 수습·정리하

는 작업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서 필요할 것

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창덕궁 대보단의 시대별 공간구성을 조명하고 단

제 형성에 이입된 요소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대보단에는 병자호란 이후 지배질서의 위기를 느

낀 조선의 지배층이 타개책으로 내세운 존명의리의 이

념적 장치가 녹아들어 있으며, 조선중화의식의 자부심

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맞물리는 등

복합적 요인이 한데 얽혀 조적(組積)된바, 이에 대해 구

명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궐도 분석결과 대보단은 단의 주요한 구성요소

가 중심 축선을 통과하는 중축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사직단의 양유구조를 준용하여 단이 있는 내유와 경봉

각, 봉실 등이 위치한 외유의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단

제는 초축 대보단의 경우 단의 한 변이 25척, 사출계(四

出階)로 한양 사직단과 같이 하 으며 내유는 37척으로

단의 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했다. 중축 대보단에서는

단과 유과 모두 지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의

규모로 확장되어 직방형의 모습을 띠게 됨으로써 한양

사직단과 이질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조 연간 대

보단 중축과 함께 이루어진 변화상으로 종래의 제단 중

심의 단순한 구성에서 재전, 전사청, 재생청, 악생소 등

이 추가로 건립되었는데 이로써 일반적인 사묘가 갖는

공간구성의 제반요소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열천문에서 대보단까지 수직적으로 상승되는 입

면상은 창덕궁 주합루와 같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권위

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각각 5척인 단·유

의 높이와 단에 이르는 중축선상의 수많은 계단으로 인

해 단상의 위계는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형식은 가장 높은 단의 정상부에 임금이 임

어하고, 신하들에게는 열천문 안팎의 낮은 마당에 반차

하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강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3. 동궐도 제작 후에 제작된 동궐도형과 창덕궁평면

도A에서는 각기 변형된 대보단의 외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보단 제향의 쇠퇴에 따른 축소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초반에 이루어진 대보단의 철

거는 1921년 건립된 신선원전과 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물의 배치

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입 제한으

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유의 형식

뿐만 아니라 신실[봉실], 안향청[향실] 등의 건조물과 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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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찬만대의 석물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사직단에서

상위 오른쪽에 위치한 전사청, 재생청 등의 건물은 대

보단에서 후원이라는 제약을 피하여 왼쪽 산기슭에 입

지된 것에서 그 대응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사직단의

명물인 안향청 앞의 반송을 모방하여 수직관직소 앞에

소나무를 식재한 점은 사직단의 구성을 준용하려는 노

력의 단적인 예로 판단된다.

5. 대보단 설립 시에 조선 사직단의 제도를 모방하

다고 하지만 입면 구조에서는 황명제의 다양한 요소가

수치적 형식으로 이입되었다. 이는 9급의 층계, 5척의

단고, 단유에 나타난 2성의 정황 그리고 황장방 내부의

구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기 교특생에서 따

왔다는 단명은 다분히 교천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중국

과 조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의 혐

의를 피하여 건립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대보

단의 단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서 조선중

화의 의식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6. 대보단으로 향하는 동선상에 위치한 공북문, 열천

문·조종문·명례문·집성문의 이름은 망한 명나라를

추모하는 동시에 존명의리를 표현하는 상징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용자의 측면에서 단소로 나아가는 동

선에서 만나게 되는 명 추모의 상징성은 대명의리를 고

취하는 심리상태를 유도하는 점진적 긴장을 주고 있었

으며 각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 의미와 심리는 고조되었

다고 판단된다.

7. 「동궐도」와「창덕궁평면도」등의 도면과 조응되

는 위치를 찾아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단소를 관통하

는 도로 남북으로 대보단 권역의 지형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주

변에서 대보단의 석재, 전돌과 와편 등이 발견되었으며

동궐도에 나타난 예감, 열천문 서쪽의 활엽수, 추정 사

자교의 유구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밖에 제정의 샘

물을 수원으로 하는 석루조가 대보단 권역 최남단에 설

치되어 있었고 만세송은 남쪽 지당터도 발견되었던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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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Spacial Compos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 System at Daebodan in the Changdeok Palace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focus on the factor on the periodical space organization of Daebodan (大報壇

: the altar of great recompense) in  Changdeok Palace,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political history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consider the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al system through historical records and

drawings. Daebodan has the ideology of righteousness to the Ming Dynasty which the hierarchy of the Joseon

Dynasty. who felt the crisis of the domination order, imposed as a solution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In

addition, Daebodan was built by complex factors that entailed the self-esteem of the ‘Joseon Centralism Ideology

(朝鮮中華)’ and the desire of the sacrificial rituals for Heaven that were imminent to the kings of Joseon.

Superficially, Daebodan has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Sajik (社稷) Altar and the placement of an annex

building, but had the applied placement due to limited topography and access to the backyard. Furthermore, the

lateral structure of Daebodan multiply accepted various factors of the nine step’s stairs, the hight of five cheok

(尺), the circumstance of two floors that were showed in the altar and platform with small fences and an imperial

order including the internal form of Hwangjangbang (黃帳房). Moreover, the name of the alter came from ‘the

Jiaote Sheng Book of Rites(괋記 郊特牲)’ representing ‘the suburban sacrifice ritual for Heaven (郊天)’, and it

was built by not only combining the system of the Sajik Altar in the Joseon Dynasty and China but also avoiding

‘excessive etiquette (僭禮).’ The point is a remarkable feature shown by the structural system of Daebodan.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Notion of Confucian-Cultural Succession (中華繼承意識)’ and the desire of the sacrificial

rituals for Heaven were expressed by the structure and form of alt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reation, expansion, decline and disposal of Daebodan in a

chronological order, and found that the ruling ideology of the governing elite by the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era at each transitional point was reflected in the spatial formation of the altar.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performing a field survey to find the location in accordance with Daebodan in drawing

materials, there remains items such as worked stones from Daebodan, precast pavers and fragments of proof tile

discovered in the surrounding of tora vine (Actinidia arguta) which is a natural monument of Changdeok Palace.

As such, verification through futur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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