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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행위에 따라 배치된 물건은 의례적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용이한 수단이 된다. 이는 어떤 문화적  

관념과 가치가 의례적 행위에서 상징과 패턴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기물은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는데, 이는 문자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 준용된다. 

본 연구는 순조 29년(1829)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2월 행사 중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명정전 외진찬과 자경전  

내진찬의 진작(進爵) 과정에 사용된 기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진작의 개념을 술을 올리는 행위 뿐 아니라 술을 올리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였다. 술잔을 올리는 구체적 행동이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의미하는 문화적 관념과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축진찬의례’의 외진찬과 내진찬의 진작과정과 관련된 기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진작 기물은 신분의 위계에 따라  

철저하게 서열화 되었다. 둘째, 진작 기물은 왕실의 권위를 시각화하기 위해 배설되었다. 셋째, 진작 기물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물이었다. 

최근 왕실의 다양한 의례가 재현되고 왕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조선시대 왕실의례에 배설된 기물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는 향후 올바른 왕실의례의 복원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조선시대 왕실문화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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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의례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 사회적 일체성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전승한다. 나아가 행위의 차이를 

통해 신분의 차별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지배자의 지위를 재확인시킴으

로써 권력관계를 구성한다. 특히, 지배자를 가치의 구현자로 

이미지화하여 지배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가

의례는 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유형화된 

상징적 행위의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의례의 형식과 의미는 

시대적 맥락과 문화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연향(宴享)은 조선시대 왕실의 문화적 역량이 총집합

된 대규모 잔치이다. 일반적으로 잔치의 규모가 작은 것에

서부터 큰 순서로 진작(進爵), 진찬(進饌), 진연(進宴), 진풍

정(進豊呈)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왕실 의례의 절차와 관

련된 세부사항을 기록한 의궤는 이후 같은 종류의 행사를 

준비할 때 규범으로 삼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가까

운 시기의 의궤를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서울대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축진찬의

궤(己丑進饌儀軌)』는 순조 29년(1829)에 효명세자가 순조

의 사순(四旬)과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해 2월과 6월 왕

에게 연향을 올린 기록이다. 하지만 본 의궤는 행사 이후 

바로 의궤가 제작되지 못하고1 1849년 『무신진찬의궤(戊申

進饌儀軌)』를 제작할 때, 『무자진작의궤(戊子進爵儀軌)』와 

함께 의궤감인청(儀軌監印廳)에서 활자본의 총 3권 4책으

로 제작되었다. 특히 권수(卷首) 「도식」에는 반차도(班次圖), 

진찬도(進饌圖), 정재도(呈才圖), 채화도(綵花圖), 기용도(器

用圖), 의장도(儀仗圖),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 악기도(樂

器圖), 복식도(服飾圖) 등의 그림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본 

행사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의례

의 복원을 위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궁중연향과 관련된 기

물(器物)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연향 가구2, 의례용 목가구3, 음식상 배설4, 화성행궁소장 

기물에 관한 연구5 등이 있다. 그러나 궁중연향의 진작과 

관련된 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특히, 왕실의례 재현 행사가 시행되고 왕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진작 

과정과 그에 맞는 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절실

하다. 이는 향후 왕실 행사의 복원을 위한 과정이며, 조선시

대 왕실문화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진작 기물은 단순히 도구적 

측면에서 용도를 위한 사물로 배설(排設)된 것이 아니다. 그 

시대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기축진찬의례’의 2월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명정전 외진찬과 자경전 내진찬에 배

설된 진작 기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진작(進爵)의 개념을 술잔을 올리는 행위로만 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술을 올리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모두 포함한

다. 이는 술잔을 올리는 구체적 행동이 시대적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의미하는 문화적 관념과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다양한 사료를 참고하여 기물의 성격과 특수한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용도가 불분

명한 기물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요구된다. 나아가 

관련 기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작 기물의 특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궁중연향과 관련된 의

1 경인년(1830) 6월 16일 무자년과 기축년의 도식과 의궤 초본을 호조의 곳간에 보관하고, 의궤의 역사(役事)를 잠정 중지하였다. 이는 같은 해 5월 6일 효명 

세자의 사망으로 인해 의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조시내, 2009,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家具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64호, pp.127~157.

3 이혜원, 2014, 『朝鮮末期 王室 儀禮用 木家具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정희정, 2015,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선희, 2015, 「화성행궁華城行宮소장 기물器物과 비품備品연구」 『고궁문화』 제8호, pp.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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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등

과 같은 전례서,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의 관찬사료들이다.

Ⅱ. 기축진찬의례 진작 과정

의례로서 정당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의례의 신성화라고 할 수 있다.6 신과의 만남을 재현하

기 위한 과정에서 술은 대상을 부르고 음복(飮福)을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의례에서 신과의 교감을 지원하는 술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적용된다. 인간이 신에게 술

을 올리는 이미지를 술을 올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에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례의 과정은 특별하게 구성된 공간에서 참여자들

의 움직임을 통해 구성원들과 사회의 핵심가치를 명확하

게 조정한다. 의례의 대상이 신(神)과 사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술을 올리는 과정은 의례의 절차 속에 모두 포함

된다. 그 때의 사정에 따라 행사의 규모는 줄여도 포기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작(進爵)의 과정이다. 제사에서 축문

을 읽고 술을 올리는 절차가 핵심인 것처럼, 연향에서도 

치사(致詞)를 읽고 술을 올리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7 

치사와 술은 축원과 화합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진찬의례는 헌수(獻壽)와 더불어 음식상을 올리는 것

으로 ‘기축진찬의례’는 1829년 2월, 총 4번의 행사가 거행되

었다. 이는 명정전 외진찬(9일), 자경전 내진찬(12일), 야진

찬(12일 저녁), 왕세자 회작(13일)이다. 또한 각 행사마다 진

작과 관련된 다양한 기물이 배설되었다. 19세기의 연향의궤 

중 외연과 내연의 기록이 다 실린 것은 순조조 『기축진찬의

궤』(1829)와 고종조 『임진진찬의궤』(1892)이다.8 이는 외진

찬과 내진찬의 진작 과정에 배설된 기물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축진찬의례’의 명

정전 외진찬과 자경전 내친잔의 진작 과정을 구분하여 구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정전 외진찬 진작 과정 

명정전 외진찬은 왕세자와 백관들이 참여한 행사로 2

월 9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시작하여 총 9작

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외진찬의 진작자 신분과 

순조와의 관계, 진찬 이후 상전(賞典)9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6 김미영, 2010,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 민속원, p.183.

7 김종수, 2013, 「조선후기 內宴儀禮의 변천」 『溫知論叢』 第35輯, p.428.

8 송방송·김종수, 2007,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수·권일』, 민속원, p.16.

9 『己丑進饌儀軌』 奎 14370, 002책, pp.14~22. 「令敎」, 己丑 二月十六日. “進饌時 進爵宰臣 領議政南公轍, 判中樞府事李存秀, 領敦寧府事金祖淳 各內廏
馬一匹面給, 永明尉洪顯周, 東寧尉金賢根 各熟馬一匹面給, 奉朝賀金履陽, 行上護軍金在昌, 知事趙鐘永 各熟馬一匹賜給”.

표 1. 명정전 외진찬의 진작자

성명 신분 순조와 관계 상전

1작 이영(李旲, 1809~1830) 세자(世子) 아들 -

2작 남공철(南公轍, 1760~1840) 영의정(領議政) -

내구마(內廏馬) 1필

면급(面給)
3작 이존수(李存秀, 1772~1829) 판부사(判府事) -

4작 김조순(金祖淳, 1765~1832) 영돈령(領敦寧) 장인(순원왕후 아버지)

5작 홍현주(洪顯周, ?~?) 영명위(永明尉) 매부(숙선옹주 남편)
숙마(熟馬) 1필 면급

6작 김현근(金賢根, 1810~1868) 동령위(東寧尉) 사위(명온공주 남편)

7작 김이양(金履陽, 1755~1845) 봉조하(奉朝賀) -

숙마 1필 

사급(賜給)
8작 김재창(金在昌, 1770~?) 행상호군(行上護軍) 고종사촌(청연군주 아들)

9작 조종영(趙鐘永, 1771~1829) 지사(知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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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찬은 참여자가 모두 남성으로 군신 간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또한 제1작을 올리는 왕세자를 

제외하고, 관직의 서열에 따라 진작자가 구성된다. 이는 순조

와 친·인척 관계를 맺지 않은 남공철, 이존수, 김이양, 조종

영이 진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작의 

횟수가 본 행사의 규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총 9번의 진작

은 당시 대규모의 행사였다. 명정전 외진찬을 마치고 진작 과

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상전(賞典)으로 내구마 혹은 숙

마를 하사했다. 상전의 내용은 신분에 따라 내구마와 숙마

를 구분하고, 같은 숙마여도 직접 대면하여 상을 주는 면급

과 그저 물품을 내려주는 사급으로 주는 방식을 달리하였

다. 다음은 진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제1작의 과정이다.

상례(相禮)가 인도하여 왕세자가 동쪽 편계(偏階)로 

올라가 정문(正門)을 통해 들어가 수주정(壽酒亭) 동쪽으

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제조가 수주(壽酒)를 떠서 몸을 

굽히고 왕세자에게 바치면, 왕세자가 작(爵)을 받아서 어좌 

앞에 이르러 무릎 꿇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종친, 문

무응참관, 백관이 모두 무릎을 꿇는다. 왕세자가 작을 제조

에게 주면, 제조가 몸을 굽혀서 작을 받아 남계(南階)를 통

해 올라가 무릎 꿇고 올리고, 내시가 전해 받아 무릎 꿇고 

어좌 앞에 놓는다. 왕세자가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나 동문

을 통해 나와서 배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 전하가 

작을 들면, … 제조가 나아가 빈 작을 받아 점(坫)에 되놓으

면 음악이 그친다.10

진작자는 인도자의 도움으로 진작 과정에 참여한다. 

이 과정은 왕세자의 경우, 통례원의 종3품에 해당하는 상

례(相禮)의 인도를 받아 수주정에 서서 사옹원 제조가 주

는 작을 받아 어좌 앞, 진작위(進爵位)에서 무릎을 꿇고 다

시 작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남계를 통해 올라가 내시에

게 전해준다. 내시가 어좌 앞에 놓으면, 전하가 작을 들고 

다시 제조가 빈 작을 점에 놓는다. 

특히, 사옹원 제조 김사목(金思穆)은 수주(壽酒)를 

술잔에 담아 왕세자에게 전달하고 왕세자의 술잔을 남계

까지 올린 사람으로서 외진찬을 마치고 상전으로 내구마 

1필을 면급으로 받았다. 내구마 1필을 면급으로 하사받는 

것은 진작재신 중에서도 영의정, 판부사, 영돈령과 같은 상

급이다. 또한 왕세자를 수주정(壽酒亭)으로 인도한 상례 

이예연(李禮延)은 상전으로 품계를 한 등급 올려주었다. 

다음 <그림 1>은 명정전 외진찬의 진작과정을 순서대로 표

시한 것이다. 

제2작에서 9작까지의 과정은 진작자의 변화만 있을 

뿐 과정은 모두 같다. 다음은 제2작의 과정이다.

“인의(引儀)가 인도하여 반수(班首)가 동쪽 편계(偏

階)로부터 올라가 정문(正門)을 통해 들어가 수주정(壽酒

亭) 동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제조가 수주(壽酒)를 떠

서 반수에게 주면, 반수가 작(爵)을 받아서 어좌 앞에 이르

러 무릎 꿇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왕세자 이하가 모

두 무릎을 꿇는다. 반수가 작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서

서 작을 받아 남계(南階)를 통해 올라가 무릎 꿇고 올리고, 

내시가 전해 받아 무릎 꿇고 어좌 앞에 놓는다. 반수가 부

복했다가 일어나 서문을 통해 나와서 배위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 전하가 작을 들면, … 제조가 나아가 빈 작을 받

아 점(坫)에 되놓으면 음악이 그친다.” 11

이러한 과정에서 진작재신의 경우, 통례원의 종6품 인

의(引儀)의 인도를 따른다. 또한 제조의 술잔을 받은 진작

자가 다시 제조에게 그 술잔을 주면 제조는 서서 받고 남계

까지 올린다. 진작자가 왕세자의 경우, 인도자가 상례라는 

점과 제조에게 술잔을 전달할 때 제조가 몸을 굽혀 왕세자

10 송방송·김종수, 2007, 앞의 책, pp.116~117.

11 송방송·김종수, 2007, 앞의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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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술잔을 받은 것과 구분되는 내용이다. 이는 진작자의 신

분에 따라 인도자의 신분과 제조의 태도가 변화함을 의미

한다. 한편 제2작을 올리면, 사옹원 부제조가 주정(酒亭)의 

술을 왕세자에게 올리고 집사자가 백관들에게 사주(賜酒)

를 돌린다. 

2. 자경전 내진찬 진작 과정

자경전 내진찬은 왕과 효명세자, 세자빈, 종친과 의빈, 

척신, 좌우명부가 참석한 행사로 2월 12일 진시(辰時, 오전 

7시～9시)에 시작하여 총 7작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

다. <표 2>는 내진찬의 진작자 신분과 순조와의 관계, 진찬 

이후 상전12에 대한 내용이다.

내진찬은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 남성의 참여

가 극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주렴(珠簾)을 

설치하여 주렴 안쪽을 여성의 공간으로 확보한다. 또한 남

성 악공들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황목(黃木)을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구분한다. 또한 관직의 

서열에 따라 진작자를 결정했던 외진찬과 달리 가족 간의 

위계에 따라 진작 순서가 정해진다. 특히 제3작부터 진작자

는 각 소속의 대표 자격으로 술을 올린다. 이는 좌명부, 우

명부, 종친, 의빈, 척신의 반수(班首)로 소속 전체가 진작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828년 『무자진작의궤』를 살펴보면, 예조판서 조종영

이 의궤의 초고와 「의주」의 기록이 내·외명부와 좌·우명부

로 서로 달라 후에 전례를 따르고자 할 때 혼란을 염려하여 

내·외명부라 썼던 곳을 좌·우명부로 고쳐 쓰기를 효명세자

12 『己丑進饌儀軌』 奎 14370, 002책, pp.14~22. 「令敎」, 己丑 二月十六日. “令曰 內進饌時 進第三爵郡夫人閔氏, 進第四爵貞敬夫人宋氏 各白紬三疋白木五

疋 自戶曹輸送 進第五爵宗親班首南延君, 進第六爵儀賓班首東寧尉金賢根, 進第七爵戚臣班首永安府院君金祖淳 各內下大豹皮一令賜給”.

그림 1. 명정전 외진찬 진작 순서(국립중앙박물관 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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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청하는 내용이 있다.13 이는 내·외명부와 좌·우명부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특히 좌·우명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좌명부 반수는 군부인 민씨로 종친 반수 남연군 구의 부인

이고, 우명부의 반수는 정경부인 송씨로 지돈령 조만영의 

부인으로 기존의 외명부를 좌명부와 우명부로 구분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28년 11월 25일 『기축진찬의궤』 「영교」의 내

용과 같은 날 『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제3작은 명온공

주가 올린다.”14고 되어있다. 하지만 내진찬에서 제3작은 좌

명부 반수 군부인 민씨가 올렸다. 명온공주의 남편 동녕

위 김현근이 의빈 반수로 내친찬에서 제6작의 진작자인 점

을 고려 할 때, 제3작의 진작자로서 좌명부 반수는 명온공

주 보다 군부인이 서열상 적절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우

명부 반수 정경부인 송씨가 제4작의 진작자로 참석한 반면, 

남편 지돈영 조만영은 외진찬과 내진찬 모두 진작재신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의 신분이 순조의 사돈, 효명세자의 장

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집단의 반수의 서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외진찬과 내진찬 모두 진작재신으로 참여한 사람은 김

조순과 김현근이다. 그러나 술을 올리는 순서에는 차이가 있

다. 외진찬에서 영돈령 김조순은 제4작에 술을 올리고, 동녕

위 김현근은 제6작에 술을 올린다. 한편, 내진찬에서는 척신 

반수인 김조순은 제7작, 의빈 반수인 김현근은 제6작에 술

을 올린다. 진작의 순서는 군신간의 조화와 화합을 위한 외

진찬에서 계급의 서열에 따라 결정된 반면, 가족 간의 화합

을 위한 내진찬에서는 가족의 위계로 진작의 순서가 정해진

다. 이처럼 진작자의 신분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철저한 위

계 속에서 구별된다. 내진찬 이후 진작자 상전(賞典)의 내용

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명주와 무명을 상으로 받고 남성

은 대표피 1령을 하사받았다. 외진찬이 신분에 따라 상전의 

차이를 두었다면, 내진찬은 성별에 따라 상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내진찬의 진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제1작의 

과정이다.

여집사가 인도하여 왕세자가 주렴 밖에 이르면, 여관

이 인도하여 수주정(壽酒亭)에 나아간다. 상식이 술단지 뚜

껑(尊蓋)을 열어서 은작(銀勺)으로 술을 떠서 병(甁)에 담

고, 병에서 작(爵)에 술을 따라 몸을 굽혀 왕세자 앞에 올

린다. 왕세자가 작을 받아 욕위(褥位)에 나아간다. 전찬이 

“궤”라고 창하면, 왕세자가 무릎 꿇고, 왕세자빈 및 좌우명

13 이의강, 2006, 『국역 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사, p.56.

14 『純祖實錄』 卷30, 純祖 28年 11月 25日 辛酉. 令曰: “外殿受爵處所, 以明政殿爲之, 自內進饌處所, 以慈慶殿爲之。” 又令曰: “第一爵親上, 第二爵世子嬪宮

進上, 第三爵明溫公主進上, 第四爵至第七爵, 臨時稟旨擧行。 第一爵親上致詞, 當撰下, 第二爵至第七爵, 內閣原任一提學製進。”. 

표 2. 자경전 내진찬 진작자

성명 신분 순조와 관계 상전

1작 이영(李旲, 1809~1830) 세자(世子) 아들 -

2작 조씨(趙氏, 1808~1890) 세자빈 며느리 -

3작 민씨(閔氏, 1788~1831) 군부인 사촌 남연군 처
흰 명주(紬) 3필

흰 무명(木) 5필
4작 송씨(宋氏, 1776~1834) 정경부인 사돈 지돈영 조만영의 처

5작 이구(李球, 1788~1836) 남연군 사촌(은신군 아들)

대표피(大豹皮) 1령 사급6작 김현근(金賢根, 1810~1868) 동녕위 사위(명온공주 남편)

7작 김조순(金祖淳, 1765~1832) 영돈녕 장인(순원왕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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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종친, 의빈, 척신이 무릎 꿇는다. 왕세자가 작을 상식에

게 주면, 상식이 작을 받아 무릎 꿇고 어좌 앞의 안(案)에 

올린다. 음악이 그친다. 전찬이 “부복·흥·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왕세자빈 및 

좌우명부, 종친, 의빈, 척신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여관이 인도하여 왕세자가 주렴 밖으로 나가면, 여집

사가 이어 인도하여 배위에 다시 나아간다. … 전하가 작을 

든다. 상식이 나아가 빈 작을 받아 수주정에 되놓는다.15

제1작은 술을 올리는 사람이 왕세자라는 것과 그 절

차적 측면에서 외진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왕세자

의 위치가 주렴 밖에 있다 보니 여집사가 주렴 앞까지 인

도하고 그 후에는 여관이 수주정까지 왕세자를 인도한다. 

외진찬에서 수주정에서 술을 따라 전달하는 사람이 사옹

원 제조였지만, 내진찬에서는 상식이 이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술을 술잔에 담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

고 있다. 

특히 외진찬에서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배위(拜位)

로 돌아가기 전에 부복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진

작재신들의 참여가 없었던 반면, 내진찬에서는 왕세자가 

부복했다가 일어나면 왕세자빈 이하 진작재신이 모두 행

동을 반복한다. 이처럼 부복의 과정을 모든 진작자가 공

유하는 것은 내진찬이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 참

여자 모두 가족의 일원으로 유교적 덕목을 구현하기 위한 

그림 2. 자경전 내진찬 진작 순서(국립중앙박물관 2010:50).

15 송방송·김종수, 2007, 앞의 책,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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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파악된다. 제2작은 왕세자빈이 술을 올리며 그 과

정은 왕세자와 비슷하지만, 주렴 안에 위치한 왕세자빈은 

바로 여관의 인도를 받고, 무릎을 꿇거나 부복의 행동은 

왕세자빈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그림 2>는 내진찬에

서 제1·2작(왕세자, 왕세자빈)의 진작 과정을 순서대로 표

시한 것이다.

제3작부터는 진작위의 위치가 달라진다. 왕세자와 왕

세자빈의 양궁(兩宮) 진작위보다 남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그 절차는 제7작까지의 과정16이 모두 동일하다. 인도자가 

전빈으로 바뀌고, 무릎을 꿇거나 부복하고 일어나는 행위

는 해당 진작자만 한다. 또한 상식이 수주정에서 술을 담

은 술잔을 진작자에게 직접 전달해준 제1·2작과 달리, 제3

작부터는 상식이 술잔을 직접 진작자에게 주지 않고 상찬

에게 주어 상찬이 받아서 진작자에게 전달한다. 상찬의 개

입 여부는 양궁(兩宮)과 그 외의 진작재신을 구분하는 기

준이 된다. 

외진찬과 내진찬의 진작 과정에서 모든 진작자는 술

잔을 받기 전에 수주정에 있는 빈 술잔을 전달받고 다시 

전달해 수주정에 놓는다. 이 과정은 술을 올리는 모든 사람

이 수주정의 술잔이 채워지기 전에 하는 동일한 행동이다. 

이는 술을 담은 잔을 받기 전에 술을 올리는 대상에 대한 

예(禮)를 표시하는 행위로 실질적인 행위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진작(進爵)은 반복되는 절차와 

행위를 통해 신분의 차이를 내면화하고 권력 관계에 대한 

인각(印刻)의 방법으로 효율적이다. 특히 19세기 초 막강한 

세도가의 정치개입으로 왕의 권위가 약화되고, 1827년 2월 

18일부터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시점에서 왕권의 강

화를 시각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짐작할 수 있다.

Ⅲ. 기축진찬의례 진작 기물

의례의 행위에 따라 배치된 물건은 의례적 행동이 의

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용이한 수단이 된다. 이

는 어떤 문화적 관념과 가치가 의례적 행위의 상징과 패턴

에서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기물은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는데, 이는 

문자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 준용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축진찬의궤』의 「도설」, 「기용」, 「배설」에 근

거하여 명정전 외진찬, 자경전 내진찬의 진작 과정에서 사

용된 기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술을 올리는 행위는 

주빈(主賓)의 진작 기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술을 올리는 

사람은 술을 받는 사람의 기물을 사용하여 술을 올리기 때

문이다. 따라서 주빈의 기물을 중심으로 그것을 보다 구체

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작자의 기물과 비교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1. 명정전 외진찬의 진작 기물

외진찬의 초엄(初嚴)이 있기 전, 즉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수주정(壽酒亭), 주정(酒亭), 주탁(酒卓)을 모두 배설

한다.17 이는 모두 술과 관련된 물품을 올려놓는 탁자로 사

용자의 위계에 따라 구분된다. 수주정은 연향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술, 즉 수주(壽酒)를 받는 사람의 상(床)이다. 대

부분 그 대상은 행사의 주빈으로 대왕대비, 왕대비, 왕, 왕

비가 된다. 왕이 주빈이 아닌 경우 주정을 사용하지만, 주빈

과 함께 수주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8 따라서 수주정

을 주빈의 술상으로 파악하기보다 장수를 기원하고자 하

는 대상을 위한 술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송방송·김종수, 2007, 앞의 책, pp.130~131.

17 송방송·김종수, 2007, 앞의 책, p.113.

18 1848년 무신진찬의례의 주빈은 대왕대비(순원왕후)로 수주정의 사용자이다. 또한 이 행사에서 대전(헌종)은 주정을 사용하였다. 1828년 무자진작의례의  

주빈은 왕비(순원왕후)로 수주정의 사용자이다. 하지만 이 행사에서는 주빈 뿐 아니라, 대전(순조)도 수주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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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진찬의궤』 「배설」의 기록에 따라 <표 3>과 같이 

수주정, 주정, 주탁에 배설된 진작 기물을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비교하였다.

기물은 사용자 신분에 따라 명칭, 재료, 형태, 색상 등

의 차이가 있다. 1829년 ‘기축진찬의례’에서 사용된 왕의 

수주정은 주칠(朱漆)을 하여 사방에 난간을 두른 붉은 색 

아가상이고 왕세자의 주정은 흑칠 아가상이다. 하지만 <그

림 1>의 주정은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표현하여 《기

축진찬도(己丑進饌圖)》에서 『기축진찬의궤』의 기록을 반영

하지 못한 부분이다. 

수주정과 주정은 아가상 형태로 상건(床巾)을 설치하

지 않는 반면, 주탁은 홍칠 탁자에 곡수좌면지(曲水座面

紙)를 깔고 홍주상건(紅紬床巾)을 덮는다. 하지만 수주정

의 형태가 처음부터 아가상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림 3>과 같이 을묘년(1795) 봉수당 진찬에는 난간이 없는 

고족상19을 사용하였다. 정조 19년(1795) 6월 17일 『일성록』

의 기록에 의하면 수주정은 “번주홍고족상(燔朱紅高足床)

이며 상건(床巾)으로 덮는데 붉은색 바탕에 녹색 깃을 두르

19 『園幸乙卯整理儀軌』 奎 14532, 001책, p.47.

그림 3. 1795년 봉수당 진찬에서 사용된 수주정(『園幸乙卯整理儀軌』). 그림 4. 1809년에 사용된 수주정(『己巳進表裏進饌儀軌』).

표 3. 명정전 외진찬의 진작 기물에 대한 신분별 비교

종류 수주정 (왕) 주정 (왕세자) 주탁 (백관)

1 주칠아가상 흑칠아가상 홍칠탁자

2 - - 홍주상건

3 은도금일월병ㆍ개(盖) 은병ㆍ개 -

4 은반루금선ㆍ개 은반루금선ㆍ개 -

5 은이선 은이선 -

6 은시접ㆍ개 은시접ㆍ개 -

7 은영롱시 은영롱시 -

8 은저 은저 -

9 은작 은작 유작

10 은도금선지두배 은내도금란배ㆍ대(臺) 유오정배ㆍ대

11 용준ㆍ개 용준ㆍ개 사준

12 주칠준대 흑칠준대 -

13 곡수각장좌면지 곡수각장좌면지 곡수좌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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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두 경광주(輕光紬)를 사용한다.”20라고 하였다. 그 후 

1809년 기사 진찬의례에서부터 <그림 4>와 같이 아가상 형

태의 수주정이 사용되었다.

아가상의 재료와 크기에 대한 기록은 『상방정례』

(1750), 『국조상례보편』(1758), 『춘관통고』(1788)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는 동일한 내용의 

기록으로 먼저 『상방정례』를 살펴보면21 아가상은 두터운 

가판과 추목으로 판과 다리 등을 만들고 어교와 아교를 녹

여 접착하고 못을 쳐 만든 후 목적(木賊)과 사어피(鯊魚皮)

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광을 내어 당주홍칠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춘관통고』에 따르면22 아가상은 가

목으로 만드는데 아래는 운각(雲角)과 운족(雲足)이 있는 

대(臺)를 설치하고 이층 난간을 만드는데 길이는 영조척으

로 3자 3치(약 101.15cm)고 넓이는 2척(약 61.3cm)이다. 또

한 족부(足部)까지 포함한 높이가 3자 4치(약 104.21cm)로 

왜주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23 따라서 조선후기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아가상의 형태는 이층 난간의 테두리가 

있는 화려한 탁자로 확인된다. 

왕과 왕세자의 술상 위에 배설된 기물은 종류와 형태

가 매우 비슷하다. 다만 구성면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백관의 술상은 병(甁), 선(鐥), 시접(匙楪), 은영

롱시(銀玲瓏匙), 은저(銀箸), 준대(樽臺)는 배설되지 않는다. 

<표 4>는 『기축진찬의궤』 「배설」에 기록된 순서에 따

라 「도식」의 도상과 연결한 명정전 외진찬의 수주정에 배설

20 『日省錄』 正祖 19年 乙卯(1795) 6月17日 丙申, “壽酒亭二坐一設於東楹之內予稱觴之所一設於西楹之內中宮殿稱觴之所亭是燔朱紅高足床覆以床巾紅質

綠領皆用輕光紬”.

21 『尙方定例』 卷2, 別例 上, 57후, “阿架床樽臺具 厚椵板 楸木 魚膠 唐朱紅 阿膠 明油 正鐵 沙魚皮 木賊 炭 [以上戶曹]”.

22 『春官通考』 卷86, 凶禮 補編 魂殿所排圖說, “阿架床[所以安磁樽設於殿內者] 牀[一名酒亭] 用椵木下設雲角雲足有臺 上設二層欄干 長三尺三寸[用營造

尺] 廣兩尺 通足高三尺四寸 倭朱漆[小喪黑眞漆 戶外所排制同而高稍減長與廣自相等唐朱漆 陵所丁字閣戶外所排制同 今儀園墓同].”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p.91.

표 4. 명정전 외진찬의 수주정 배설 기물

주칠 아가상 은도금일월병 은반루금선 은이선 은시접

은영롱시 은저 은작 용준ㆍ주칠 준대 은도금선지두배



7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4

된 기물이다.

수주정에 배설된 기물은 진작 과정에 사용된 도구이

다. 기물의 용도는 대부분 <그림 1>의 진작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제조가 술 단지인 용준에서 은작으로 술을 떠서 

병에 담고, 그 병의 술을 잔에 담아 진작자에게 전한다. 은

영롱시와 은저는 술을 올린 다음 미수를 올릴 때 사용할 숟

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진 1>의 뚜껑이 달린 은시접에 담아 

보관한다. 또한 <사진 2>의 받침을 갖춘 은도금선지두배는 

명정전 외진찬에서 총 9작의 진작과정에서 매번 사용된다.

1829년 ‘기축진찬의례’ 이후 궁중연향에서 은반루금

선과 은이선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은반루금선과 은이선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도식」의 도상을 통해 형태를 확인하고, 명칭을 통해 

선(鐥) 종류로 파악할 수 있다. 은이선의 경우 명칭에서 소

재가 은으로 귀때가 달린 선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은반루

금선의 경우 소재가 은선(銀鐥) 인지 금선(金鐥)인지 명확

하지 않다. 『고려사』에서 “충선왕 3년에 좌상시(左常侍) 김

지겸(金之兼)을 원(元)에 보내어 황태자의 탄일을 축하하고 

금선(金鐥) 2개를 바치게 했다.”24 라는 기록을 통해 금선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주정에 배설된 대부분

의 기물의 소재가 은(銀)이라는 점과 은도금일월병과 은도

금선지두배가 은을 소재로 도금한 병과 잔이라는 점을 미

루어 볼 때, 은반루금선의 소재도 은으로 짐작된다. 선(鐥)

의 용량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1795)에서 술 4잔을 

담을 수 있는 그릇25으로 확인된다. 『산가요록(山家要錄)』

(1459)의 기록은 선을 이르는 또 다른 표현인 복자라는 명

칭을 통해 두 되[升]는 한 복자[鐥]가 되고, 세 복자는 한 

병(甁)이 된다고 한다.26

은도금일월병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사진 3>의 유물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손잡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금으로 도금한 원형 무늬가 있

는데 우측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좌측에는 달을 

상징하는 방아찧는 토끼가 묘사되어 있다. 이 병은 입구가 

좁아 용준에서 은작으로 퍼 올린 술을 바로 병에 담는 것

이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백관들의 술상인 주탁에 배설된 기물 중에는 병

24 『高麗史』 第34卷 「世家」 辛亥 3年(1311)二月 丁未. “遣左常侍金之兼如元賀皇太子誕日獻金鐥二酒鍾二銀鐥二十眞紫羅六匹玳瑁鞘子九”.

25 『靑莊館全書』 第55卷 「盎葉記二」, “我國以容酒四盃之器 爲一大也 也字或是匜字之譌歟 一大也 亦稱一鐥 鐥字 字書無之. 俗亦以盥洗盤 稱大也 與酒器

名同 而大小懸殊”.

26 전순의, 한복려 엮음, 2011, 『산가요록』, 궁중음식연구원, p.36. “쌀은 반드시 여러 번 씻어야 하는데, 두 홉[合]이 한 잔(盞)이 되고, 두 잔이 한 작(爵)이 되고, 

두 되[升]가 한 복자[鐥]가 되고, 세 복자가 한 병(甁)이 되고, 다섯 복자가 한 동이[東海]가 된다”.

사진 1. 은시접(국립고궁박물관 2017:126). 사진 2. 은도금선지두배(국립고궁박물관 20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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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甁)과 선(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는 사준의 

술을 병에 담지 않은 것으로 선은 병의 존재 유무와 함께한

다. 따라서 은반루금선과 은이선은 액체를 담아 주구를 통

해 병에 옮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 파악된다. 

2. 자경전 내진찬의 진작 기물

외진찬에서 사옹원 제조, 부제조, 관원이 수주정, 주

정, 주탁을 설치한 반면, 내진찬에서는 상식, 여관, 전선이 

행사 전 술상을 설치한다.27 내진찬에서도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수주정, 주정, 주탁이 각각의 위치에 배치된다. 따라서 

내진찬의 진작 기물은 외진찬의 진작 기물과 비교하여 확

인하고자 한다. 

<표 5>는 『기축진찬의궤』 「배설」28의 내용을 통해 외

진찬과 내진찬의 수주정에 배설된 기물의 명칭과 해당 기

물을 준비한 부서를 비교하였다.

은영롱시와 은저를 담은 은시접은 외진찬의 수주정에

27 『己丑進饌儀軌』 奎 14370, 003책, pp.61~63.

28 『己丑進饌儀軌』 奎 14370, 003책, pp.125~127.

사진 3. 은도금일월병(연구자 촬영(좌측), 국립고궁박물관 2007:153(중앙·우측), 높이29cm, 바닥지름9.5cm).

표 5. 외진찬과 내진찬의 수주정 배설 기물

외진찬 내진찬

주칠 아가상 1좌

주칠 준대 1좌
상방

주칠 아가상 1좌

주칠 준대 1좌
본소

은도금일월병ㆍ개(蓋) 1좌

은반루금선ㆍ개 1좌

은이선 1좌

은시접ㆍ개 1좌

은영롱시 1개

은저 2쌍

은작 1개

내하

옥병ㆍ개 1좌

은반루금선ㆍ개 1좌

은이선 1좌

옥배ㆍ대(臺) 1좌

옥배ㆍ은도금대 1좌

문호배ㆍ대 1좌

문호배 1좌

옥배 1좌

내하

은도금선지두배 1좌

곡수각장좌면지 1장
본소

문호배ㆍ은도금대 1좌

옥배ㆍ은도금루용대 1좌

곡수각장좌면지 1장

은작 1개

덮개용 홍수주보 1건

본소

용준ㆍ개 1좌 주원 용준ㆍ개 1좌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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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배설된다. 이는 내진찬에서 시접반을 따로 마련하여 은

시접 1좌, 은영롱시 1개, 은초의 1개, 은저 1쌍을 배설하였

기 때문이다. 은저의 경우 외진찬에 2쌍을 배설하나 내진찬

에서는 시접반에 은저 1쌍을 배설한다. 이는 외진찬에서 찬

안과 별행과, 미수를 올린 반면, 내진찬에서는 별행과가 생

략되어 어찬과 미수만 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식종류

와 진작 규모를 통해 외진찬이 내진찬 보다 격식을 갖춰 성

대하게 거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덮개용 홍수주

보는 내진찬의 수주정에만 배설된 것으로 총 7좌의 술잔을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외진찬과 내진찬의 수주정에 배설된 기물은 준비한 

부서의 차이가 있다. 수주정과 준대(樽臺)는 외진찬의 경우 

상방(상의원)에서 마련하였고 내진찬에서는 본소(진찬소)

에서 준비하였다. 『기축진찬의궤』 「기용」에서 “본소에서 새

로 갖춘 것[本所新備]”으로 개칠(改漆)한 수주정 1좌와 준

대 3좌가 있다. 하지만 “상방에서 준비한 것[尙方措備]”에

는 개칠한 준대 2좌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수주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상방에서 준비한 것”이 개칠과 개

비(改備)한 항목에 대한 기록이라면 외진찬의 수주정은 기

존에 상방의 것을 개칠과 개비의 과정 없이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828년 ‘무자진작의례’에 배설된 주칠 아

가상 2좌가 모두 내하한 것으로 「기용」에 따로 언급이 없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외진찬의 수주정은 상방

에서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내진찬의 수주정은 개칠하여 

본소에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외진찬과 내진찬의 수주정 배설 기물에서 가장 

큰 차이는 진작하는 술잔의 수량이다. 외진찬에서는 은도

금선지두배 1좌로 총 9작을 올린 반면, 내진찬에서는 7좌

의 술잔으로 총 7작을 올렸다. 이때 사용된 술잔은 옥배와 

문호배(璊瑚杯) 2종류이다. 옥배는 총 4좌로, 술잔과 받침

표 6. 자경전 내진찬의 배설 술잔

옥배ㆍ대 옥배ㆍ은도금대 문호배ㆍ대 문호배

-

옥배 문호배ㆍ은도금대 옥배ㆍ은도금루용대 은내도금배ㆍ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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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3좌와 술잔만 사용된 1좌가 배설되었다. 문호배는 

총 3좌로, 술잔과 받침을 갖춘 2좌와 술잔만 사용된 1좌가 

내진찬의 수주정에 배설되었다. 

『기축진찬의궤』 「도식」에서 술잔의 도상(圖像)은 총 10

좌로 외진찬의 수주정에서만 사용된 은도금선지두배 1좌와 

익일회작(翌日會酌)의 왕세자 주정에 배설된 은도금도화배

를 제외하고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재료와 문양에 따라 

자경전 내진찬의 배설 술잔을 배치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하지만 「배설」에 기록된 명칭과 도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옥배의 경우 「도식」의 4좌 모두 받침을 갖춘 

도상만 기록되어 받침을 갖추지 않고 술잔만 배설된 옥배 1

좌의 형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문호배도 「도식」에는 받

침을 갖춘 2좌의 도상만 기록되어 술잔만 사용된 1좌의 문

호배의 형태를 추정하기 모호하다. 

<표 7>은 『기축진찬의궤』 「배설」에 기록된 순서에 따

라 「도식」의 도상과 연결한 자경전 내진찬의 수주정에 술잔

을 제외하고 배설된 기물이다.

용준의 술을 병에 담기 위해 사용되는 은작과 은반루

금선, 은이선은 외진찬과 내진찬에서 모두 사용된다. 하지만 

술병의 경우 외진찬에서 은도금일월병을 배설한 반면, 내진

찬에서는 옥병을 배설하여 기물의 소재와 형태가 더욱 화려

해졌다. 또한 내진찬의 수주정에 배설된 총 7좌의 술잔도 외

진찬에 비해 다양하고 호화롭다. 이는 군신 간의 화합을 위

한 행사에서 격식과 절차를 통해 왕권의 지위를 부각시킨 

반면,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는 화려한 기물을 통

해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탄일을 맞이해 “효(孝)”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를 위해 순조에게 

아뢸 때, 순조는 흉년을 이유로 사양했으나 몇 번의 간청 이

후 “간절한 정성이 이같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으니 너의 말

에 애써 따르도록 하는데 모든 의물을 한결같이 간소하게 

하라.”29고 하였다. 연향의 규모는 정재, 의장, 찬품, 진작 횟

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828년 순원왕후의 사순(四旬)

을 경축하는 ‘무자진작의례’에서 총 3작의 술을 올린 것과 

비교할 때, 본 행사의 외진찬에서 총 9번의 술을 올린 것

과 내진찬의 진작 과정에서 총 7좌의 술잔을 배설한 것은 

결코 간소하게 거행된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진작 기물은 술을 올리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도구이

다. 하지만 도구적 측면에서 기물의 배설을 규정하기에 모

호한 부분이다. 은반루금선과 은이선과 같은 경우 술 단지

에서 병에 옮겨 담기 위한 용도로 굳이 2종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진작의 횟수에 따라 다양하고 화려한 술잔

을 모두 술상에 배설한 것도 자체의 쓰임새 때문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본 행사에서 주관자의 핵심 가치

를 내재화하여 이것의 의미를 시각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효의 실천을 위해 거행한 본 연향은 군신 간의 질서 확립

표 7. 자경전 내진찬의 수주정 배설 기물(술잔 제외)

주칠 아가상 옥병 은반루금선 은이선 은작 용준ㆍ준대

29 송방송ㆍ김종수, 2007,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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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는 표면적 가치와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식이라는 내재

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진

작 과정 속에서 구현하고, 진작 기물의 배설을 통해 상징화

한 것이다.

Ⅳ. 맺음말

의례는 정치적으로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의례의 행위와 과

정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부각될 수 있는 순서로 의례 절

차에 개입한다. 조선시대 통치자는 다양한 의례를 통해 군

신 간의 질서를 재확인한다. 특히 술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행위와 사용된 기물은 관계의 서열을 명확히 한다. 

헌수(獻壽)는 장수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술을 올리는 것

이다. 왕에게 헌수하는 것은 왕의 장수를 소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왕조의 지속과 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

징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작 기물이다. 기

물의 명칭은 소재와 형태를 가늠하게 하지만 상징적 의미

도 포함한다. 특히 수주정은 장수를 기원하는 수주를 올리

는 상으로 그 위에 배설된 기물은 술을 올리는 도구, 그 이

상의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기축진찬의례’의 외진찬과 내진찬의 진작 

과정과 관련된 기물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작 기물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진작 기물은 신분의 위계에 따라 철저하게 서열

화 된다. 같은 종류의 기물이라도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명

칭과 색, 형태로 구분한다. 왕과 왕세자의 술상은 수주정과 

주정으로 아가상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주칠과 흑칠

로 색의 차이를 둔다. 또한 신하들의 술상인 주탁은 붉은 

계열로 왕의 술상과 색은 같으나, 형태에서 전혀 다른 모습

을 갖고 있다. 한편, 왕과 왕세자의 술상과 백관의 술상에 

배설된 기물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백관의 술상에는 

술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술 단지에서 병으로 옮겨 담

는 행위가 생략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선(鐥) 또한 존재

하지 않는다. 술을 하사받는 백관과 술을 올리는 왕의 위계

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왕세자는 신하들이 

술을 올리는 대상은 아니지만 신하들과는 구별하기 위해 

주정을 설치하여 기물을 배치하였다.

둘째, 진작 기물은 왕실의 권위를 시각화한 것이다. 외

진찬과 내진찬의 수주정에 모두 배설된 은반루금선과 은이

선은 ‘기축진찬의례’ 이후 연향에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기

물의 용도가 우선되었다면, 이후 연향에서 단지의 술을 병

에 옮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용준과 

병, 술잔은 배설된 반면 선(鐥)의 명칭과 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내진찬에서 각 진작 마다 총 7좌의 다른 술잔

을 사용한 것은 1좌의 술잔을 총 9번 사용한 외진찬에 비해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기물 그 자체의 용도를 위한 

기능적 측면보다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진작 기물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물이

다. 외진찬과 내진찬의 진작 과정은 구성면에서 다소 차이

가 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진작자는 진작 과정에서 요구

되는 행위만 할 뿐, 직접 주빈에게 술을 올리지 않고 전달

자를 통해 올린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진

작자는 인도를 받아 수주정 옆에 서서 담당자의 술잔을 받

는다. 그 후 술을 올리는 자리로 이동해 다시 술잔을 전달

자에게 준다. 그러면 전달자가 어좌 앞에 술잔을 놓고, 주빈

이 작을 비우면 다시 그 술잔을 수주정에 놓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작자는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일어나는 행위

도 함께 한다. 진작자는 복잡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예(禮)

의 가치를 기물을 통해 실현한다. 

조선후기 연향에서 사용된 진작 기물은 왕의 권위를 

표현하며 충(忠)과 효(孝)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따라서 진작 기물을 통해 해당 연향을 이해하

고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

법으로 의궤의 기록을 살피는 것은 의례의 구성내용과 진행

상황을 분석하기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입체적인 기물

의 형태를 단면적인 도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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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작 기물이 의식과 어

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비교적 집중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기

물의 조형성에 대한 부분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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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

  ●『기축진찬의궤(己丑進饌儀軌)』 奎 14370

  ●『무자진작의궤(戊子進爵儀軌)』 奎 14364

  ●『상방정례(尙方定例)』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奎 14532

  ●『일성록(日省錄)』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 奎 1453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춘관통고(春官通考)』

  ● 국립고궁박물관, 2007,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안내도록』, p.153

  ● 국립고궁박물관, 2013, 『궁에서 왕을 만나다』, p.139

  ● 국립고궁박물관, 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p.126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역 국조상례보편』, p.91

  ● 국립중앙박물관, 2010, 『조선시대 궁중행사도1』, 그라픽네트, p.40, 50

  ● 김미영, 2010,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 민속원, p.183

  ● 김선희, 2015, 「화성행궁華城行宮소장 기물器物과 비품備品연구」 『고궁문화』 제8호, pp.74~117

  ● 김종수, 2013, 「조선후기 內宴儀禮의 변천」 『溫知論叢』 第35輯, p.428

  ● 송방송·김종수, 2007, 『국역 순조기축진찬의궤 권수·권일』, 민속원, p.16, 29, 113, 127, pp.116~117, 130~131

  ● 이의강, 2006, 『국역 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사, p.56

  ● 이혜원, 2014, 『朝鮮末期 王室 儀禮用 木家具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순의, 한복려 엮음, 2011, 『산가요록』, 궁중음식연구원, p.36 

  ● 정희정, 2015,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시내, 2009,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家具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64호, pp.127~157

참고문헌 



81  Lee A-Lum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Among the royal ceremonies of the Joseon Dynasty era, the articles used in the Jinjak ceremony are 

symbolic icons of their value during the era.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articles whose 

usage is ambiguous,  by referring to various historical records. Moreover, it should be possible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al context of the article during this proces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examined 

the articles related to and used in the processes of Jinjak ceremonies of Outer Jinchan of Myeongjeongjeon and 

Inner Jinchan of Jagyeongjeon, which are part of the Gichuk Jinchan Ceremony  performed in February of 

the 29th year of King Sunjo. Especially, the definition of Jinjak will not just be limited to the action of offering 

liquor, but will include the whole series of procedures in offering the liquor. This is because the specific action 

of offering the liquor expresses cultural concepts and values that have meaning within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context in the specific action of offering the liquor.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Jinjak process of Outer Jinchan and Inner 

Jinchan of Gichuk Jinchan Ceremony. First, the articles of Jinjak are ranked strictly exactly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rankings. Second, the Jinjak articles are arranged for their symbolic meanings rather than their 

purpose. Third, the articles of Jinjak are symbolic icons expressing the values inherent in the process of offering 

liquor. Recently, there are events reviving the royal court banquet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royal 

culture. It such a situation, the systematic examination of articles of royal court banquets will be a process 

needed to restore the royal ceremony correctly in the future, and will be the foundation for studying the royal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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