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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the『Sejong chronicles』ritual manual to investigate the movements and roles of provincial

governors during the enshrinement rituals of the royal portrait, the official uniforms of the provincial gover-

nors in their ro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uniforms system for local governo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ovincial governors who participated in the en-

shrinement rituals of the royal portrait were governors ‘en route’ and governors ‘in destination’. The move-

ments of the governor ‘en route’ followed the provincial borders, official residences, and neighboring pro-

vincial borders. The movements of the governor ‘in destination’ followed the provincial borders, the offic-

ial residence, and jinjeon. The roles of the governors included the welcoming ceremony, the bow-down cer-

emony, the front guard, and the farewell ceremony. The governors ‘en route’ wore Jobok in the welcome

ceremony, and a Sibok in the bow-down ceremony before the farewell. The governor ‘in destination’ wore

Jobok in the welcome ceremony, and Jobok (or Sibok if Jobok was not available) in the bow-down cerem-

ony before the farewe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uniforms system for local governor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ors wore different uniforms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

ritual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econd, the names of official uniforms Sang-bok and Si-bok were used

interchangeab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ird, local governors were allowed to wear Sangbok (or Si-

bok) instead of Jobok.

Key words: Local governor, Official uniform, Enshrinement rituals, Royal portrait of King Taejo, Sejong

chronicles; 관찰사, 관복, 봉안의식, 태조어진, 세종실록

I. 서 론

조선 초기 태조어진(御眞)을 모신 지방 진전(眞殿)은

완산(현재의 전주) 경기전을 포함하여 영흥 준원전, 계

림(현재의 경주) 집경전, 평양 영숭전, 개성 목청전까지

총 5곳이다. 영흥에는『태조실록』태조7년(1398) 2월

26일에, 경주에는 태조7년(1398) 3월 6일에 태조어진이

봉안되었는데 영흥 준원전만 봉안시점부터 명칭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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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평양은 봉안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진과 진

전에 대해 이첨(1345~1405)이 남긴 시를 통해 태종5년

(1405) 이전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Cho, 2004).

전주는『태종실록』태종9년(1409) 2월 17일 완산부의

요청에 의해 경주의 태조어진을 가져다 모사하여 태종

10년(1410) 9월 28일에 봉안되었다. 개성은『세종실록』

세종1년(1419) 8월 26일에 지방 진전 중 가장 마지막으

로 봉안되었는데 7월 12일에 이름을 계명전이라고 했다

가 세종4년(1422) 1월 26일에 목청전으로 변경되었다.

세종24년(1442)에는 그동안 고유 명칭 없이 어용전, 태

조진전 등으로 불리던 진전들에 명칭을 부여하고 이후

지방 5곳의 태조어진을 모두 한양으로 옮겨 고쳐 그리는

작업 후 다시 각 진전으로 이동 봉안하였다(Yoo, 2011).

태종12년(1412) 11월 15일 완산(전주), 계림(경주), 평양

의 어용전을 모두 태조진전으로 부르게 했었는데 세종

24년(1442) 6월 22일에 각각 경기전, 집경전, 영숭전이

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영흥 준원전과 개청 목청전

은 세종25년(1443) 9월 13일에 다시 봉안하게 하였으며,

전주와 경주의 태조어진은 세종24년(1442) 7월 18일에

한양으로 가져와 고쳐 그리게 한 후 경기전은 세종25년

(1443) 10월 13일, 집경전은 11월 9일에 봉안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양 영숭전은 세종27년(1445) 4월 21일에

봉안하게 하였으며 이때 목청전도 다시 봉안하게 하였다.

어진 봉안은 왕실 의례 절차(이하 의주라 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선 초기 왕실 의례 절차는『세종실록』(Na-

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95)「오례」,『국조오

례의(國朝五禮儀  [Gukjo-oryeui], 1474/1979)』등의 국가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록에는 의례 시행에 앞

서 왕에게 보고한 의주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후

에 정비되어 오례로 수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세종실록』에는 세종1년(1419), 세종24년(1442),

세종25년(1443) 세 차례에 걸쳐 성진(聖眞) ·어용(御容)

·쉬용(晬容) 등으로 칭한 태조어진의 봉안 및 봉영의주

가 기록되어 있다. 세종1년(1419)「태조성진봉안의주」는

개성 계명전으로의 봉안의주로서 봉안의식과 봉안제에

관한 내용이며, 세종24년(1442)「어용봉영의주」는 지방

진전의 태조어진을 한양으로 이동하기 위한 고유제와 봉

안의식에 관한 내용, 세종25년(1443)「태조쉬용봉안의」

는 작업한 태조어진을 다시 진전으로 이동하는 봉안의식

과 봉안제에 관한 내용이다. 봉안제의 상세한 절차는 세

종1년(1419) 8월 8일 의주와 세종2년(1420) 윤1월 28일

「계명전친향의」에 나타나며 후에 정비되어『국조오례

의』길례「속절의 진전 향사에 관한 의식[속절향진전의]」

로 수록되지만 봉안의식은 국가전례서에 수록되지 않아

『세종실록』의주가 어진 봉안의식을 위한 준거 자료가

된다.

어진 봉안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Kim(2004)의 숙

종 ·영조대 어진봉안처소 확대 연구, Yoo(2011)의 조선

후기 어진관계 의례 연구, S. E. Kim(2013)의 진전 의례 변

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Kim(2010)의 경

기전 태조어진 봉안행차 재현을 위한 연구와 C. B. Kim

(2013)의 조선 전기 태조진전 의례 정비과정 연구를 통

해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의식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

다. 복식사 분야에서의 왕실 의례 재현 연구는 한양을 중

심으로 한 의례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방 행차를 다

룬 경우에도 주로 왕과 왕세자 중심으로 대상이 제한되

었다(Kim & Choi, 2014; Son & Lee, 2013).

본 연구에서는『세종실록』의 의주를 통해 지방 진전

의 태조어진 봉안의식 중, 관찰사의 관할구역 내 이동

동선을 세분하고 이에 따른 관찰사의 수행 역할과 관복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관찰사는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

으로서 감사 ·도백 ·방백 등으로도 불렸다(The Acade-

my of Korean Studies, 1991).『세종실록』어진 봉안의주

에서 ‘관찰사’라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찰사를

기본 명칭으로 하되 사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원문의 용

어를 따르기로 한다. 연구대상을 관찰사로 한 이유는 어

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 역할의 중요도 때문이다.『세종

실록』어진 봉안의주는 각 도 관찰사 및 수령들이 참여

하는 공식적인 의례로 정립된 의주(Yoo, 2011)로서 어진

봉안의식에서의 관찰사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세종실록』의주 분석결과, 관찰사는 어진 봉안의식

에서 지영(祗迎), 지송(祗送), 도가(導駕), 그리고 행례(行

禮)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영이란 백관이 왕의 행차를 공

경하여 맞이함을 뜻하며(King Sejong the Great Memo-

rial Society, 2001b), 지송이란 백관이 왕의 행차를 공손

히 전송한다는 뜻이다(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2001a). 어진 봉안의주에 의하면 어진에 대해 지

영 ·지송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도가란 왕의 거둥 때 미

리 앞길을 정리하고 어가(御駕)를 인도하던 제도로서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1) 전도(前導) 또는

‘앞에서 인도한다’고 번역되기도 한다. 어진 봉안의주

에 의하면 전도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가로 설명한다. 어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의 행례는

지영 ·지송 전후에 숙소나 진전에서 어진에 대해 절하

는 배례의식을 말한다. 관복으로는 조복(朝服)과 시복(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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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을 착용한다.

어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 관복 시행의 원칙을 이해

하기 위해『세종실록』「오례」,『국조오례의』등의 국가

전례서, 법전인『경국대전』, 그리고 지방관의 일기류에

서 관련 의주와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 관복제도 운영의 특징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

였으며 관복의 상세한 구성품목이나 형태는 논외로 하

였다.

조선시대 태조어진의 지방 진전은 5곳이나 되었지만

임진왜란 등의 난을 거치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전

주 경기전뿐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매년 10월에 재현

되고 있는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이다. 조선 초기 태조어진 봉안

의식에서 관찰사의 동선에 따른 역할과 관복 연구는 경

기전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II.『세종실록』의 어진 봉안의주 분석

태조어진 봉안의식에 참여하는 관찰사로는 어진 행렬

이 경유하게 되는 지역 관찰사(이하 경유지 관찰사라고

함)와 진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찰사(이하 소재지

관찰사라고 함)가 있다. 본 장에서는『세종실록』태조어

진 봉안의주를 통해 경유지 관찰사와 소재지 관찰사의

동선과 역할을 분석하되 의주 원문은 관찰사의 역할이

시작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만 분석에 포함시킨다.

동선 분석을 위하여 관찰사 역할 수행 위치를 알파벳 순

으로 표기하고, 관찰사의 수행 역할에는 밑줄을 그어 표

시하였다.

1. 세종1년(1419) 개성 계명전으로의 태조어진 봉

안의주

최초의 태조어진 봉안의식 의주는 세종1년(1419) 한양

문소전의 태조어진을 개성 계명전으로 이동하여 봉안할

때의 의주이다.『태종실록』태종18년(1418) 5월 30일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지역에 진전을 세우게 한 태

종의 뜻에 따라『세종실록』세종즉위년(1418) 10월 20일

개성에 태조 진전을 건축하고 이듬해인 세종1년(1419)

8월 26일에 태조어진을 개성 진전으로 이동 봉안했으며

이 진전의 이름은 세종1년(1419) 7월 12일에는 계명전이

었다가 세종4년(1422) 1월 26일에 목청전으로 바뀌었다.

세종1년(1419) 8월 8일 예조에서 올린「태조성진봉안

의주」에는 한양에서 출발한 태조어진 행렬이 경유지 관

찰사의 지영과 지송을 받고, 진전 소재지인 개성에 도

착하여 개성 유후(留後)의 지영을 받고 계명전에 도착

하기까지의 이동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유후사(留後司)

는 유후가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 또는 그 관할행정구역

을 말하고, 유후사에서는 소재지 관찰사의 역할을 유후

가 수행하였으므로 유후를 통해 소재지 관찰사의 역할

과 관복을 고찰한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갈 때 지나가게 되는 경유지 경기

관찰사의 동선은 [A] 도 경계, [B] 도 경계부터 숙소까

지, [C] 숙소 문밖, [D] 숙소 마당, [E] 이튿날 숙소 마당,

[F] 이튿날 숙소 문밖으로 이어지며, 소재지 유후의 동

선은 [G] 유후사, [H] 계명전 문밖, [I] 계명전 마당으로

이어진다. 동선의 각 단계별 역할과 관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 도 경계

“龍樓將至, 京畿觀察使率所過州縣守令, 具朝服, 備儀

仗迎於境上, 望龍樓皆躬身. 龍樓至小駐, 行稽首四拜禮”

경기 관찰사는 주 ·현의 수령들을 인솔하고 의장병

을 데리고 경기도의 경계에 나가 기다린다. 용루 즉 어

진이 보이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잠시 멈추면 ‘머

리를 숙여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하며’ 이때 ‘조복’

을 착용한다.

[B]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訖, 前導官卑者先導”

도 경계에서의 사배례 의식이 끝나면 경기 관찰사는

숙소까지 어진 행렬의 ‘앞에서 인도하는’ 도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지방관 중에서 관 계급이 낮은 자가

앞에서 인도한다.

[C] 숙소 문밖

“至所館門外, 只設結綵使臣及守令躬身祗迎.”

어진 행렬이 숙소에 도착하면 문밖에는 결채를 늘어

트리게 하고 숙소 문밖에서 사신과 수령들이 ‘몸을 굽혀

지영한다.’ 사신은 한양에서 어진을 수행하고 온 봉안사

를 가리키며, 수령은 관찰사 이하 지방관을 가리킨다.

[D] 숙소 마당

“執事二人奉聖容函, 由中門入, 安於大廳卓上. 儀仗於

庭中左右分立, 使臣及守令入就庭中, 東西分立. 執事者

上香, 使臣及守令行稽首四拜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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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집사가 어진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가 숙

소의 대청 탁자에 모시면 의장은 마당 좌 ·우로 갈라서

고 사신과 수령들은 마당으로 들어가 ‘동 ·서쪽으로 나

누어 선다.’ 집사가 향을 피우면, 사신과 수령들 즉 봉안

사와 관찰사 이하는 ‘머리를 숙여 네 번 절하는 사배례

를 행한다.’

[E] 이튿날 숙소 마당

“翼日早晨, 使臣及守令以時服, 入庭序立, 行禮如前儀.”

이튿날 이른 새벽에는 역시 사신과 수령들이 숙소 마

당에 들어와 ‘차례로 서서 앞의 의식과 같이 행례한다.’

고 했다. ‘앞의 의식과 같이 행례한다.’는 것은 [D]의 전

날 숙소 마당에서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가 동 ·서쪽으

로 나누어 서서 머리를 숙여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

한 것을 뜻하며, 이때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는 모두 ‘시

복’을 착용한다.

[F] 이튿날 숙소 문밖

“龍樓進發, 使臣及守令於館門外, 躬身祗送.”

어진이 출발하면 사신과 수령들 즉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는 숙소 문밖에서 ‘몸을 굽혀 지송한다.’

[G] 유후사 

“龍樓將至, 留後司留後以下具朝服, 出迎如觀察使儀.

留後司只設結綵.”

어진 행렬이 진전 소재지인 개성 유후사에 도착하면

유후 이하는 나와 ‘관찰사 의식과 같이 지영한다.’ 유후

사에 도착했다는 것은 개성에 도착했음을 의미하며, 유

후 이하가 ‘관찰사 의식과 같이 지영한다.’는 것은 도 경

계에 이르렀을 때 경유지 관찰사가 어진이 보이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멈추면 머리를 숙여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하였다는 뜻이다. 이때 유후는 관찰사와 마찬

가지로 ‘조복’을 착용한다.

[H] 계명전 문밖

“入至啓命殿門外,”

진전인 계명전 문밖에 도착했을 때는 별다른 설명 없

이 곧바로 계명전 마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계명전 문밖에서의 유후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언

급되어 있지 않다.

[I] 계명전 마당

“執事二人奉聖眞入自中門, 至正殿開函, 奉出聖眞掛

安訖, 奉安使及留後以下入就殿庭, 異位重行. 立定, 執事

者上香, 行稽首再拜禮, 次耆老入就殿庭, 行四拜禮”

두 명의 집사가 어진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가 정전

에서 함을 열고 어진을 받들어 내어 걸어 모시고 나면,

봉안사와 유후 이하는 함께 정전 마당으로 들어와 각기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선다.’ 집사가 향을 피운 뒤에

‘머리를 숙여 두 번 절하는 재배례를 행한다.’ 다음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정전 마당으로 들어와서 네 번 절하

는 사배례 의식을 행한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선

다.’는 것은 [D]의 숙소 마당에서와 같이 봉안사와 유후

이하가 동 ·서쪽으로 나누어 겹줄로 선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세종1년(1419) 의주에 의하면 한양 문소

전에서 개성 계명전으로 이동할 때 경유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

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숙소 문밖에서의 지송의식을 수

행하며, 역할 수행 시의 관복으로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

의식에 조복, 이튿날 지송을 앞둔 숙소 마당에서의 행

례에 시복을 착용한다. 한편 소재지 유후는 어진이 유후

사에 도착했을 때의 지영의식, 계명전 문밖을 지나 계명

전 마당에서의 행례를 수행하며, 역할 수행 시의 관복

으로는 유후사에 도착했을 때의 지영의식에 조복을 착

용한다.

2. 세종24년(1442) 지방 진전 태조어진의 한양 봉

안의주

세종24년(1442)에는 태조 진전으로 불리던 전주, 경주,

평양의 진전에 각각 경기전, 집경전, 영숭전이라는 명칭

를 부여하고 지방 5곳의 태조어진을 모두 한양으로 옮

겨 고쳐 그리는 작업 후 다시 각 진전에 봉안하였다. 이

때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태조어진을 이동 봉안하기

위한 의주가 만들어졌다.

세종24년(1442) 7월 18일 예조에서 올린「어용봉영의

주」에는 태조어진 행렬이 지방 진전에서 소재지 관찰사

의 지송을 받고 출발한 후, 경유지 관찰사의 지영과 지송

을 받고 한양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갈 때 소재지 관찰사의 동선

은 [A] 진전 마당, [B] 진전 문밖, [C] 진전부터 오리정까

지로 이어지며, 경유지 관찰사의 동선은 [D] 도 경계,

[E]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F] 숙소 문밖, [G] 숙소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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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이튿날 숙소 마당으로 이어진다. 동선의 각 단계별

역할과 관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 진전 마당

“時至, 觀察使以下各服朝服,【無朝服者, 服時服.】入

就殿庭, 行四拜訖”

출발 시간이 되면 관찰사는 진전 마당에 들어와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다.’ 진전 소재지 관찰사로서 어

진을 지송하기 전의 행례이다. 이때 관찰사 이하는 ‘조

복’을 착용하되 조복이 없는 자는 ‘시복’을 착용한다.

[B] 진전 문밖

“以次出, 序立於祗送位. 執事二人升自東階, 由東戶入,

奉御容函由中戶出, 安於輦. 假司禁前導, 香樓子次之, 繖

扇次之. 輦進發, 奉迎使隨行. 觀察使以下躬身, 輦過平身,”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를 마치면 진전 문밖으로 나와

지송 위치에 ‘차례로 선다.’ 두 명의 집사가 동쪽 계단

으로 올라와 동쪽 문으로 들어와 어진함을 받들어 중문

으로 나와 연에 모시면 가사금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

향루자와 산선이 차례로 선다. 연이 출발하면 봉영사가

수행하고 관찰사 이하는 ‘몸을 굽혔다가’ 연이 지나가

고 나면 ‘몸을 바로 한다.’

[C] 진전부터 오리정까지 

“侍衛如常, 祗送于五里程.”

‘시위는 일상적인 예와 같이’ 하여 오리정에서 ‘지송

한다’고 한 것은 진전에서부터 어진 행렬의 앞에서 인도

하는 도가 역할을 하고 오리정에서 지송의식을 한다는

의미이다.

[D] 도 경계

“所過各道觀察使各官守令具朝服迎於境上, 望輦躬身,

輦至小駐, 觀察使以下行四拜禮訖,”

어진이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게

되는 경유지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들은 도 경계에 나

와 지영하는데 연이 보이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잠

시 멈추면 관찰사 이하가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

다.’ 이때 관찰사 등의 지방관 일행은 ‘조복’을 착용한다.

[E]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前導【官卑者前導】”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후 관찰사 이하는 숙소까지

어진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는’ 도가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벼슬이 낮은 자가 앞에서 인도한다.

[F] 숙소 문밖

“至所館門外, 躬身祗迎.”

어진 행렬이 숙소 문밖에 이르면 ‘몸을 굽혀 지영한다.’

[G] 숙소 마당

“執事二人奉御容函, 由中門入, 安於大廳卓上, 繖扇入

陳如常. 觀察使以下入就庭中序立, 執事者上香, 觀察使

以下行四拜禮.”

두 명의 집사가 어진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가 숙

소의 대청 탁자 위에 봉안하면 산선이 들어와 상례와 같

이 진열한다. 관찰사 이하가 숙소 마당으로 들어와 ‘차

례대로 섰다가’ 집사자가 향을 피우면 ‘네 번 절하는 사

배례를 행한다.’

[H] 이튿날 숙소 마당

“翌日質明, 觀察使以下入庭行禮及祗送如前儀, 皆時服”

이튿날 새벽에 관찰사 이하는 숙소 마당에 들어와 ‘행

례 및 지송의식을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앞

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 한 것은 소재지 관찰사의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와 진전 문밖에서의 지송의식을 의미

할 수도 있고, 전날 경유지 관찰사의 숙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과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모두 문밖에서의 지영 ·지송의식과 진전 ·숙소에서의 행

례를 포함한 것으로 여기서는 비록 ‘숙소 문밖’이 언급

되지는 않았지만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와 숙소 문밖에

서의 지송의식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관

찰사는 ‘시복’을 착용한다.

이상과 같이 세종24년(1442) 의주에 의하면 지방 진전

에서 한양으로 이동할 때 소재지 관찰사는 진전 마당에

서의 행례, 진전 문밖에서의 지송 의식, 그리고 오리정까

지 도가 후 지송의식을 수행하며, 역할 수행 시의 관복으

로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을 착용하고,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한다. 한편 경유지 관찰사는 도 경

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

소 마당에서의 행례, 그리고 숙소 문밖에서의 지송의식

을 수행하며, 역할 수행 시의 관복으로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 조복,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와 숙소

문밖에서의 지송의식에 시복을 착용한다. 의주 원문에

는 숙소 마당에서 행례와 지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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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종1년(1419) 의주를 참고할 때 숙소 마당에서 행례

와 숙소 문밖에서 지송의식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생

각된다.

3. 세종25년(1443) 태조어진의 지방 진전으로의

봉안의주

세종25년(1443)에는 개성 목청전과 영흥 준원전을 시

작으로, 전주 경기전, 경주 집경전, 그리고 세종27년(1445)

평양 영숭전까지 한양으로 옮겨 고쳐 그리는 작업을 마

친 태조어진을 각 진전으로 다시 이동 봉안할 때 적용하

기 위한 의주가 만들어졌다.

세종25년(1443) 9월 11일 예조에서 올린「태조쉬용봉

안의」에는 한양에서 출발한 태조어진 행렬이 경유지 관

찰사의 지영과 지송을 받고, 진전 소재지 관찰사의 지영

을 받고 진전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갈 때 지나가게 되는 경유지

관찰사의 동선은 [A] 도 경계, [B]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C] 숙소 문밖, [D] 숙소 마당, [E] 이튿날 숙소 마당, [F]

이튿날 숙소 문밖, [G] 숙소부터 문밖까지로 이어지며,

소재지 관찰사의 동선은 [H] 도 경계, [I] 이튿날 숙소부

터 진전까지, [J] 진전 문밖, [K] 진전 마당으로 이어진다.

동선의 각 단계별 역할과 관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 도 경계

“所過各道觀察使各官守令具朝服, 迎於境上, 望輦躬

身, 輦至小駐. 觀察使以下當道心異位重行, 向輦四拜”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향하는 어진 행렬이 지나가게

되는 경유지 관찰사는 각 고을의 수령과 함께 도 경계

지역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연이 보이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잠시 멈추면 관찰사 이하가 길 가운데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서’ 연을 향해 ‘네 번 절하는 사배례

를 행한다.’ 이 때 관찰사 이하는 ‘조복’을 착용한다.

[B]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訖, 前導”

관찰사 이하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을 마치고 나

서 행렬의 ‘앞에서 인도’하는 도가 역할을 수행한다.

[C] 숙소 문밖

“至所館門外, 躬身祗迎.”

어진 행렬이 숙소 문밖에 이르면 관찰사 이하는 ‘몸을

굽혀 지영한다.’

[D] 숙소 마당

“執事者二人奉聖容函由中門入, 安於大廳卓上, 儀仗入

陳如常. 觀察使以下入就庭中, 異位重行. 立定, 執事者上

香, 觀察使以下行四拜禮.”

두 명의 집사자가 어진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와

숙소 대청 탁자 위에 봉안하고 의장도 들어와 일상적인

예와 같이 진열하면 관찰사 이하가 숙소 마당 가운데로

들어와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선다.’ 집사자가 향을

피우면 관찰사 이하는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다.’

[E] 이튿날 숙소 마당

“翌日質明, 觀察使以下以時服入庭, 異位重行. 立定,

執事者上香, 觀察使以下行四拜禮.”

이튿날 새벽에 관찰사 이하는 숙소 마당에 들어와 ‘자

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서’ 집사자가 향을 피우면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다.’ 이때 관찰사 이하는 ‘시복’

을 착용한다.

[F] 이튿날 숙소 문밖

“小頃, 觀察使以下序立於門外, 執事者奉聖容函, 安於

輦上. 輦進發, 觀察使以下躬身, 輦過平身”

숙소 마당에서 사배례를 하고 나서 조금 후에 관찰사

이하는 문밖에 ‘차례로 선다.’ 집사자가 어진함을 받들

어 연에 모시고 연이 출발하면 관찰사 이하는 ‘몸을 굽

혔다가’ 연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G] 숙소부터 문밖까지

“侍衛祗送于門外.”

[F]의 숙소 문밖에서 지송한 후, ‘시위하여 문밖에서

지송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세종1년(1419)과 세

종24년(1442)에 경유지 관찰사의 동선이 이튿날 숙소 마

당에서 행례한 후 숙소 문밖에서의 지송의식이 마지막

인 것과 비교된다. 한편 세종24년(1442) 소재지 관찰사

가 진전 문밖에서 지송의식 후 ‘시위는 일상적인 예와

같이 하여 오리정에서 지송’한 것을 참고할 때 숙소 문

밖에서부터 도가하여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 지점

에 가서 지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 도 경계

“影殿所在各道觀察使奉迎如前儀.”

진전이 소재한 각 도의 관찰사가 ‘봉영하는 것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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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식과 같다.’ 여기서 ‘앞의 의식과 같다.’고 한 것은

어진 행렬이 도 경계에 이르렀을 때 경유지 관찰사의 지

영의식과 같이 어진이 보이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멈추면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하였다는 뜻이다. 따라

서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을 수행할 때의 관

복인 조복을 착용했을 것이다.

[I] 이튿날 숙소부터 진전까지

“翌日, 無拜禮, 仍侍衛. 影殿所在官守令出迎如前儀”

이튿날에는 ‘배례가 없고 그대로 시위한다.’ 진전 소

재지 지방관과 수령이 나가 ‘지영하는 것도 앞의 의식

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숙소에서 묵고 난 다음날을

말한다. [H]의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서 곧바로 이

튿날 숙소로 연결되어 있지만, 도 경계에서 ‘진전 소재

지의 각 도의 관찰사가 봉영하는 것도 앞의 의식과 같

다.’고 하였으므로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까지가 생

략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1년(1419) 의주도 지방 진전으

로의 이동이었지만 개성에서는 유후사 경계지역에서부

터 진전까지 거리가 짧아 숙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진

전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배례 없이 그대로 시위한다.’

는 것은 숙소에서 묵고 난 이튿날 아침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즉 배례의식이 없이 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J] 진전 문밖

“輦至殿門外”

어진 행렬이 진전 문밖에 도착했을 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진전 마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K] 진전 마당

“執事二人奉聖容函, 入自中門, 至正殿安于卓上, 開函

奉出聖容, 掛安訖. 奉安使及觀察使以下入就殿庭, 分東

西異位重行. 立定, 執事者上香, 行四拜禮.”

두 명의 집사가 어진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가 정

전 탁자에 봉안하고 함을 열어 어진을 받들어 걸어 모신

다.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는 전정 마당으로 들어와 ‘동

·서쪽으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섰다가’ 집사자가

향을 피우면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한다.’ 이는 세

종1년(1419) 개성 계명전 마당에서의 의식과 같다.

이상과 같이 세종25년(1443) 의주에 의하면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이동할 때 경유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

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

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숙소 문밖에서의 지송의식,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까지의 도가와 지송의식을 수행하며,

역할 수행 시 관복으로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 조

복,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에 시복을 착용한다. 경

유지 관찰사의 동선이 숙소 문밖에서 끝나지 않고 숙소

문밖에서부터 도가하여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 지

점에 가서 지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재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이튿날 숙소부터 진전까지의

도가,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를 한 것

으로 기록되어 도 경계 다음 동선이 이튿날 숙소로 연결

되어 있지만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에

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까지의 동선이 생

략되어 있다. 역할 수행 시 관복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 조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숙소에서 묶고 난 이튿날 ‘배례가 없고 그대로 시

위한다.’고 하여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없이 바로 출발

한 것은 이전 의주와 다른 내용이다. 진전에 도착해서는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로 역할이 마무

리된다.

III. 어진 봉안의식에서의

관찰사 동선에 따른 역할과 관복

『세종실록』세 차례의 어진 봉안의주를 통해 어진 봉

안의식에서 관찰사의 동선과 역할을 비교해 보면 동선

내 역할이 이루어지는 각 지점과 의식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Table 1). 경유지 관찰사와 소재지 관찰

사로 구분하여 관찰사의 동선에 따른 역할과 관복에 대

해 세 의주를 비교 고찰한다.

1. 경유지 관찰사

한양과 지방 진전 간의 어진 봉안행렬에서 경유지 관

찰사의 동선은 세종1년(1419) 의주에 의하면 도 경계,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숙소 문밖, 숙소 마당, 이튿날 숙소

마당, 이튿날 숙소 문밖의 순으로 이동하며, 세종24년

(1442) 의주에는 이 중 이튿날 숙소 문밖이 생략되어 있

고, 세종25년(1443) 의주에는 이튿날 숙소 문밖 다음에

숙소부터 문밖까지의 동선이 추가되어 있다.

첫째,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을 살펴보면 세종1년

(1419)과 세종24년(1442)에는 연이 도착하여 멈추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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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례 한다.’고만 했는데 세종25년(1443)에는 ‘길 가운데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서 사배례 한다.’고 하여 위

치와 배열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여기서 ‘자리를 달

리하여 겹줄로 선다.’는 것은 세종1년(1419) 숙소 마당

에서의 행례를 참고할 때 봉안사와 지방관 일행이 동 ·

서쪽으로 나누어 겹줄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역할과 숙소 문

밖에 도착하여 몸을 굽혀 지영하는 의식은 세 의주가 동

일하다.

셋째,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를 위해 세종1년(1419)에

는 ‘동 ·서쪽으로 나누어선다.’고 했고, 세종24년(1442)

에는 ‘차례대로 선다.’고 했고, 세종25년(1443)에는 ‘자

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선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봉안

사와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를 하기 위해 동 ·서쪽으로

나누어 서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도 전날의 행례와

같다. 세종1년(1419)과 세종24년(1442)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세종25년(1443)에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Table 1. The province official's roles and uniforms according to the route in the enshrinement rituals of the Royal

Portrait of King Taejo

1419

Governor ‘en route’ Governor ‘in destination’

Provincial

border

From the

provincial

border to

the official

residence

In front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2
nd

 day

of the

stay)

In front

of the

official

residence

(2
nd

 day

of the

stay)

·
Provincial

border
· ·

In front

of the

Jinjeon

In the

yard

of the

Jinjeon

[A] [B] [C] [D] [E] [F] [G] [H] [I]

Jobok Sibok Jobok

Direction of the flow movement (→)

1442

Governor ‘en route’ Governor ‘in destination’

Provincial

border
· ·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2
nd

 day

of the

stay)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front

of the

official

residence

From the

provincial

border

to the

official

residence

Provincial

border

To the

distance

of five

kilo-

meters

away

·

In front

of the

Jinjeon

In the

yard

of the

Jinjeon

[H] [G] [F] [E] [D] [C] [B] [A]

Sibok Jobok
Jobok

(Sibok)

Direction of the flow movement (←)

1443

Governor ‘en route’ Governor ‘in destination’

Provincial

border

From the

provincial

border to

the official

residence

In front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2
nd

 day

of the

stay)

In front

of the

official

residence

(2
nd

 day

of the

stay)

In front

of the

gate

Provincial

border
·

In the

yard

of the

official

residence

(2nd day

of the

stay)

In front

of the

Jinjeon

In the

yard

of the

Jinjeon

[A] [B] [C] [D] [E] [F] [G] [H] [I] [J] [K]

Jobok Sibok

Direction of the flow mov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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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사배례’ 한 것은 모두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가 동 ·

서쪽으로 나누어 겹줄로 서서 사배례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다섯째, 경유지 관찰사의 마지막 동선 즉 최종 지송의

식을 수행하는 지점은 의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종1년

(1419)에는 이튿날 숙소 문밖에서 ‘몸을 굽혀’ 지송의식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종24년(1442)에도 ‘숙소 문

밖’이라는 말은 생략되었지만 세종1년(1419)과 동일하다

고 생각된다. 세종25년(1443)에는 이튿날 숙소 문밖에

‘차례로 서서 몸을 굽혔다가 바로 하는’ 지송의식을 한

후 ‘시위하여 문밖에서 지송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

다. 이는 세종24년(1442) 소재지 관찰사가 진전 문밖에

서 지송의식 후 ‘시위는 일상적인 예와 같이 하여 오리

정에서 지송’한 것을 참고할 때 숙소 문밖에서부터 도

가하여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 지점에 가서 지송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선의 흐름에 따른 경유지 관찰사의 역할

과 관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

는 이동이든,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이동이든 경유지

관찰사는 지영과 지송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구체적

으로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의 도가, 숙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그리고 최종 지송

의식을 수행하는데 수행 지점은 의주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 역할 수행 시 관복으로는 어진 행렬의 진행방향에

관계없이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 조복,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및 지송의식에 시복을 착용한다.

2. 소재지 관찰사

소재지 관찰사의 역할은 어진의 이동 방향에 따라 달

라 어진이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반

대로 진전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

찰한다.

1)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이동하는 경우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이동할 때 소재지 관찰사의

동선은 세종1년(1419) 의주에는 유후사, 계명전 문밖, 계

명전 마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세종25년(1443) 의주에

는 도 경계, 이튿날 숙소부터 진전까지, 진전 문밖, 진전

마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세종1년(1419)

의 동선이 간단한 것은 유후사 경계에서 계명전까지 거

리가 가까워 숙소에 들르지 않고 곧장 이동하기 때문이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후사 도착 후 계명전까지 도가

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세종25년(1443) 의주에도 도

경계 다음에 곧바로 이튿날 숙소로 연결되는데 이는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숙소 문밖, 숙소 마당의 동선이 생

략된 것이다.

첫째, 관할구역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을 살펴보면, 세

종1년(1419) 어진이 유후사에 도착했을 때 개성 유후는

‘관찰사의 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지영한다.’고 하였고, 세

종25년(1443)에는 ‘앞의 의식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경유지 관찰사의 도 경계 지영의식과 같이 ‘몸을

굽혔다가 도착하여 잠시 멈추면 머리를 숙여 사배례’ 하

는 의식을 말한다.

둘째, 어진 행렬 이동 시의 도가 역할로서 세종1년(1419)

에는 관할지역 경계지점에서 진전까지 이동할 때, 세종

25년(1443)에는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와 이튿날 숙소부

터 진전까지 이동할 때 도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소재지 관찰사의 경우 숙소에서 묵고 난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가 생략된다. 세종1년(1419)에는

해당이 없으며, 세종25년(1443)에는 이튿날 숙소에서 ‘배

례 없이 그대로 시위한다.’고 한 것은 경유지 관찰사가

이튿날 숙소 마당에서 사배례를 한 것과는 달리 소재지

관찰사는 행례 없이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진전 문밖에 도착했을 때 세종1년(1419)과 세종

25년(1443) 모두 의식 없이 곧바로 진전 마당으로 이동하

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경유지 관찰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숙소 문밖에서 ‘몸을 굽혀 지영하고’ 나서

숙소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된다.

다섯째,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는 세종1년(1419)에는

봉안사와 유후 이하가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서 재

배례를 하고’, 세종25년(1443)에는 봉안사와 관찰사 이

하가 ‘동 ·서쪽으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섰다가 사

배례를 하여’ 절하는 회수에 차이가 있다.

2)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이동할 때 소재지 관찰사의 동

선은 세종24년(1442) 의주에 진전 마당, 진전 문밖, 진전

부터 오리정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전 마당

에서 ‘사배례를 하고,’ 진전 문밖에서 ‘몸을 굽혔다가 바

로 하는 지송의식’을 한다. 그리고 진전부터 ‘오리정까지

도가한 후 지송의식’을 수행한다.

세종24년(1442) 소재지 관찰사가 어진 행렬을 오리정

까지 도가한 후 지송하는 것은 경유지 관찰사가 세종1년

(1419)과 세종24년(1442) 숙소 문밖, 세종25년(1443)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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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문밖에서부터 도가하여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

지점에서 지송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관찰사의 최종

지송의식 수행 지점이 의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선의 흐름에 따른 소재지 관찰사의 역할

과 관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진이 한양에서 지방

진전으로 이동할 때 소재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

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부터 진

전까지의 도가,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

를 수행한다. 관할구역 경계지점에서부터 진전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

계부터 진전까지의 도가,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당

에서의 지영의식을 수행한다. 역할 수행 시 관복으로는

관할지역의 경계지점에서의 지영의식에 조복을 착용한

다.

반대로 지방 진전에서 한양으로 가는 경우에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 진전 문밖에서의 지송의식, 진전부터

오리정까지의 도가, 오리정에서의 지송의식을 수행하

였다. 역할 수행 시 관복으로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을 착용하고,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한다.

IV. 어진 봉안의식 관찰사 관복을 통해 본

관복제도 운영의 특징

『세종실록』의주 분석결과, 관찰사는 어진 봉안의식

에서 지영, 지송, 도가, 그리고 행례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수행 시 관복으로 경유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는 조복, 지송을 앞둔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에는 시복을 착용한다. 소재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과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

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 행

례에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한다. 본 장에서는

어진 봉안의식에서의 관찰사 관복을 통해 지방관 관복

시행의 원칙을 설명한다. 이는 곧 조선 초기 관복제도

운영의 특징이기도 하다.

1. 조복: 최고 등급의 하례 및 지영의식용 관복

조복은 본래 왕에 대한 문무백관의 조회의식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정지 조하의식용 관복이다. 조선의 조회체

제는『경국대전』예전 조의(朝儀) 조에 매년 정조와 동

지에 행해지는 정지 조하, 왕과 왕비 탄일에 행해지는 탄

일 조하,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해지는 삭망 조하, 매

달 아일(衙日)에 행해지는 조참, 그리고 매일 행해지는

상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회의식에 등급의 구분

이 있었다(Kang, 2004).『세종실록』「오례」의「정조와

동지에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정지백관조하의]」에 “종

친과 문무백관이 모두 조당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

추어 입고 (생략)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

다.”고 하여 종친과 문무백관이 조복을 착용하고 조회

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오례의』의「정조와 동지에

왕세자와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에도 관복과 사배례의

규정은 같다.

지방관의 경우에도 임지에서 하례의식을 수행하며 이

때 조복을 착용한다.『경국대전』예전 조의 조에 “정조 ·

동지 ·왕의 탄일에는 지방관(개성부 유수 ·여러 도의 관

찰사 ·절도사 · 2품 이상의 수령 및 부사 ·대도호부사 ·

목사)이 전문을 올려 진하한다.”고 하였으며,『세종실록』

「오례」의「정조 ·동지 ·탄일에 사신 및 외관이 요하하는

의식[정지탄일사신급외관요하의]」에 “여러 관원들이 조

복을 갖추고 뜰로 들어오는데, (생략) 네 번 절하고는 일

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라고 하여 지방관이 임지에서의

정지 하례의식을 할 때 백관의 정지 조하의식에 준하여

조복을 착용하고 사배례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

조오례의』의「정조 ·동지 ·탄일에 사신 및 외관이 요하

하는 의식」에도 관복과 사배례의 규정은 같다. 조복은 이

미 태종 때부터 지방관의 하례의식인 망궐례 관복으로

착용되었다.『태종실록』태종12년(1412) 11월 5일에 예

조에서 올린 계문에 “조복은 임금에게 조회하는 옷인데,

장관에게 사용함은 불가합니다. 지금 조관으로 새로 임

명된 자가 이전 왕조의 구습을 따라 조복 차림으로 예궐

하여 사은하고 또 그 옷을 입고 장관하게 절함은 실로

미편합니다. (생략) 외방의 관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망궐행례와 영명례를 제외하고는 조복 사용을 못하게 하

소서.”라고 하였다. 이는 새로 임명된 관리가 조복 차림

으로 예궐하여 사은하고 나서 그 복장으로 장관에게 절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조복은 왕에게 행례할

때만 착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내용으로, 지방관의 망

궐행례에도 조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경국대전』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5) 예전 조의 조에

는 “지방관으로서 왕에게 하직하지 않고 부임한 자는 망

궐례를 행한다.”고 하였다. 망궐행례 또는 망궐례는 지

방관이 부임했을 때 또는 정지 하례나 성절 ·천추절에 왕

을 대면하지 못하는 대신 임지에서 왕 대신 궐패에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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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하례의식을 말하며 이때 조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방관은 교서 즉 어명을 맞이할 때도 조복을 착용한

다. 앞의 태종12년(1412) 11월 5일 계문 중, 조복을 입어

야 한다고 한 영명례는 지방관이 임지에서 어명을 맞이

하는 의식이다.『세종실록』「오례」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사신급외관영교서의]」에 “도 관찰

사 이하의 대소 사신【교서가 있으면, 사신은 받들고 온

교서를 묵고 있는 객관에 안치한다.】과 외관이 모두 조

복을 입고 (생략) 여러 관원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꿇어앉는다.”라고 하여 지방관

이 임지에서 교서를 지영하는 의식에 조복을 착용하고

사배례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오례의』의「사

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에도 관복과 사배

례의 규정은 같다.

이 외에 의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관이 임지

에서 왕의 행차와 실록을 지영하는 의식에도 조복을 착

용하였음을 실록과 지방관 일기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왕의 순행을 맞이하는 의례가 있

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Kang et al.,

2010). 그러나 실록에서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관찰사

가 조복을 입고 나와 지영의식을 수행한 사례가 다수 발

견된다.『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수차례 강원도 지

역으로 강무를 나갔으며 해당 지역 관찰사가 조복을 착

용하고 경상 즉 도 경계에서 지영하거나 알현한다. 세

종3년(1421) 2월 13일 상왕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 강무

할 때 경기 관찰사 성엄 등이 조복 차림으로 나왔으며 세

종16년(1434) 9월 28일 왕세자와 함께 강원도 평강 등

처에 강무를 나갔을 때 경기 감사 허성 등이 조복을 갖

추고 경상에서 지영하였다. 세조 때 온양에 거둥할 때도

해당 지역 관찰사가 조복 차림으로 왕을 지영한다.『세

조실록』세조11년(1465) 8월 17일 세조가 중궁과 함께

온양에 거둥했을 때 경기 관찰사 최환경이 조복을 착용

하고 도 경계에서 지영하였으며, 세조12년(1466) 3월

16일 중궁과 강원도의 고성탕정에 거둥하였을 때에도

경기 관찰사 윤자 등이 조복을 착용하고 대가를 맞이하

였다. 이후 중종 때도 관찰사가 조복을 입고 왕의 행차

를 지영한 사례가 발견된다.『중종실록』중종23년(1528)

10월 12일 중종의 행차에 경기 관찰사가 조복을 입고 대

가를 맞이하였다.

또한 지방 사고 봉안용 실록이 도착했을 때도 관찰사

는 도 경계에 나가 조복을 착용하고 실록을 맞이한다.

선조 때 전라 감사로 재직한 유희춘의『미암일기』(Shin,

2010)에서 선조4년(1571) 5월 10일 전주 사고에 봉안될

실록이 도착했을 때 전라 감사 유희춘이 조복을 입고 실

록을 맞이하는 지영의식을 수행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복은 왕에 대한 문무백관의 조회의식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정지 조하의식용 관복으로, 지방관의

임지에서 행하는 하례의식과 어명 지영의식에도 조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규정에는 없지만 지방관

이 왕의 행차와 실록을 지영하는 의식에 조복을 착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어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가 도 경

계에서 지영의식을 수행할 때 조복을 착용하고 네 번

절하는 사배례를 한 것은 어진에 대한 관복과 지영 의

식이 왕에 대한 최고 등급의 의식에 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재지 관찰사의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에서의 행

례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다.

2. 시복: 의례 등급 및 편의 존중의 원칙에 따른

관복

조선시대 조회의식에 등급의 구분이 있음은 앞에서 설

명하였다.『세종실록』「오례」의「정조와 동지에 백관

이 조하하는 의식[정지백관조하의]」,「오일 조참의 의식

[오일조참의]」,「상참하는 의식[상참의]」와『국조오례의』

의「정조와 동지에 왕세자와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조

참의 의식」,「상참조계하는 의식」에 의하면 문무백관이

정지 조하의식에는 조복, 조참 ·상참의식에는 상복을 착

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조와 동지의 의례는 왕에

게 하례를 올리는 조하의식과 국왕이 베푸는 회연 즉 정

지회의로 구성되어 있는데(Kang et al., 2010) 문무관 조

하의식에서는 조복을 착용한 반면, 정지회의에는『세종

실록』「오례」의「정조와 동지에 회례하는 의식[정지회

의]」와『국조오례의』의「정조와 동지에 회례하는 의식」

에 상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조하의식이 엄숙한

행례의식이었다면 회연은 잔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

복을 착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관의 의식에서

도 볼 수 있다.『세종실록』「오례」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사신급외관영교서의]」에 “예를 끝

마치면, 나가서 조복을 벗고 상복 차림으로써 온 사신과

더불어 행례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 하여

조복을 입고 교서를 맞이한 후에 상복으로 갈아입고 교

서를 가지고 온 사신을 맞는 의식을 하도록 하였다. 즉

정지 조하와 조참 ·상참이 구분되고 또 정지의 조하의

식과 정지회의가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의례 등급에 따

라 관복도 구별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국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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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의 관복

규정 역시 같은 내용이다.

조선시대 관복제도는 의례 등급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는 한편 상황과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른 관복

의 착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지 및 탄일 임지

에서의 하례의식과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에서 조복이

없을 경우 상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오

례」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사신급외

관영교서의]」에 “도 관찰사 이하의 대소 사신【교서가

있으면, 사신은 받들고 온 교서를 묵고 있는 객관에 안

치한다.】과 외관이 모두 조복을 입고【조복이 없는 사신

은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교서 지영의식에 참석한

관찰사 이하 대소 사신은 원칙적으로 조복을 착용해야

하나 조복이 없을 경우 상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다.『국조오례의』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의 관복 규정 역시 같은 내용이다.

국가전례서에서는 조복 대신 상복을 착용하게 한 반면

실록에서는 지영 및 지송의식에 조복 대신 시복을 착용

하게 하였다. 세종15년(1433)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

지 왕은 온수현 온천에 행차했다. 4월 12일 예조에서는

환궁하는 날 대가를 맞이하는 의주를 올렸는데 의주에서

는 “도성에 머무르는 각사 관원은 조복을 갖추고 흥인

문 밖에서 맞이한다.”고 하여 조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

런데 4월 23일 환궁할 때 세종은 “도성에 머무르고 있는

문무 여러 신하들이 흥인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는데 조

복을 입지 말게 하였으며” 또한 “수행한 신하들과 도성

에 머물러 있던 여러 신하들의 환궁 예식을 없애게 하였

다.” 그 이유는 “도로가 협착하니 여러 신하들이 시립하

지 말고, 또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으니 만약 비가 내

리면, 문과 다리와 거리의 채붕 및 유생과 교방의 가요

를 모두 없애라.”고 하여 도로의 폭과 날씨 때문에 환궁

예식을 없앤다고 설명하고 있다. 왕의 행차 후 환궁할 때

대가를 맞이하는 문무백관의 관복을 조복으로 정했으나

기후 상황과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종의 명에 의해

환궁 예식과 함께 관복도 간소화되었다. 이후 왕이 지방

에 행차할 경우 궁에 남는 유도백관의 지송의식과 행차

에서 돌아오는 왕의 환궁 지영의식에 시복을 착용한 기

록이 다수 발견된다.『세조실록』세조14년(1468) 1월 27일

에 세조가 중궁과 세자를 거느리고 온양으로 거둥하였

을 때 유도백관은 시복을 착용하고 삼전도에서 지송하였

다.『중종실록』중종23년(1528) 10월 12일의 왕의 행차

때도 유도백관은 시복 차림으로 지송하였다. 한편 중종

30년(1535) 9월 9일과 9월 21일에는 왕이 행행에서 환궁

할 때 백관이 시복으로 지영하였다. 이와 같이 문무백관

의 경우 왕의 행차 지송의식과 환궁 지영의식에 상황과

편의를 고려하여 시복이 허용되었다.

조선시대 관복제도는 의례의 등급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었지만 상황과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고 등급

의 조복 대신 상복이나 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어진 봉

안의식에서 경유지 관찰사에게 지영의식과는 달리 지

송을 앞둔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에 시복을 착용하게 한

것은 의례 등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소재지 관찰사의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하게 한 것은 상황과 착용자의 편의를 존중

한 관복제도 운영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3. 상복과 시복 명칭의 혼용

조선 초기 관복제도에서 동일 의식용 관복 명칭으로

상복과 시복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조회의식에는 등급의 구분이 있

어『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문무

백관이 정지 조하의식에는 조복, 조참 ·상참의식에는 상

복을 착용하였다. 또 정지 의례 중, 조하의식에서는 조복

을 착용한 반면, 정지회의에는 상복을 착용하였다.『성종

실록』성종13년(1482) 10월 12일에는 “대조회와 조참 ·상

참이 군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님이 없으므로 조복과 공

복과 시복에 다름이 있으니”라고 하였고, 성종19년(1488)

2월 21일에는 “예에는 대소가 있으니 관복도 그와 함께

올리고 내림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여 의례의 등급에 따

라 관복이 달라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대조회와 조참 ·

상참이 모두 왕에 대한 조회의식이지만 등급에 따라 관

복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가장 가벼운 등

급의 조회인 조참 ·상참의식용 관복에 대해,『세종실록』

「오례」와『국조오례의』의「오일 조참의 의식」,「상참

하는 의식」에 모두 상복으로 규정한 반면, 실록에서는 시

복이라고 하였다.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에서도 같은 현

상이 나타나는데,『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

의「칙서 맞이하는 의식」에 모두 문무관 관복을 상복으

로 규정한 반면,『세종실록』세종32년(1450) 1월 5일에

‘조서 맞이는 조복, 칙서 맞이는 시복’이라고 하였다. 이

는 Lee(2005)의 연구에서 “조선 초기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에서『세종실록』「오례」에는 상복, 실록에는 시복

으로 나타나 두 가지 명칭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 바와 같다. 조참 ·상참의식과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용 관복 명칭으로 상복과 시복이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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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어진 봉안의식에서 경유지 관찰사는 지영의식에는 조

복을 착용하고 지송을 앞둔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에는

시복을 착용하였다. 여기에는『세종실록』「오례」와『국

조오례의』의 조회의식 규정에서 정지 조하와 조참 ·상

참이 구분되고 또 정지의 조하의식과 정지회의가 구분

되어 각각 조복과 상복이 착용되었던 것, 그리고『세종

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의「사신 및 외관이 교서

를 맞이하는 의식」에서 조복을 입고 교서를 맞이한 후

에 상복으로 갈아입고 사신을 맞는 의식을 한 것과 같

이 의례 등급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전례

서의 상복 대신『세종실록』의 어진 봉안의주에서는 시

복이라고 하였다. 또 소재지 관찰사는 지송을 앞둔 진

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하

였다. 여기에는『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의

「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에 조복이 없을

경우 상복을 착용하게 한 규정에서처럼 상황과 착용자

의 편의를 존중한 관복제도 운영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역시 국가전례서의 상복 대신『세종실록』의 어진 봉안

의주에서는 시복이라고 하였다. 지방관의 하례 및 지영

의식과 동일한 관복제도 운영 원칙이 반영되었지만 국

가전례서와 어진 봉안의주에서의 관복 명칭은 각각 상

복과 시복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조참 ·상참의식과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에 이어 동일 의식에 상복과 시복

명칭이 함께 사용된 다른 사례로 확인되었다.

V. 결 론

『세종실록』세종1년(1419), 세종24년(1442), 세종25년

(1443)의 태조어진 봉안의주를 통해 조선 초기 태조어

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의 관할구역 내 이동 동선을 세

분하고 이에 따른 관찰사의 수행 역할과 관복을 고찰하

였다. 또한 국가전례서, 법전, 실록, 지방관 일기류의 관

련 의주와 사례를 통해 관찰사 관복에 대해 고찰함으로

써 조선 초기 관복제도 운영의 원칙과 특징을 발견하였

다.

어진 봉안의식에 참여하는 관찰사로는 어진 행렬이 경

유하게 되는 경유지 관찰사와 진전이 소재하고 있는 소

재지 관찰사가 있다. 경유지 관찰사의 동선을 따라가며

역할을 분석하면,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이동이든, 지

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이동이든 지영과 지송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 이동할 때의 도가, 숙소 문밖에

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 마

당에서의 행례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지송

의식을 수행하는 지점은 숙소 문밖, 또는 숙소에서부터

도가 하여 숙소에서 떨어진 어느 문밖 지점으로 의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재지 관찰사의 동선을 따라가며 역할을 분석하면,

어진이 한양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숙소까지의 도가, 숙소 문밖에

서의 지영의식,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 이튿날 숙소부터

진전까지의 도가,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할구역 경계지역에서 진전

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 도

경계부터 진전까지의 도가, 진전 문밖을 지나 진전 마

당에서의 행례 역할을 수행한다. 소재지 관찰사의 경우

세종25년(1443) 숙소에서 묵고 난 이튿날 숙소 마당에

서의 행례 없이 출발하는 점과 세종1년(1419)과 세종25년

(1443) 진전에 도착했을 때 진전 문밖에서의 지영의식

없이 바로 진전 마당 행례로 연결되는 점은 경유지 관찰

사의 숙소에서의 지영, 지송, 행례의식과 비교된다.

반대로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경우에는 진전 마당

에서의 지송을 앞둔 행례, 진전 문밖에서의 지송의식,

진전부터 오리정까지의 도가, 그리고 오리정에서의 지

송의식을 수행한다. 소재지 관찰사의 최종 지송의식 지

점이 오리정인 것은 경유지 관찰사의 최종 지송의식 지

점들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경유지 관찰사와 소재지 관

찰사의 최종 지송의식 지점이 의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 것은 의주 제작시기 즉 시행시기에 따른 차이일 수

도 있고 기록상의 차이일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는 지영, 지송,

도가, 그리고 행례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수행 시 관

복으로 경유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에는

조복, 지송을 앞둔 숙소 마당에서의 행례에는 시복을 착

용한다. 소재지 관찰사는 도 경계에서의 지영의식과 지

송을 앞둔 진전 마당에서의 행례에 조복을 착용하는 것

이 원칙이며,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 행례에 조복이 없을

경우 시복을 착용한다.

어진 봉안의식에서 관찰사의 관복을 통해 발견된 조

선 초기 관복제도 운영의 원칙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유지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모든 관찰사는 도 경

계 지영의식과 소재지 관찰사의 지송을 앞둔 진전 마당

행례에 조복을 착용하고 사배례를 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진에 대한 의식이 왕에 대한 최고 등급의 의식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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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유지 관찰사의 지송

을 앞둔 숙소 마당 행례에서의 시복 착용은 의례 등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소재지 관찰사의 지송을 앞둔 진

전 마당 행례에서의 시복 착용은 상황과 착용자의 편의

를 존중한 관복제도 운영 원칙이 반영된 것이었다. 마

지막으로 지방관 하례 및 지영의식에서의 상복과 동일

한 운영 원칙이 반영된 어진 봉안의식의 관찰사 관복을

시복이라고 한 것은 조참 ·상참의식과 칙서를 맞이하

는 의식에 이어 상복과 시복 명칭이 혼용된 다른 사례

이다.『세종실록』의주에 언급되지 않아 논외로 하였던

도가 역할 수행 시 관복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어진 봉

안의식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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