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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수리공사개요

1-1.즉조당 수리공사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과정

덕수궁 즉조딩은 종화전 바로 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준멍딩과는 복도로 띤질되어 있다

즉조당은 정떤 7칸,측면 3칸의 ‘--형의 필작집으로 내부는 마루와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즉조딩과 준맹딩사이는2칸의복도각으로 연결되어있다

즉조당은 1974년 수리공사 이후 큰 수리공사가 없이 현재까지 유지관리 되어 왔다 지붕의 기

와 창호‘내부 마감 및 단칭이오래되어 기능이저하되고 퇴락하여 수리가 요망되었다 특히 지

붕의 경우는 부분적으로누수가 발생하여처마의연목과 개판에 얼룩이 딸생하였다 누수의흔적

으로 보아 상당기간 누수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꽁 속의 목부재 또한 부식이 1관생하였을

가능성이 키보였다

즉조당내부는 썩지기-일부탈락되어 흙벅이 그대로들어나 있으며.남아 있는 벽지또한 퇴락

되고 신하게변색되어 있었다 방의천장 도배지도 벽지와 마찬가지로 훼손 및 변색이되었고가

퇴는 천장의종이 딴자가 들뜨고 땐색이심한상테였다

외부 장호는단칭이 퇴색되고 박락이진행되고 있었으며,오랜시간 습기와햇볕에노출되띤서

문일꼴이 틀어지고 부식되어수리 및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내부 창호의 경우 대부분 창호지

가 훼손되거니 변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특히,동·서 온돌방에 설치된 영장,흑창,갑장은

창호지외-장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일부는 창호가 파손되어수리가 필요하였다

즉조당의 기단 싱-부에는 포방전을깔았는테,면이 고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퇴락하여 표면의

마표가 심한 상테였다

즉조당의단칭은내 외부 모두전체적으로 퇴색 빛박락이심하게 진행되어 새로 단청이필요

한 상황이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즉조딩의 수리가 결정되어2012년02월수리설계가 완료되었고,2Ol2년03

월 수리공사를 시작하여 2Ol2년 08월 수리공사가 완료되었다 수리공사는 도리이상 해체수리하

여 부식된 목부재와 지붕의기와를 교체하고 창호 및수장공사와단청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해체공사 후 현횡조사를 하고 기술자문회의를 거처 정확한 수리의 범위와 시공땅법을 선정하

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현황조사와 변경된 공사내용에 따라2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금떤

즉조당의수리공사 내용과공사과정에서조사한내용을 정리하여수리보고서에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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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사 개요

.사 엽 명 되수궁 즉조딩-수리공사

.수리대상 서울 덕수궁즉조당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l지 정별:사적제 l24호(펙수궁)

.구 조 목조/2고주5량/팔작지붕

l시-업비.일금오억백일십팔만시천구백칠십원(￦5Ol,l84370)

.공사기간 .2012년03월l4일~ 2Ol2년08월l3일

.시 행청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설 계 지-:선영건축사사무소

.시 공 지-;(유)유심종합건설

.구조 및규모 :

[표 11]즉조당 건물 개요

구
닙
- - - -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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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공사기간

·주요공사 내용 :

.건축공사

·기드념사 -바닥고르기 및 포밤전 교체

·목공사-부식된목부재교체(도리이상해체 후)

·지뭉공사-기와 번와

·미장및수장공사-도배 및반자수리

·창호공사-창호수리 및장호지 바르기

·단청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즉조당 해체 및 건축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

.기타공사

·즉조당 수리보고서 -4OO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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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렘수리공사의지침과내역

2-1.과업지침1)

l즉조당 수리

.해체,복원공사시기록충실(주요부분실측 및사진촬영 등)

l수리원형(복원)공사

l수리보고서 발간

2-2.공사지침

가.수리 공사 개요

l)공통가설공사

.EGl펜스 설치

·가섣건물(사무실,칭고)설치

·공사안전수칙판 설치

2)즉조당수리공사

·즉조당 도리이상해체수리

·단칭 및 칭호를 보수힌다

나.세부 공사 개요

l)공통가설공시-

·가섣울타리(EGl펜스)를 즉조당과 준멍당 주변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높이 18m,총길이:105m)

·가설사무소와 가설칭고는콘테이너하우스(3×6×26m)를각각 l동씩설치한다

.공시-전공사내용과공사중 임을표시하는안내판(1,800×1200mm)을헨스주변에2개소설

치한다

1)덕수궁 즉조당공사시방서에서 발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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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판에는 공사 실맹제에 따른기술자 및 기능자,감독관의성명,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공사시화재 예방을위하여 소화기,방화사를즉조당주변에 설치한다

2)기섣공사

·강관 비계 및부속재는KSF8002기준에합격한재료를사용하며비계용 발판은구멍철판

(PSP)을사용한다

·가설물에사용하는제료는강관비계를사용하며외부비계는기와끝에서3Ocm이상띄워설

치한다

·차마내부에는내부비계를 처마변에서2Om정도 아래에설치한다

·강관기둥은 g486mm(간격1.8111)로설치하며가로대@4863n1n1는간격l.5n1로설치한다

·강관비제다리를건물전면에폭9Ocm로1개소를설치하고그경사도는15~20。이하로한다

·세제의하부는 침하되지 않도록널재 등으로보강조치하고,비계설치를위해문화지}에 못을

박거니해를끼치는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공사 중괄필요한것은 즉시 장외로반출하여 항상 칭결 및정돈을해야한다

·공사용 반입자지1들은 공사현장 주딴에 적치하였다가 필요시 운반하여 시용하며자재가 흩어

지거나섞이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특히‘자연조건에의하여 비tl}럼에 날리거나피해를

암을우려가 있을 때에는 천막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

·기-설tll제상부에는깅관기-설덧집을 설치히여우천시 건물에피해가없도록한다

3)기단공시-

·즉조당 기존 기단바닥에깔려있는 포밥전을 전체적으로해체하여신재 보충 후재설치한디-

-정띤우측함싣 아궁이상부 덮개석을교체한다

4)꼭공사

·목부재에 힘든 부제는 감뜩관과 협

교치l힌다

고집하여

쓰이는 목재는 우리나라육송을 사용한다 단,구임하기

사용한다

부제 등을 선별하여

교체하며 설계수량을

의하여 대체부재를사용한다

·반입하는모든 목부재는훈증방역처리하여

·옥게부 해체시감독관의 입회히에 교체할

.교체기-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제는 전량 수량을 가감하는 일

이없도록한다

·지봉제 해체시 않도록 마루판

39

손싱을 주지

등에는 보호덮개를 씌워보호한다

·현장에만임퍼는목재는시편을만들어공인된기관에xH질시험을하도록한다

떨어지면서 하부 목부재에탈락펀 소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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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조딩은 도리이상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한다

·연목끝걷기,목기연볼접기는기존부재와동일하게치목을한다

.도면치수는단면마감치수이므로현장과상이 할수 있다

·해체 후부식부재를 면밀히조사후교체부재증·감이있을시설계변경을힌다

5)지봉공사

·지붕을 번와수리한다

·서까래위에는 두께27Imn개판을깐다

·그 위에 보토를 두께 loonm정도로 다짐을 하여 물매를 잡은후 looml11정도로 강회다짐을

한다

·암키와는바닥과양옆에알매흙을 가득채워넣어고정시키며,골의줄을바르게하여네림

새에서마루턱까지깔아올라가며중앙부에서곡을잡아양측면으로3겹을기준으로하되

지붕물때를고려하여깔아나간다 옆장과는서로맞닿을정도로깔되그사이는15mn]이

상 벨어지지 않도록 한다

.수키와는마구리가서로잘물려줄바르고물매곡선에잘맞도록잇고암키와에닿을정도

로내리눌러홍두깨흙이수키와속에가득차도록하며홍두깨흙이노출되지않도록한다

·머거블은착고와같은모양으로지붕마루밑에는수키와를옆세워불리고 풍잠은강회반죽

으로 가지런한 모양으로 바른다

·사용되는 기와는 한식기와를사용한다

·용두 설치시기존위치에같은용두로설지한다

.기와 싼입시 즉조당은 대와를반입한다

6)미장 및수장공사

·합각부문양은해체후같은자재를사용하여동일하게설치한다

·벽체는부분적으로화사벽표면미장과외엮고회벽바르기를한다

·방과복도에목조반자틀해체후지1설치하고,천장지바르기를한다

7)창호공사

·목재창호에사용되는수종과품질은육송건조목으로하고훈증방역처리하여사용힌다

·수리하는 창호는기존과 동일하게설치한다

·창호달기에앞서 벅선,흠대‘문틀둥에뒤틀림,협기타변형이있을 때는담당원과협의하

여 이콜수정하고여닫음이좋게 한다

·창호철물은위치를정확히하여여닫기,잠그기가잘되게견고하게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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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청공사

·단청문양을담딩원과협의선정하여문양모사도를작성하여승인을받은후사용안료,교착

제등을선정하고견본품을제출하여검사를받은후재료전체를현장에반임한다

·단청은따뜻하고 건조한 맑은 날씨에시공하여야한다

·우기시에는교착제가 변질되거나접착력이약화될우려가 있고도채면의변섹까지도초래되

므로피해야한다

·단청 직후는 강렬한 직사광선은 피하여 단칭변의 급속한 건조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보

호하여야 한다

·바탕재 면이나내부가 흡습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단청 후 변색의 우려가 있고 박리,탈락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탕재면의내부까지 완전히건조한후도채토록 한다

·신제의 바탕띤은 대패질변.얼룩,엇결 등의 거스러미를 연마지로 닦아 평활하게 하고 충분

히건조시켜 먼지 등을제거하고 빗물에젖지 않게 보호토콕 한다

·옹이,송진구맹은인두로지져서 송진을제거하거나락카‘락크등송진막이도료를 l~2회

도포한다.

·싸당띤은변섹,탈릭‘부식등이되지않도록표면뿐만아니라내부까지도완전히건조된다

음에 도채 하여야 한다

·단정띤은 따른걸레로가볍게 닦아내거나부드러운 솔등으로 닦아낸다

·문양모사 작성은 시공전에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문양을확정한다

.출초및테초는부재의크기에맞추어단청기술자가하여야한다

.타초가 왼료되띤그 타분 선에따라구획벨로 단청한다

·모로단청은 긴부지}의 단부 또는 양단부에만 직휘를 두고 머리초 문양을채색하고 휘룹 치

며줍간부분-에는 가칠또는 먹분긋기단칭한다

·치l색이 완료된 후 비바람‘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출입시에 오손,분산,탈락이 빨생되므로

단청도막의내구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지1한 재래들기름을 2회도포한다

2-3.설계변경

금변 수리공사에서는 지붕해체후 조사결과 최초의설치l내용과상이한 점이 발생하였다 이

에기술자문회의를거쳐2회의 설제띤경이이루어졌다

1차 설계변경은 2Ol2년 06월 l2일 현장조사와 기술자문회 결과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였고‘2차 설계변경은2012년07월02일지붕공사 면적이 변경되어불량

및금액의 변동이발생하여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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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설계변경 내용

[표 1-4]설계변경횟수멸 공사원가계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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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리공사 내역

가.수리공사 내역 총괄(최종)

[표 1-5]원가계산서(준공정산) (단위 원)

총 공 사 비 501184970

나 공정별 내역

[표 1-6]공정멸 내역집계표 (단위·원)

합 계 313,87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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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정벌 자재 소요량

[표 1-7]공통공사 수량산출

[표 1-8]즉조당수리공사 수랑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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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즉조당수리공사수량산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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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즉조당수리공사 수랑산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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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요자재 수급 및 생산지

[표 111]주요자재물량및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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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렘수리공사주요공정

3-1.수리공사 추진 일정

가 행정처리 일정

[표 112]수리공사추진일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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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수리공시 추진 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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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핀짧

4-1.자문,행정,설계,시공,보고서 관계자

. 자문위원

. 문호}재청

명A{
〈〉

l 덕수궁관리소

구 분

.관리소장

명人케
C〉

.수리설계
구 분

선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이배영

명

양 한 절

김현정(보수기술자제1,213호),안준희(보수기술자제878호)

이 충 식

오현 민

전 두 혁

A{
C그

l 시공자

구 분

(유)유심종합건설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즈5μ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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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보고서

구분 |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성 명

·실측 및 조사

김석순(건축사/실측·설계기술자제367호)

안준희,오현민,성상모,박상준,서명구

김경자,요탠희

리송재(불교문호때연구소 연구원)

1장 개 요(성상모)

2장‘연 혁(이연노/공학박사,서울시문호째전문위원)
3장·건축적고찰

-즉조당장호의복원적고철징순용시쥐응에}성건축시사무소대표0|새
4장.수리공사(성상모)

성상모,소병준,박상준,서명구

·사진 촬영

·상랑문 번역

·원고 작성

·펀집 및 교정

구 분

. A{ 그1
-기 C〉

공종별 관계자

이정환(한식목공저|1,375호),조규영,조정용,이기문,제정우,
김진파,브식명한,김원기

강신각(한식석공제297호),강신권(한식석공제3,167회,박기만,

견종대,강준영

이강수(한식오}공제1,274호),이수재,은희산,이종현,송종철

김명제(한식미장공제4,671호),김윤제,박경미

효뭔수(호}공제3,778호),김영수,최병호,한성수,임정빈,앙명식,

1이병석,신충남
김장호(한식소목공제4909호),이S랜,김용선,신명제,힌영환

엄태은(보존과학기능제3364호)

. 5크 그1
-「 C그

·와 공

D|자 고
1ζ3C:〉

·단 첨

. i} 듀
。 」L

·보존처리

. 기타 공종별 기능관계자

·폐기물처리 |(주)건용환경개발/대표김영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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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i웰
개요5-1.자문회의

구성하였다 자문회의는 총 1회 실시하였다 즉

수리공사의범위,그에따른기술적문제등을

권위 있는 전문가로

중요 안건 둥을 싱정하고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조당 수리공사 관련해서

검토하였다

안 건

|즉조당수리및기와막새망와제작방안검토

자문위원

|김동현:윤홍로

일시

20120508.(호”

회차

1호|

내용5-2.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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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삐경운궁의역사와배치1)

이연노(공학박사,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1-1.경운궁의 역사

가.경운궁의 초창

경운궁은 황화빙{li!f|1;j기)정롱동(l’l|갖/|4)에 위치하고 있다 정롱동이라는 명칭은 조선 테조의

계비신덕왕후(I|1||l싫!:까)강씨의능이이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붙여진이름이다 당시 테조는

정릉옆에홍천사라는능찰을세워정롱을돌보게 했다 태종조에이르러정롱이양주군시-하리

로 옮겨가띤서 정풍동이라는 이픔만 난게되었다

정롱동이다시역시-의중심으로등장한것은임진왜란의겔과였다 1592년에발발한임진왜란

으로선조는한잉:을 버리고 의주(j텐|1)로몽진을떠나게됐다 이때일본군은한양에 들어와 묘

든 궁파 종묘를뭔데워t니렀다 의주에서 힌-양으로 다시 돌아온선조는따로 머물 곳이없었다

이애 정릉동에위치한원산대군(11|||서1)시처를 임시 시어소로삼았고이를 정릉동(i’l|폈1l4)행

궁(ijl|1)이리고 칭했다 행궁에 머뀔자마자 행궁 안에홍문관을설치하고서책을갖추도록 했으

며,이옷한제렘군({|;서”)의침에각각의관서들이위치하도록했다 정릉동행궁에서선조는기

존 공궐의중수를꾀했지만쉽게 진행하지 못했다 임시로 경복궁에 가개f|섯家)를지어 이어할

계획도세웠지만 아직전쟁중이고가설컨불에임금이머물수없다는비변사의의견에따라실

행되지붓했다 당시정릉콩행궁에는어떤건물들이있었는지 알려진바가없다 종묘와궁궐의

영건은 l605년에 이르러서야 논의되기 시작히였고,1606년에 종묘긍궐영건도ER짜ll씨?:,〔싸꽉ilfk1;

lf5J。l만들어XLl608년에 이르러 종묘와궁궐의영건이시작되었다 1607년에는 정릉동행궁에

벨전을 만들기도하였다 시어소가험소하기때문에북쪽에별전을건립한것이다 그러니선조

는새로운궁궐의완성을보지못하고행궁에서승하했고,다음날광해군이정릉동행궁서청(1l니

바잉에서즉위하였다

창덕궁을새로짓는공사는1609년경에어느정도완료된듯하다 그러나광해군은계속정롱

동 행궁에머물기를고집하다기-겔국l6ll년10월에창픽궁으로이어하였다 칭틱궁으로이어힌

후 굉해군은징콩등행궁의멍칭을경운궁(따j파끼)으로고쳤다 처음에는 흥정궁(뻐파낀)으로하

려고했지만,고려조의궁호이기때문에적절치않다는의견에따른것이다 굉해군은경운궁을

이궁으로서계속시용하고지-하였다 칭덕궁으로 이어한광해군은신하들의 반대를무룹쓰고 다

시경운궁으로이어했고‘다시3년여름경운궁에서 보냈다 이때칭되궁은계속중수가 진행되었

1) 본글은필자의문화재정,『조선시대궁궐용어해설』,2009.p.311~344대|수록된글을재편집한

것이며,또한.문화재청.『덕수궁준명당수리보고서』,2010,pp.52~59에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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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창경궁(l|]앓피)‘인경궁(仁파피),경덕궁(댔챈챔’)의역사까지진행되었다 광해군은유독

창덕궁에머무는것을꺼렸는데단종과연산군의폐위가일어난곳이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결

국광해군도창덕궁에거처하다가폐위되었다 광해군은16l8년에선조의계비인인목대HUt-修

人삐를 경운긍에유폐하고,경운궁을서궁(|1니까)이라칭했으며,그의아들 영창대군을살해했다

모든것이파벌에의힌것이라고하지만형제를살해하고어머니를폐한것은패륜에해당하는

것이었다 결국인조반정이일어나광해군은폐위되었다 광해군을폐위시킨능양군(f刻상끼)은경

운궁에 행차해인목대비를배알하고이곳에서즉위했으며,대비를모시고창덕궁으로이어하였

다 이후인조는경운궁에소속된가옥을모두원래주인에게돌려주었다 다만,선조가침전으로

쓰던건물 2채 만을 남겨두게하였다

나.경운궁의 중창

경운궁의중창은l895년에발생한을미사변에서촉발되었다 당시일본은조선에서친러파세

력을없애고친일세력을키우려했다 을미사변은 일본공사 미우라고로뢰(-「「-:.페i

인과 훈련대들이경복궁에 난입하여건칭궁(l따패찌)옥호루(1;체낀핑)에서 민비(|체꾀를살해한사

건이다 이사건으로김홍짐을비롯한친일내각이들어서게되었고,신변의위협을느낀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거처를옮겼다 이를아관파친(따꾀‘i}짜원이라고한다 러시아공사관으로거처를

옮기자마자고종은경운궁건립을지시했다 러시아공사관에서돌아갈궁궐로경운궁을결정한

것이다 고종은이미l893년에경운궁을들른일이있었다 선조가한양으로돌아와정롱동행궁

에머문지300년이되는날을기념하기위해서였다 경운궁주변에는근대기에들어서면서세계

각국공사관이위치한곳이었고,러시아공사관과는지척의거리에있는곳이었다 일본의내정

간섭이있을떼세계열강에도움을칭하기좋은위치이기도했다 경운궁에가장먼저건립힌건

물은 명성황후의빈전으로사용할경효전(앓쑤htt)과열성어진을봉안할선원전(f깜폐h빠이었다

경효전과선원전외에다른건물들도계속건립하기시작했다 궁궐의정문으로인화문을건립했

고‘종문으로돈례문을두었으며동문으로대안문을두었다 인화문안쪽에는금천교를두어궁

궐의체제도갖추었다 침전으로는경복궁의만화딩을옮겨짓기도하였다 여러건물들이속속

만들어지떤서제법궁궐의모습이 이루어져갔다 러시아공사관에서돌아온고종은1897년환구

단에서하늘에제사를지냈고황제에올라대한제국을선포했다 황제에오른고종은민비에게

황후라는 작위를부여했고,한참을미루어오던민비의국장은결국황후에오른뒤에진행되었

다 경운궁에새로운건물이계속지어지기만한것은아니었다 l900년에는선원전에화재가발

생해서건물을포함해서내부의어진들이소실되었다 이때선원전은포덕문내경운궁의궁장안

에위치하고있었다 선원전을새롭게건립하면서기존의위치가변경되었다 경운궁궁장내부가

아니라 러시아공사관인근의넓은대지에옮겨지은것이다

다.중화전 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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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궁에서 즉조당을 정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궁궐의 정전이라고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한것이었다 황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고종은중층의거대한중화전을 짓도록

지시했다 고종은 새로운 법전터로 즉조당 전면마당을 선정했는데‘경운궁은 선조‘인조대에 임

어한 곳이며,위치한 곳이 황화뱀l니t|EJjj)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점등을 들어 경복궁과 대등

하며 창덕공보다 못하지 않다고 신하들에게 건립의 딩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l901년 7월 l3일에

건축공사를담딩할 영건도감을구성했다 l902년3월에중화전 기둥을세웠고,8월에가서야상

량이 이루어졌다 l0월~11월에는 중화전의 외삼문인 조원문이 신축되기도 하였다.공사 전 즉조

당 앞뜰로 재목을 운반할 때 통과한 문은 인화문이었다 이때까지는 인화문이 궁궐의 정문이었

다 그런데 중층의 거대한 중화전을 건립하고 보니 마딩이 너무 힘소했다 정전 마당이 좁게 만

들어지면새로 만든 건물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경운궁 남쪽 궁장을 철거하고긍역

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궁필의영역을 넓히떤서 독일공사관이 위치하고 있던 대지를 구입

하기도 했다 거대한 정전의 건립반이 아니라 대대적인 경운공의 궁제를 변회시킨 것이다 독일

공시관이있던자리에는인화문안쪽에 위치했던의정부를이주시켰고,의정부와경운궁사이에

는 운교를 놓아 쉽게 왕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인화문을 없애고 조원문을 만들띤서 삼

문처l2ll룹 깃추게 했다 데안문-조원문-중화문의 삼분체계가 만들어졌으며,불길을 돌려금첸교도

이건했다 증화선이 건립되면서 동쪽편의 경효전과 함녕전은 자연스럽게 편전과 침전의 위치를

점히-게 되었다 종화전건립과 더딸아궁궐로서갖춰야할모든 체제를완성한것이다

라.경운궁 화재와 재건

l904년4월14일 정운궁에화재가 발생했다 영선사에서 함녕전 온돌을 수리하던 중 불이 다

른 곳에옮겨띔어 대화재가 딸생한것이다 마침바람이서쪽으로 불어함녕전서쪽에위치한 대

부분 건물이 소실되었다 난게 된 건물로는 가정당,구성헌.돈덕전 정도였다 화재로 대부분의

건불이 소실되었기 떼문에 고승을 포함한 왕가들은 미국영사관 서쑥편의 수옥헌 지역애 거처하

게 되었다 정운궁의 중건은 ll}로 다음날 결정되었다 4월 15일에는 경운궁중건도감이 설치되었

고 도제조로 윤용선이 임병되었다 경운궁이 중건되는 동안 고종은 중벙전,당시 황태자이던 순

종은 환벽정에 거처했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빨했고,최종 전쟁의 승리는 일본이차지하게

되었다 전쟁에서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의체결을강요했고‘칠국고종이 거처하던 수옥한에서

강제 체결되었다 경운궁은 계속적으로 중수공사가 진행되어 속속 건물이 완공되이 갔다 그러나

이미 외교권을 박탈딩한상황에서 궁궐에서 빨어질 의식은 그리 많지 않았다 l907년 고종은 헤

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위종,이준을 특시를 보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순종에게 양위하게 되었다 돈덕전에서 즉위한 순종은창덕궁으로

옮겨가게되었고 고종에게는 ‘덕수궁’이라는궁호가 부여되었다 정운궁이화재 이전의상태와

유사하게 건립되었지만,고종은 한동안 수옥헌에 머무르고 있었다 경운궁이 다시화려하게 건립

되었지만 각 전각을사용할 일이 없었다 고종이다시 함녕전으로 돌아간 때는19l2년10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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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이다 l9l0년 8월 22일에 이미 한일병합조앤파ll찌frh웠낀)이 체겔되면서 이제 고종

이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경운궁역시쇠퇴의길로 접어들게되었다

마 헐리고 옮겨지는 경운궁

l9l0년 경운궁에 석조전이 건립되었다 19ll년에는 경효잔을 덕흉전으로 중수하는 공사가 진

행되었다 석조전과 덕홍전 중수는 경운궁의기존 궁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중화전의 행각이철거되었다 이제 중화전은 더 이상 정전으로 이용할 일이 없어진것이다

새롭게 중수펀 덕홍전은 매우 똑특힌 외관을갖게 되었다 픽홍전을 알현실로 만들면서 함녕전,

귀빈실,찬시설과 모두 복도로 연결하였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의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

었고,여기에이왕직사무소‘찬시실이건립되었다 이건물들은조선의전통적인외관을갖고있

는 반면내부 구조는 일본의 것을채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일종의 잡종건축으로수준이

낮은건축물이었다

19l9년 고종황제가 함녕전에서 승하하셨다 고종황제의 띤전과 혼전은 함녕전으로 정해졌고,

전호는 효믹(추劉으로 정해졌다 이러던 중 일년제를 지내자마자 함녕전에 모셔졌던고종황제의

신주는 1920년3월 l2일 창덕궁 선정잔으로 옮겨 모셔졌다 이로써 경운궁은 주인이 없이 띤궁

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l920년선원전이 위치한 영역의 대지 매각이 진행되었다 이곳에위치하

고 있던 선원전은 칭되궁 북일영지역으로 이건하게 되었고,의효전 역시 칭픽궁으로 이건 되었

다 선원전영역에는 곧바로해인사 중앙포교소가 들어서게 되고,의효전구역에는경성여자공립

보통학교가 들어섰으며,흥덕전 자리에는 경성제일공립고둥여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l930년대

에 들어 일제는경운궁 전처1애 대한 매각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갤국 여론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 경운궁을공원화하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공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운궁

의 건물들과 행각,담장이 철거되어야만 했다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게조해 일본의 미술품을 전

시했고,석조전 서쪽에서판을만들어조선의보물들을전시했다 석조전 전면에는분수를 설치

했고,석조전 뒤펀으로동물원이만들어지기까지 했다

1-2.경운궁의 배치

경운궁은 다른 궁궐들과 달리 궁궐 내부의 변화가 매우 극심한 특정을 보이고 있다 궁궐의

권역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하면화재와같은 새로운사건이 벌어져 일시에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경운궁의배치 변천은 크게 6단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아관파천 이후 새륨게 중건한 경운궁 영역으로 l896~19Ol년에 이르는 단제,두 펀째논 정전으로

중층의 중화전을건립한 결과만들어진 190l~1904년에 이르는 단계,세 번째는 l904년 경운궁 대

화재 결과소실된궁궐을다시 재건하는단계,네 번째는l9ll년이후 궁궐의 권역이변화해가는

단계,다섯 번째는 1920년대 궁궐의 영역을 축소하는 단계,다섯 번째는 1930년대경운궁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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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하면서건물 및행각을 훼칠하는단제이다 이 중에서경운궁의 전성기는 l904년 대화재

이후 다시 재건하는 단계를 들 수 있다 이때의중건결과 만들어진 배치도가 『덕수궁시{땀,짜,;l〔

’ι)』2)에전하고 있다 이도면은 1910년에조사한 것으로 훼철되기직전의모습을담고 있다

이 도변을 통해전성기경운궁의 궁궐체계와각 권역벨배치 상황을알 수 있다

정운궁권역은크게본궐권역,수옥헌권역,선원전권역의3공간으로구분되어있다 각권

역 사이에는영국영사관 미국영시관이위치한관계로공간적으로연속하지못하고분리되어 있

는 싱황이다

가.본궐 권역

(1)삼문과 정전영역

경운궁은 원래 남쪽 궁장에 정문으로 인화문(f-fulll)을 두고 있었고,중문으로돈레문(패괜|”1)

이민들어져 있었다 l902년증층의중화전을건립하면서정문으로대안문(κ￡|llj,후에대한문)

을상았고세룹게중문으로조원문(l띠jιlIll)을건립하고정전영역에중화문(l|lFurlO을건립하면서

궁필의심-문체제플갖추게되었다 이때금천도대한문과조윈문사이로흐르도록불길을변경했

고이곳에금천교를건렵했다 결국,대한문-금천교-조원문-중화문의순서로삼문을건립했다

정운궁의 정씬은 중화전(l|lfllhtt)이다 원레는 즉조댄낌1l1Y|;패을 정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0l년에이르러새룹게증층의거대한중화전을건립하여정전으로사용했다 이떼증회전 전면

마당의폭이너무휴아공장을담쪽으로옮기는작업도진행했다 화재 이후건립된중화전은단

층으로 만들어졌지만 긍권의 정전으로서 손색이없었다 중화전 행각은복랑과 단랑을 혼합해

만뜰었는데중화전좌우의행각은단랑으로구성한반면중화전마당을둘러싼행각은복랑으로

구성했다 중화전행각으로출입할수 있는문으로동쪽에선춘문(7꺼k|lll),서쪽에흠명문(값l께llj)

을 두었다 단링의 행각에도 똥서 출입문을 두었는데동문은 함광문(악光|”l),서문으로 굉우문(光

써|l”1)을두었다 중화진네l면애도준명딩-.즉조딩으로통하는문을두었는데준명딩-부근에위치

한문이중맹문(lF깨jll|0이며즉조딩으로통하는데문이건원문(位JLll|1)이다 중화전에서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떼고종은여를 티-고 건원문을 통해 종화전에 진입했다

(2)편전영역

정전인 중회전과 펀전인 함녕전 사이에 경효전이 위치하고 있다 정효전은 처음 건립할 때부

터 땅성황후의빈전및혼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효전이라는 한판을 걸고 있었다 경효전의

건립딩-시에는 이곳이공식적인펀전은 아니었으냐 중층의중화전건립과더불어정전과 침전

사이에위치하게 되띤서 자연스럽게 펀전의위치를 침하게됐다 경효전은후에 턱홍전이라는 이

름으로 교체해서 정운궁의 편전 역할을 담당했다

2)小田省흠.『德壽宮史』.李王職,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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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효전은 처음부터 혼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혼전에 펼요한 건물들이 주위에 만들어졌다

경효전 영역은 담장을 쌓아 외부와 공간을 구분했으며 경효전 좌우에도 담장을 쌓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문을 두었다 전면좌우에는 각 4간의 건물을 위치시켰는데 동쪽의건물이 이안청(移

2￡廳j이며,서쪽의 건물이 중배설청(l|l}非設廳j이다 배면애는 좌우로 긴 평면의 건물이 놓였는데

이곳이 숙옹재(댐쉰爾)다 경효전 전변에는 행각이 만들어졌는데 중앙에 3간 맞배지붕 솟을대문

인융안문(|젠헤’머을 두었다 융안문 바깥마딩도 담장을 쌓아 외부와 구별했는데 서쪽에 어재실

(쩌1縣핸)을두었고‘중문으로4간의 숙목문(페;1땐1llj)을 두었다 숙목문 바깥에는 ‘口’자형으로 만

들어진 장방처소(j콩房따데)를 두었고,장방처소 오른편에는3간의 돈례문(앓냄lllj)을 두었다 결국,

경효전에진입하기 위해서는 돈레문-숙목문-융안문을통과하도록 만들어졌다

(3)침전영역(함녕전)

경운궁의 침전인 함녕전은 경효전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함녕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2개

의문을 통과해야하는데첫 번째 문이광명문(光|”j|ll1)이며두 번째문이치중문(폈|||lll1)이다 광

명문은 팔작지붕에 대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반면 치중문은 평대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광

명문의 서쪽편에는 l2간의 장방형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남여고(밤與ll찌로서 일종의 가마를

보관하는 곳이다 광명문을 들어서띤넓은 마당이 만들어져 있는데,동쪽의 영복딩으로는 봉양문

(때혜크lO을 통해출입하며,서쪽의경효전으로는2개의 문을 통해출임한다

함녕전 남쪽 행각에는 치중문 외에도 동쪽에 혐강문(|써짜ll|j)이라는 작은 대문이 만들어져 있

다 함녕전은 서쪽의경효전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고‘다른삼면은 행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쪽 행각에는 함녕전 오른편에 풍안당(많강펜이 마련되었고고‘풍안딩당-아래쪽애는 향복딩(「딘‘5쉰띈폐jE핀바!자써1”새페|”l

마련되었다 풍안당이위치한 곳에는응춘문(값혜ll1)을 두어 영복당에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

행각에는 만희딩(|파팩폐이 마련되었고,중간에 돈덕문(뤘암|llj)을 두어 수인당에 통행할 수 있도

록했다 서측 담장에도 문을 만들어 경효전 및정관헌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만들었다

(4)경운궁의 본궐영역의 기타 주요 전각

정전인종화전 뒤쪽에는 선조때부터사용했던 경운궁의주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건윈문

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면 동쪽에 중층의 석어댐 !해l댄〕이 위치하고,정변에는 서쪽펀에 준명

당(1갖|씨폐‘동쪽편에 즉조덴마l씨템이위치하고 있다 이 세 건물은 모두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석어당에서부터 준땅딩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조딩-뒤펀에는 되경딩(t힘탤’펀이

라는 5간 규모의 작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물 역시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했다 건물의

용도는 부엌이 마련되어 있어 수라간으로 판단된다 펙경당 동쪽에는 12간 규모의 가정당(첸靖

꿇)이위치하고 있는데후에창덕궁 대조전후원으로 이건되었다

경효전 뒤편에도 경운궁의중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숙옹재 뒤쪽 언덕에는 l2간 규모의

함유재(成有爾)가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곳에는 흠문각{삶XI깎I)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화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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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문각은 수옥헌 주변에지어졌고‘그 자리에 새로운건물이들어선것이다 함유재 뒤쪽에는 양

관인 정관헌(|!하폐l|!!)이 위치하고있다 함유지l와정관헌의서쪽편에는 매우아름다운꽃담이위

치했는데‘각각 장신문(원lillll),유현문(훼깜ψl),용픽문(fiErtilllO,석류문(싫웬|llO이 만들어져있고

현재도 그모습을확인할수 있다

(5)내전영역

함녕전을 중심으로 동북쪽에는 여러내전들이 위치하고 있다 함녕전의 동북쪽에는 명헌테후

(l씨핀太까;헌종의계비)홍씨를 위해 건립한 대비전수인당(1,덴 ?꾀이 위치하고 있다 함녕전 동

쪽에는 명성황후 사후 실제적인 비의 역할을 담딩한 순헌귀비(*l많kilt삐 엄씨를 위한 영복당끼〈

!itlrt;낀이 위치하고 있다 영복당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는 행각 외에 2채의 건물이 더 만들어져

있다 영꽉딩-의 배면에는 12간 규모의 장방형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당호가 삼축당ft페1폐이

띠,삼축딩-오른펀의직-은 건물이 유호실(0써f젠이다

삼축딩-은고종의후궁중한분인김씨에게내려진당호이기때문에공식적인건축물의명칭

이 아니다 고종의후궁중에서 당호가 알려낀 분은 삼축당을 포함해,광화당(光f|1;폐,복녕딩{|1i꾀탤

폐이 있다 경운궁의 모습을 묘시한 도변에는경선당탠{따파f닌팎j파팍웬l이페;

의1칭칭을확인할수있는데,이들역시건축물의명칭이아니라후궁에게부여된당호일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수인당 오른쪽에 ·디’자형 평띤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양심당이며,양심당 아래에 장방형의

7간 건불이 광화당이 쓰시딘 건울이다 광화당 아래에는 매우거대한 규모의 ‘口’자형건물이

위치히고 있는데 건물안에는 3개의 마당이 만들어져 있다 가장 왼쪽펀의 건물은 응복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후에복령딩이 이곳을 사용했다 복령당아래쪽에또 다른 .口’자형건물이

있는데이곳은 경선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내전영역에는 각 건물들 외에 니인〔1λj人〕들의 생활공간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주방,

세답땅등 생휠과 관련된시설들이위치하고 있었다

(6)궐내각사

여러 관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각 건물들이 경운궁 동쪽영역과 서쪽영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정문인 대한문 북쪽에는 평장문(T낀|1ll)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평장문을 통과

하면 경운궁을 수호하는 병사들의 사무실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무실 북쪽으로는

·l|’자모양의궁내뷔페셔!(j)건물이위치하였고,궁내부서쪽‘내전영역남쪽에는거대한3개

의 건물이위치했는데각각시강원(f꾀|剛J,태의원(太챔따,비서원(빠lfWU에서사용하는건물들

이었다 이들건물남쪽으로 매우 긴행각과낌은 건물이위치하고있는데 이곳은내만원(!시Rf

tU에서사용했다 또한,비서원서쪽,영복딩-님쪽에는 ‘U’자형의건물이위치했는데이곳이

공사칭(公’j빼’)이었다 조원문과광멍문사이에도죄우로 매우긴 행각과 같은건물이2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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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있는데이곳도 궐내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듯하지만 상세한 내용이알려지

지않았다 광명문남쪽에도건물이있는데궁궐의화재에대비하는소방제(폐jj係)가 이곳을사

용했다

경운궁의 서쪽 영역에도 많은사무실 용도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중화전 행각 서남쪽에

는 ‘1!’자 평면의승녕부{承젠lf})건물이위치하였고,승녕부 남쪽에는궁에 전기를공급하는

발전소(짧폐꺼)가 위치하였다 발전소오른편에는 단간의용강문이위치하고,용강문을 나서면 운

교(떨橋)를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운교 너머에는 의정부{談政폐)가 위치하였다 비록 경운긍 영역

은아니지만 곧바로경운궁으로통할 수 있게 만든것이다 준명당서북쪽에는 양관인구성헌(jL

成I|l|)이 위치했다 구성헌은세관업무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구성헌 인근의 집하문(iij텔|l잉.회극

문(펙빠|깨을통해 궁궐 팎으로나가띤담장으로 구획된 넓은영역이나타나는데 해관(海關)관련

시설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러건불 중 가장 규모가큰 건물이톤덕전(↑쉽셉j빠이다 2층

의 서양식 건물로 돈덕전이건립되면서 기존 세관엽무를 담당하딘 구성헌은 용도가 사라진 것으

로 판단된다 구성헌은석조전건립과 더불어사라지게 된다

나.수옥헌 영역

경운궁본궐 영역에 비해 그 규모가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작지만,이지역은 역사적으로 매

우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l904년경운궁에 큰화재가 발생해 모든 전각이소실되었기 때문

에 고종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진행되었

다

미국영사관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중층 양옥건물이수옥헌(피仁lil따,중명전)이다 수옥

헌에서는고종이머무르고계셨고,1905년에을사늑약이이곳에서체결되었다 수옥헌북쪽에위

치한 건물이 만희딩{l%흙폐이며 이 건물은 후에 창덕궁으로 옮겨져 낙선재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만희당 서편의 8간 건물은 장정딩(長합펀이며,3)장경당 아래 중맹전 서측의 남북으로 길

게 놓여진 건불이 양복EHJ똥빠폐이다 양복당은 순종의 계비인 윤씨가 거처했다고 한다 양복딩-

남쪽에 있는 ‘L·자형평면의 건물이 강태실(j끓첸펜인데순종비인순명황후 민씨가 이곳에거

처했고‘이 건불에서 승하했다 장경당의 북쪽에는 흠문각이 위치하고 있다 흠문각은 원래 함유

재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건물이었는데화재 후 수옥한 인근에새롭게건립한것이다 흠문각서

쪽편에는 수풍당{經많텐j이위치하고 있다 수풍당 전면 행각 중앙에는함형문(l파亨!”l)이 있어 이

곳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화재 이후 수풍딩에는 명성황후의신주를 모셨기때문에경효전으로

불렸다 경효전 북쪽에는 환벽정(랬찜판)이라는 또 다른 양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순종이

머무르고 있었다.이곳에는 중요건물 이외에 다른건물들이 많이위치하고 있지만,자세한 내용

은 전하지 않는다

3)小田省홈,『德훌宮史』,李王職,1938,p.55에는장기딩(長훨堂)이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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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원전 영역

선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가장 북쪽에 외부로 통하는 영성문(kl￡|I|1)이 위치하고 있어

소위 영성문대궐이라고불렸다 경운궁의 다른 궁역에 비해서건립시기 등자세한내용이전하지

않고 있으며건축물의 명칭 또한 명확하지 않다

영성문을 통해 진입하띤각각 행각을 포함하고있는 건물이서쪽에2ill.동쪽에1채가 위치하

고 있다 서쪽에 있는 건물은 각각 흥복전(여l깨꾀써‘흥덕전(뻐셈jf퍼으로 알려져있다 북쪽의 건물

이흥복전이며,남쪽의 건물이 흥덕전이다.흥복전은 빈전(때때의 용도로 건립되었는데땅헌태후

홍씨‘순명황후 민씨의빈전으로 사용되었으며,순헌귀비 엄씨의 빈궁으로 사용되었다 홍복전은

역사자료에서 칫아볼 수 없는 전각명이며,경운궁의 역사를 기술한 오오대小lTl)의 『덕수궁사』

에서딴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이다4)그에따르면흥덕전은 일시적으로인소전센(”f「”-]써|

다며l명헌태후 홍씨의 혼잔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인소전은 흥덕진일 수가 없다 흥덕

전을 효헤전(?:꽤j않 19044906)으로사용하고 있었다면,1904년에순명황후 민씨의 빈전을 이곳

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혜전으로 사용한건물은흥복전5)이며 흥복전 보다는

역사서애샤 확인힐 수 있는 인소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깃으로 판단된다,인소전 외에 회안

전(펙lib때이라는 전각맹도 확인할수 있다 회안전은 경복궁에있는전각 맹칭인데,인소전이회

안전을 이건해 만든 전각이기 때문에 회안전이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에위치하고

있는 전각은 분경진(싸꾀j빠이다 문경전은순멍횡후 민씨의 혼전으로 사용하떤서 의효전(찮캠많)

이라는 편액을 달게 되었다 홍딘전 남쪽에는 열성 어진을 봉안했던 선원전(f체삐빠과 사성딩킨김

싸l덴이 위치히-고 있다 또 문소전 남쪽에는홍원(*[파!)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흥원영역에는 꽃을

기르는 잉:화당(싫化폐 및화원((μ띠‘넓은 떤적의장옹디l(?흰숲폐,물고기를 기르는 양어지(찮띠

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며‘함희딩(1짜과l/;;η‘양이재(짧1f;끼원를 포힘한 수학원(修J-F댐이 위치하고

있었디

4)小田省폼,『德壽宮史』.李王職 1938.p57

5)당시 흥복전은 경복궁에위치하고 있었던전각 영칭이었다-1917년 창덕궁의 전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경복궁의 건물을 이건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흥복진이 등징하고 있다.따라서 흥복전은 경복궁의

전각명이며 경운궁으로 이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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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小田省홈의 『德흙宮史」에수록된 덕수궁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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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컴즉조당연혁

2-1.경운궁 벌당

경운궁 역사는 즉조당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즉조딩은 경운궁의 핵

심 건축물이었다 고종조까지 경운궁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즉조당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즉조당은 신조가 한양으로 환궁해서 월산디l군(jjlll人끼)의 집을 정롱동행궁(씨폈꾀↑j:피)이라

칭하고 머물 당시부터 경운궁에 위치하고 있었던 건물이다 이건물은 선조 당시에 침전으로 사

용되었다 선조가돌아가시지-광해군이 즉위했다 선왕이돌아가시면후왕은 대부분 정전 전문에

서 즉위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릉동행궁에는 마땅한 전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것으로 추

정된다 이에 광해군은 정릉동 행궁 서청(ll니歐j에서 즉위하였다6)광해군은 말년에 동생인 영창

대군을 죽이고,대군의 어머니이지-자신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감금하고 폐위시킨 일

이 있었디 이에인조반정이 일어났으며반정에 성공한 인조는대의명분에 맞게 인복대비가감금

돼 있던경운궁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즉위하였다 다음은 『인조실록』에 기록된 딩시의 상황이

다

C능버|의병을 일으커 옹때비(王大紀)를 받들어 복위시킨 디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

하였다 농빼군(光海君)을펴|위시커강호H江華)로내쫓고 이이점(李爾廳)등을처형한다음전국에 대사

령을 내렸다… 지전이 이르기를 “별당은 선왕께서 일을 보시딘 곳 [別堂乃先王視事之所]이라 이미

궁인으로하여금 청소를 하게하였다-”하였다 ε버|일어나 절하고물러나와 별S뻐|서 즉위하여 일을보

며밤을새웠는데,시신 및장시들이칼을차고숙위하였다··7)

선위웨(b“에|”페페h”W폐ir끼jI페i”띠i”(

반적이다 연산군음 축출하고 임금이 된 중종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했었다 따라샤 인조의

즉위도경운궁의 정전급에 해당하는건물에서 즉위가 이뤄졌을 것이다 따라서 실록에전하는 별

당이경운궁에서정전에헤딩-하는건물이었음을짐작해볼수있다 이별딩-이현재경운궁의즉

조딩이다 경운궁 별딩에서 즉위한 인조는 인목대비를 모시고 칭턱궁으로 이어한 이후,경운궁

권역 축소 작업을 시행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는 한양으로 환궁하면서 월산대군의 집 외에

인근 기옥들을 포함해 정릉동 행궁으로 사용했었다 이에 인조는 이들 가옥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고,선조당시침전(i때빠으로 사용했던2채의건물만남겨두도록 하였다 이후

경운궁은 2채의 건물로만 이루어진 작은 궁궐로 남게 되었다8)경운공은 비콕 작은 궁궐이었지

6) 『광해군일기』 1권,즉위년(1608무신)2월2일(기미)

7)『민조실록』1권.1년(1623계해)3월13일(계묘)
8) 『인조실록』2권,1년(1623계해)7월 12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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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조가 조선의기틀을 다시 세운 장소로,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인조의 즉위장소로 의미

가남다른공간이되었다

2-2.즉조당 :참배의 대상

남겨진경운궁의 수리에 대한 사항은 숙종조에등장한다 『승정원일기』l676년(숙종 2)5월

26일자 기록에는 경운궁중수처(態젠젠펀修떼에군사를보낸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구체적인 중

수사실여부는기록되어있지않다 또 『승정원일기』 l679년(숙종5)5월22일기록에는경운

궁의 많은 곳이허불어져 있어긴급히 수리해야한다는내용이전한다

숙종은경운궁에4차례방문한바가있으며직접시를지어건물에걸어두기도하였다 하지

만조선 후기 경운궁이 본격적으로 경영되기 이전까지 가장 경운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곳

을 방문한 임금은 영조였다 영조는 실록의내용을 살펴보게 하고경운궁의 역사에대해 얄아본

뒤,경운궁을 찾아 ‘양조게어(兩꾀j皆찌|0’,‘계해즉조당(씻X넨jFF폐’이라는글자를 직접써서

게판(}쇄꾀하도록했다9)‘양조개어’는선조와 인조가 이곳에머무르셨다는것을말하는 것이

고“ 계해즉조당’은계해년(l623)에이곳에서인조가즉위하셨다는것을말한다 인조가즉위한

경운궁 별당은이전까지 다른전각명을갖고있지않았던건물이었는데이때부터즉조당으로불

리게 된 것이다 영조는 또 l773년(영조49)에 경운궁을 찾아 ·석어댐-Cl‘떠l한낀’이라는글자를

직접써즉조당에걸게했다lO)l773년은제사년으로선조가경운궁에들어온l593년계사년의3

회갑(180년)이 되는 해로 이를기리기위해경운궁을방문한것이다 ‘석어당’은오래전임금

이제시딘곳으로해석되는당호다 현재석어당은즉조당이아니라즉조당 전면동측중층건물

의딩호로사용하고있다 언제부터딩-호가변경되었는지는자세한자료가진하지않는다

『승정윈일기』l783년(정조7)ll월9일자기록애도즉조당의수리에관한내용이둥장한다

즉조당의서쪽편퇴청(退廳j기둥3본이기울었고〔폐退〕‘비가새어서부연3개가손상되었다

고한다 이에l1월 17일 수리를 시작하도록하라는내용이다

l893년은또다시계사년으로선조가경운궁에들어간지5회겁{300년),영조가경운궁을방문

한지2회갑{l20년)이지난해다 즉최초경운궁이만들어진지300년이된해이다 이때고종은선

조와영조를 떠올리며 경운궁을참배한다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지난선묘(宣願)시기인계사년(1593)10월4일,경운궁에돌아오}서위태로운나라형편을수습하여

반석같이다져놓았다 당시의나라형편을회상하면비통하고도다행한생ζ버|늘마음속에간절하다

또한우리영조대왕은옛일을추억하고의로운생각을일으커서이해이닐에 이궁에 나와서축하를

받으섰으니,이에대해서는상고할만한옛사적이있을뿐아니라,바로그계사년(1773)회갑연이거

듭돌아온해를SF등}여홈모하는 정과조상의뜻을이어 받들려는나의의로운마음을더구나스스로

9)r영조실록」113권,45년(1769기축)11월2일(경진)
10) r영조실록」 121권,49년(1773계사)11월4일(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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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다.그 날경운궁에 나아가그 길로 즉조S배 효빼할것이니제반의식 절차를예조에서 규

례를 상고해서 마련하라.”11)

참tll}에앞서 낡은 즉조딩의 수리가 진행되었다 창호‘도배‘온돌과 단청 등을 보수했다 공사

는 8월 13일에 시작해 l0월 3일에 마쳤다l2)고종은 즉조당을 방문하면서 전후 자신의 처지와

선조‘영조의 상횡을 떠올리며 많은 고심을한 듯히다

2-3.즉조당,태극전,중화전 :경운궁의 정전13)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1895년 l0월 8일 을미사변(ι치ji*꽤과

l896년 2월 11일 단행된 아관파천(따에ii}샘j뭔 이후다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고 있

던 고종은 환궁할 궁궐로경운궁을선택했다 정복궁과 창덕궁이완전한상테에서 즉조당과 석어

딩으로만구성되어 있던경운궁으로 이어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것은l893년에

있었던경운궁300주년 참배가 큰 영향을 미치지않았을까 추정된다 선조 당시 임진왜란으로피

폐해진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기반이 된 곳이 바로 경운궁이기 때문에 고종 역시 다시 국가

의 틀을세우고자 정운궁을 텍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l896년부터차례로 경운궁의 주변을 확장

하고 건불을 새룹게 짓거나옮겨지었지만,정전에 해딩할 만한건물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결

과 경운궁의 즉조당이 정전의 역휠을 닫딩하는 건물로선택되었다 다음은 딩시 시어소로즉조당

을 사용하는데있어서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내용을 담은 실록의내용이다

-----상이 이르기를 “진전(힐짧)과 빈전(짧點)을 이미 이봉(移奉)한 만큼 집(股)도 이제 경운궁으로 이

어(移細)할 것이다.”하였다.김병시가 아뢰기를 ”먼저 경운궁으로 이어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

다”하니,조영세가 아뢰기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바로 흔뻐(還倒)하시는

한 가지 문제인데.지금 하교를 받들고 보니 너무도 기뻐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단지 빨리 수리하고

좋은 날을 받아서 이어하시기를 더없이 간절히 바랄뿐입니다”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흔뻐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미루어왔으므로중앙과 지방의 여러사람들이 매우걱정하고 답듭녕H하였는데 이제 이어

하신디는 조칙을 내린 후에는 안타깝게 바라던 미음을 아마위로할 수있을것입니다.”하니 S버|이르

기를 “전각이온밍되면이어하겠지만 진전의 처소가 좁아서 매우송구스럽고 답답하다.”하였다.조병세

가 아뢰기를 “만약전각이 온딩되면 진전을 새로세운처소에 옮기고,시어소(時뻐]所)는 즉조당으로 정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하니:SH〕|이르기를 “터가매우 좁아서불편한점이 많다”하였다 이어하교하

기를 “요즘예절이란없고단지제례(聚禮)만있을뿐이다’----·14)

11) 『고종실록』 30권.30년(1893계사)8월2일(신해)

12)『승정원일기』고종30년계사(1893)8월6일(을g)

『승정원일기』고종30년계사(1893)10월3일(신해)

13)이후날짜는 『고종실록』으|예에따라앙력으로표기함
14) 『고종실록』34권.33년(1896병신/대한건앙(建陽)1년)10월31일(앙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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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곧바로 조선이 황제국임을선포하는 의식을 준비한다 l897년 8월

l6일 ‘광무(光패’라는새로운연호를정하는데있어설행장소로즉조당이선택되었다 실록에

서는 “법전(퍼빠에서거행하는의식은우선즉조당떠j|1l3堂)으로정하여거행하라”15)고기록하

여이때 즉조당이 경운궁의 정전역할을 담당한것을알 수 있다 또 l897년 8월22일에는 즉조당

에서 진해씨l강)가 있었는데 고종의 생신 〔팎壽딸剛〕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l6)

[그림2-2] 『(신축)진찬의궈|」 도설 「경운당도」

1897년 l0월 7일에 고종은 갑자기 즉조당의 편액윤 ‘태극전(太삐빠’으로 고쳐달도록 지시

했다 이는 이틀 후(10월 9일)거행될 예정인 대한제국 선포식에 걸맞게 전각의 이릅을 당호(?F

P페에서 전호(歐;j떼로바꾼것이다17)이후 태극전에서는천지(j값lU)에 고유제(깎[ll쨌)지내기 위

해 서계(환成)를 받는 의식l8)황제 즉위에 따른 조서(김꽉)반포,l9)백관 하례2이,병헌태후(|씨펀

太同에게 옥책(:|딘|lf)과 금보(金웰)를 올리는 의식 및 태자비 민씨(1퍼1￡)를 황태자비(휠太子4리로

책봉하는 의식2l)등 궁궐의 정전에서 치러지는 의식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고종은 1898년 2월

13일에 또디시 조령을 내려 전각명을 태극전(太꽤셋에서 중화전(l|I꺼l때으로 고치도록 했다22)

15)r고종실록」35권,34년(1897정유/대한건앙(建陽)2년)8월13일(앙력)

16)r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武)1년)8월22일(앙력)

17)r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武)1년)10월7일(앙력)

18)r고좀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武)1년)10월9일(앙력)
19)r승정원일기」고종34년정유(1897.광무1)9월18일(갑진.앙력10월13일)맑음

20)r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武)1년)10월13일(앙력)

21)r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武)1년)10월 14일(앙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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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전한판서사관(l|IIl1빠戀板띔젠|]’)에는의정부찬정민벙석(|퍼1끼f패)이맡도록했다23)현재까지

전호를중화전으로교체힌이유에대해서는 영확한연유가 밝혀지지않았다 진호가중화전으로

바뀌었지만경운궁 정전으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다 진해|싸꾀와같은 많은 일상적인국가

의식이 종화전에서 치러졌다 또 사도세자를 추숭(파꾀하여 묘호를 ‘장종(따파)’으로 올리는

일24)을 비롯해 여러 선왕들을 추존(파짝)하여 황제의 위에 올리는 일25)왕자들을 황재 l묘r)로

책봉하는 일26)등이중화전에서진행되었다

l901년신축년에는 맹헌태후(끼깜太lS:헌종의제비)홍씨(18314904)의71세(펀A)를경축하

기 위해 진찬연이이루어졌다 원래경자년(1900)에 멍헌태후에게진작을 올리려했지만 태후의

사양으로신축년(19Ol)에진찬을올리게된것이다 이당시진찬에관한내용은 『진찬의궤』에

자세히기록되어 있다 진찬연은경운딩{펀떨펜에서거행되었다 1901년(광무5)5월13일손시(렛

l란)에경운당에서 대비전에내진찬을올렀고,그 날 저녁해시(찌|4)에야진찬을 올렸으며,5월

16일손시에대전회잭j에따헥꿰)을행하고,그날저녁해시에야연을행했으며,5월18일손시에

경운당에서황태자회작(l니太f-??|떼)을행하고,그날 저녁 해시에야연을행했다27)의식이중화

전과는무관하게진행되었으나 『진찬의궤』도설(l폐핍)「경운당도」에는중화전의모습이경운

당과함께그려져 있다 이모습이현지1까지전하는 가장오래된중화전(즉조당)의모습이다 도

설의서쪽펀에는따로구획된 담장안에경운딩이그려져 있다 또동쪽편에는중앙에중화전

(즉조딩)이 그려지 있고‘남쪽에 중층의 석어당이 그려져 있으며,북측에3칸규모의작은 건물이

그러져 있다 도설에묘사된중화전(즉조당)은정면 7칸,측면3칸의 평띤을갖고 있고 지붕은

팔작끼붕의모습을 하고 있다 가장 특정적인모습은건물 전변에 월대를갖추고 있는 것이다

현제 즉조당 전면에는 월대가 섣치되어 있지 않다 중화전(즉조당)의 사방에는 행각 또는 담장이

구획되어독립된따딩을 갖고있다 전면과좌우측떤에는각각평대문이만들어져있어이곳으로

외부출입이가능하도록했다 특히중회전(즉조당)전면동측의행각은석어딩과 연결되어있어

이곳에 꽉도가 만들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중화전(즉조딩)의 모습은 선

조가정풍동행궁에서사용했던별딩의 모습괴거의유사했을것으로추정된다

l901년에는 고종의50세 생일을 축하하는 진연이 경운궁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외연 장소로

중화전(즉조당)이,니}띤장소로 함녕신(l뼈젠h빠이사용되었다28)이 진연의 모습은 『진연의궤』

애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특히도설에는 함녕잔도(1빠꾀많|꾀l)가 수록되어 있어 경운궁대화재

이전함냉전의모슴을 확인할 수 있다

22)『고종실록』37권,35년(1898무술/대한광무(光武)2년)2월 13일(앙력)
23)『승정원일기』고종35년무술(1898,광무2)2월22일(병자,앙력3월14일)맑음

24)『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武)3년)11월 13일(앙력)

25)『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武)3년)12월23일(앙력)

26)『고종실록』40권,37년(1900경자/대한광무(光武)4년)8월 17일(앙력)
27)한국정신문화연구원.『잠서각소장의궤해저|』,2002,p156

여기서 기술한 일지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다.

28)『고종실록」41권‘38년(1901신축/대한광무(光武)5년)6월26일(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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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조당으로 환원

고종은 l901년8월25일법전(필b랩 영건의필요성때문에새롭게경운궁에법전을만들도록

지시했다 고종은 ‘·법전(法6씻을아직도짓지못한것은사실나라의지}정때문이지만,일의체

모로보아역시그대로둘수없는문제이다 도감(都많J을설치하고즉시시행하되,도감의당상

(?t上)과낭칭(ll뼈씬은궁내부(피’|7、l따)에서차출하게하라··29)하였다.190l년8월27일도감이만

들어지고 도감사목이정해졌지만,30)공사는쉽게진척되지못했다 그러다가개기(|챔꾀를l902년

음펙정월29일에,기초다지기를음력3월15일에진행하였고,3l)건물이완성된것은l902년l0

월6일이었다.32)그런데이미l902년5월l2일에현재의중화전을 다시원래대로즉조당으로부

르고,새롭게만들어진법전을중화전으로하라는지시가내려진다33)이로써즉조딩은 경운궁의

정전건물이아니라다시역사적상징성을갖는원래목적의건물로돌아가게되었다

2-4.즉조당 :원

i繼-
「관영전도」

1902년에도진연이있었다 ll월에고종황제의망육순(띨六句)및어극(떠l極〕40년을축하하기

위한 진연이었다 이때의 진연은 대전의4일중화전(l|l씨l淑 외진띤(外進덴),8일관명전(剛 j빼

내진띤(I서젠꽃)과 야진연(짜파파),황태자의 9일 관명전 회직{{한|센J)과 야연(짜패이 진행되었는데

이때의 준비 및설행하는과정이 『진연의궤』에자세히기록되어 있다34)이때진행된 중화전

도설『(임인)진연의궈|』[그림2-3]

『고좀실록」41권.38년(1901신축/대한광무(光武)5년)8월25일(앙력)

r중화전영건도감의궈|」 조칙

r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武)6년)2월28일(앙력)

r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武)6년)10월6일(앙력)
『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武)6년)5월12일(앙력)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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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연은 기존의 중화전이 아니라 새롭게 중층 r --

으로즉조딩전면에건립한중화전이었다 『진l f |

연의궤』의도설에는「관맹전도」가포함되어i ‘ l
있다관멍전은즉조당서쪽에새롭게만들어진킹 댐倫메m￦￦TTTT휩 i
건물로 기존에는 이곳에 경운딩-이 위치하고 있 |

었다 신축년 진찬이있은지 1년여 만에 즉조당 !

주변 경관이 변화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좁 !

은 대지상황에서 경운당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관명전이 만들어지면서 즉조당 서쪽편에 위치하

고 있던 행각과 담장이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즉조딩 만의 마당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관

명전에 부속된 5칸 규모의 행각이 즉조당 뒤편

에,4칸 규모의 행각이 즉조당 서북편에 위치하

면서 부속건물이 즉조당을 둘러싸는 헝상을 하 ;

게되었다.즉조당뒤펀마당역시영역이크게[그림2-4]『경운궁중건도감의궈|』도설즉조당

축소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즉조당본건축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l904년 경운궁에 발생한 대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즉조당 역시 예외가 아니었

다35)경운궁의 다른어떤 건뀔보다싱정성이큰 즉조당은복구의최우선 대상이되었다 따라서

다른 건물ill-달러 특벨히 내탕고(1시씨ln)의 경비가 지급되었다36)이에 즉조당의 정초(파U쉰는

l904년음력3월 l2일 묘시(찌j|lj),입주(i꾀는 동월 16일 미시(4싸7)상링flf써은 동월29일묘

시에 진행되었다37)즉조딩상량문 채술관은 봉조하 김병국(金씨파l)이고,예차는 규장각 학사 이

순익(↑뛰!했)이띠,상량문 서사관은 궁내부 대신 민병석(폐|제1페)이고,예차는 원수부 회제국 총장

박제순(씨쩍깎moll져,현판서사관은종l품 윤용구(j|7lj求)이고.예차는 궁내부 특진관 조동희(꾀1피

”센이며,석어당의 현판 서사관은 종l품 김성진(金I펌힘이고,예차는 정2품 딱기양(씨、깐|꺼)이었

다38)고종은 즉조당을 중건하면서 간가제도를 간단히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39)새로 만

들어진즉조당은 기존의즉조당과 약간 다른모습을 하게 되었다 즉조당의 주건물은기존의즉

조당과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화재 이전에 서측에있던관맹전은시-라지고 준땅

당(淡lUj낀낀이라는 다른 건축물이중건되었다 이 준명딩은 기존 관멍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작은

건축물이었다 새롭게중건하는 과정에서 즉조딩은 준명당과 복도로 연결시켰다 이 부분은 기존

과 전혀 달라진 부분이다 즉조딩의 북쪽영역역시 많이 바뀌었다 화재 이전에 즉조당북쪽에는

34)한극정신문화연구원.『장서각소장의궤해저|』,2002.p123
35)『고종실록』44권,41년(1904갑진/대한광무(光武)8년)4월14일(앙력)
36) 『고좀실록』44권,41년(1904갑진/대한광무(光武)8년)4월22일(앙럭)

37) 『승점원일기』 고종41년갑진(1904,광무8)3월 10일(기축,앙력4월25일)

38)『승정원일기』고종41년갑진(1904광무8)3월13일(임진.앙럭4월28일)
39) 『고종실록』44권 41년(1904강진)4월22일(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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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전에 연결된 행각이 있었는데,중건하면서 만들어진 행각은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하였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서는이행각을 ·덕경당(德딴폐’이라고칭하고 있다 덕경딩에는따

로부엌이마랜되어있어즉조딩에 연결된소주빙{땀l펀房)임을알수 있다

[그림25] 「덕수궁평면도」즉조당부근(한국학중앙연구소소장)

즉조당 중건 이후 즉조당에서는 별다른 일이 진행되지 않있다 그러다가 l9l1년 귀비(펀꾀

엄씨(腦EE)가 이곳에서 돌아가신 일이기록되어 있다40)

l930년대초반에 그려진것으로추정되는 「덕수궁각건물배치도(t펌쉽꾀꺾짧物|Rd置꾀l)」에는 즉

조딩과 덕경딩을연결한복도가이미칠거되어있는상태로표현되어있다 또덕경딩에 대해서

는 연와조(뱅LEj깐)건물로 훼철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덕경당은 도변이

만들어진 l930년대 철거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때 당시에도 즉조당은 석아딩과 복도

로 띤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재 즉조당과 석어당은 서로 연결하는 복도

가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복도가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 l1

다 다만 대한독립 이후에 수리과정에서 철

거된것으로 추정될뿐이다
[그림2-6] 「덕수굴각건물배치도」즉조당 부근(한국

학중앙연구소 소장)

40) 『순종실록부록」2권,4년(1911신해)7월20일(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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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嚴軟)로 보는 즉조당

고찰복원적2.즉조당 창호의

실측조사3.즉조당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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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힘의궤(嚴軟)로보는즉조당

1-1.개설

즉조당은 1623년 인조가 즉위식을 거행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l902년 중화전이 영건되기 전까

지 경운궁(현:덕수공)의 정전으로 사용되었다 l904년 경운궁 대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다가

중화전을중심으로 화재로소싣된 건불들을 중건하띤서즉조딩도 같이중건된다 당시중건된 경

운궁의 건물들의중건싱황을 도록과함께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자세히기록하였다

『경운공중건도감의궤』에는중건과정은 물론중건되는건물의종류와건물별로소요되는 각

종자재의수량과치수를상세히기록하였다 도섣부분에는 각건물의 그림까지 첨부하여중건시

건물의구성및형데를 멍확히확인할수 있다 특히 각건물에부속되는복도,가퇴,난간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부속된 부분의구성과소요된부재의 소요량을자세히 알수있다

각건울의중건공사일정은의궤의시일(1lr1l)펀에상세히 기록되어있는데즉조당 부분만 발

춰l하띤 l904년3월 l2일에정초를 하고 같은 해 3월 l6일 입주,3월29일상량을 하였다 다음해

인 1905년8월l0일 헌판을게시하였다 당시중건된 건불 중 석어딩-이 즉조당과 동일한 날짜에

공사가 이루어겼으며,정운궁의 정전인 중화전을 비롯하여 타 전각에 앞서 가장 먼저 중건된 것

을보면즉조딩과 석어딩에 대한 의띠가 남달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조당과인집한 준멍딩과 석어딩복도를통해서로연결되어낌은 일곽을형성하고있어중

건 시즉조당을 이해히는데중요한 요소가 된다.

「덕수궁평면도」플 보면준명당과즉조당은 정면 횟칸에2칸의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즉

조당과덕경딩은 3칸의 복도로 떤겔되어 있다 즉조딩과 석어당의연결은배치도상으로는복도인

지 통로인지 알 수 없으나도설에 침부된 석어당그림과 유리원판사진을보띤복도로 연젤되어

있디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림3-1] 「덕수궁평면도」(근대건축도면집,

한국학중앙연구원.2008)

[그림32]석어당 유리뭔판 사진 (궁·능 관련 유리원

판도록.2004)

75



|덕수궁측조당쑤라EM 滋톨lllll·--

1-2.즉조당 중건에 사용된 주요자재 및소요량

가.즉조당 본처|(17.6칸)

『경운궁중건도감의궤』의 「도설」편에수록된즉조당에 대한기록을살펴보면 ‘템때떤,|-七

間쑤 판長AR述!IJilj八치 {뿜띠Ag退|{!]|잔lj〈’기록되어 있다

즉조딩 평면도를 보면정면7칸×측면 2.5칸이므로 정확하게 l7칸 반으로현재의 규모와 일치

한다 의궤에는즉조당의규모와함께가퇴,난간,복도를 따로 나누어 규모와소요자재를구분하

여 놓았다 가퇴는 6칸,난간은 3칸,복도는3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퇴는 북동쪽 모서리를 별

도의 l칸으로 보면6칸으로볼 수 있고 난간은 배면3칸에걸쳐 설치되었다 복도는 「경운궁중

건배치도」상의 즉조당 뒤펀에 있던 덕경당과 띤결되는 복도로볼 수 있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건축자재의 품목과수량및치수를살펴보면 즉조당의평면,단면,가구형

식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중건당시 즉조딩-과 현재의 즉조당과의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

다 의궤의 기록을 통해 중건 당시의 건축자재의 수량 단위와 치수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내용에앞서간략하게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표 3-1]즉조당부재멀수량단위

의궤에기록된 주요 구조재와 수장재에서 판재가 아닌 자재의 단위에는 거의 개(倒)라는 단위

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l)입(퍼은 넓적한 모양의 것을 세는데 쓰는 ‘남’을 차자한 것이

다 지붕 개판,마루의 칭판,박공 등의 셀 수 있는 판재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2)좌(坐〕는

포나 대공처럼 타부재 위에 놓이는 형태의 부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평고대,산자,연함은

부재의 모양이나 놓인 형태에따라단위의 명칭을 정한것으로 보인다

부재별치수표기법도 조긍씩 차이가 난다 길이를 나타내는 글자는 ‘長’으로 거의 모든 부재

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반면에 단면의 치수는 부재별로 표기를 다르게 한다 특이한 것은기둥의

경우에는 방형기둥임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표기하였다 도리와 연목도기둥과같이 ‘젠’으

로 표기하였는데,인접한준명당이나 석어당의기록에는원형 단면의부재는 ‘평|젠’으로 별도

1)영건의궤연구회.r영건으|궈|』,도서출판동녘,2010,p.800
2)위 잭.p.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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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아 ‘따l젠’이 더 정확한 표기로 보인다 보,창맘 추녀,사래 등 단

면이 큰부재들은 ‘둬×판’으로표기한 반면에부재가 가는 장여,부연,인방,귀틀 등은 ‘lli

×1람’으로 표기하였다 또같은 판재의경우에도 개판과 박공은 ‘찮×|따·으로 표기한 딴면에

마루 청판은 ‘바j×1값’으로 표기 하였다 평고대의 경우‘:￡’를 사용하여 표기하는것도 특

이한 침이다

[표3-2]부재멸 치수표기법

즉조딩-중건에 사용펀 주요자재들의 종류와 수링:및치수를 자세히 살펴보띤 다음과같다

기둥은 평주22개.고주 l2개로 기록되어 있다 크기는평주는8자,고주는 96자로 고주가 16

자 더크고단연은O7자로 동일하다 현황에서는 평주가2071l‘고주가 l2개로 평주에서2개 차이

가 난다 덕경당 또는 석어딩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기등을2개 포함하였다고 추정해 칠 수도 있

다.그러나 덕경당과 연결된 복도 3칸에 대한 부재는 l펠도로 기록되어 있고 석어딩과 이어지는

복도는기록이없어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인접한준명당의 경우에도 의궤에기록된기둥의

수량과 설치된 기둥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기콕싱의 오차가 발생

할 수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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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즉조당의주요소요자재-구조재

창방은 총 27개로 길이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평주열에는 8자 l8개,퇴칸에6자 2개,

종도리 하부에뜬창땅의경우에 가운데5칸은8자5개,양쪽 마지막칸을 lO자 2개로보면총27

개로 수량이 일치한다 실제로는 양쪽 마지막문창방의길이는 2040mnl내외로 7자가 되지 않는

다 단면의 크기를 비교하면 의궤는 창방 모두 O7R×1셔으로 동일하게 기록한 반면에 현황은

평주열 창방이203×272mm,뜬창방은 l92×235mm으로단면 크기가 다르다

보는 대량.무량,퇴량,충량의4가지 형태로표기되어있다 기록된 수량을비교하면대량6개,

퇴량 l0개,충량2개 모두 현황과 일치한다 무량으로 표기된 2개의 보는 양쪽 마지막 칸에서 충

량을 걸기 위해 대량밑에 이중으로 설치된 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보인다 준명당의 경우에는

78



ll·-ll·-앓. 쩌gg건축적고횡|

이중보와 충량을 별도의 땅칭이나 구분 없이 양목으로 통합하여 지칭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동

일한 시기에중건된건물에대한기록에서땅칭이서로다르게표현되고있다 의궤제작시작

성자가서로달라표현이다른것인지,별도의구분법이 있는것인지는더검토해보아야할것

이다.

A

[사진3-1]대랑과이중보 [사진3-2]충랑과파련대공

도리는총4l개로기록되어 있으며,길이에 따라4가지로 구분하여 놓았다 자세히 살펴보면8

자 25개는 양쪽 마지막 칸을 제외한5칸의 처마도리,중도리.종도리이다 l35자의 2개는 양쪽

측면의 중도리(외기도리)이고55자의 6개는 퇴칸 2개와 중도리양 끝단 4개이다 95자의8개는

왕찌도리가형성되는처마도리6개소와합각부종도리2개를 기록한것으로보인다 측면의8자

처마도리2개가부족한데기록상의누락으로 보인다 따라서8자길이의도리는실제로25개가

아니라 27개기-사용되어 실제사용된 도리의 수량은 43개이다 도리단띤의 크기는 모두D293nlIll

로 의궤에기록된09자와 비숫하다

장여의 경우는 도리와 동일한 위치에 사용되므로 장여 역시 기록보다 2개가 더 사용되어 총

43게가 사용되었다

추녀와 사래는 의궤의기록과 현황 모두각479썩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사진3-3]추녀,사래(수리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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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즉조당의주요소요자재 지웅재

연목은 기록에는 장연 120개 단연 lO6개 선자연 72개로 기록되어 있다.현황은 장연 ll5개,

단연 lO6개,선자연72개로 조시되었다 장연의수량에서 571l차이가 나고 단연과 선자연은 일치

한다.장연의 단띤크기를O55자로 단띤괴 선자연보다 5푼을 더 크게 사용한 것으로 기록히였다

실제로 현황은 단면의 크기는 모두 161mm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당시 추정되는 영조척3)을 적

용하면 약 052자로 의궤 기록과 비슷하다 인접한 준맹당의 기콕에서는 장연이 아니라 단연의

크기를 장연과 선자연보다 5푼 더 크게 사용한 것으로 기콕하고 있다 석어딩의 경우에는 모두

06자로 기록펀것으로 보아 선자연과 일반 연목의 단면 크기에 대한 기준이 명획하지 않다 준

명당의 연목 단면의크기는O6자로 즉조당 보다Ol자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실제로는즉

조당과 동일한 단면크기의 연목을사용하였다

부연은 부연1207R,선자부연80개로기록되어 있으며 현황은 부연 ll5711,선자부연80개로장

띤과 마찬가지로 부연의게수에서 5개 차이가 난다 부연의길이가 32자로 딩시에 추정되는 영

조척의 크기로 환산하면 약 983mm이다 지붕해체 후 조사한 평부연의 길이가 l,OOO~Lloomm로

의궤 기록과 유사하다 l974년 보수공사의 기록에는 교체된 부연의 수량이 307R로 거의 교체가

3)추정 영조척:1R늑307mm(3즉조당의현황 및실측조사’에서 즉조당용척의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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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1974년수리공사이전의부띤이상당수 난아있었을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익공은 2가지형태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물익공 16좌,반익공4좌로총 207R의 익공이

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물익공은현재의몰익공을지칭하는용어로추정된다4)현황에서도총

l6곳이 사용되었다 반익공의경우는정확히어떤 형태의 익공을지칭하는지확인이어쉽다 현

황을살펴보아도반익공으로유추할수있는부재는보이지않는다 보이지를만익공으로유추하

여도 수량이 l2개로 일치하지 않고 창방머리를 반익공으로 추정하여도8개로 수량이일치하지

않는다 해체하여확인해보아야정확하겠지만귀주위에사용된익공중한쪽은 창방머리를내

어 익공으로초각하고다른 한쪽은 칭방을기둥머리에서끊고 별도 부재로 익공을제작하여꽂

아 넣었을 수도 있다 별도의부재로 익공을제작하여 시용하였다면반쪽 익공이만들어지는데

이를 반익공으로 표기한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사진3-5]연목과부연(지웅해체 후) [사진3-6]익공과보머리

대공의경우는크기에띠-라2가지로구분하여총1O좌를사용한것으로기록하였다 길이4자

의대공8좌는데량위의판대공과수량이일치한다 대량위의대공들은모두반자위에섣치되

므로조각이나장식이없이단순한판대공으로되어있다 길이l7자대공2좌의 양쪽측면의충

량싱-부에사용한파련대공과동자데공각l좌와일치한다 서쪽마루칸은대공이노출되는띤등

천장이므로파련대공을사용하였고동쪽은반지로 가려지므로동자대공을시용한것으로보인다.

기록상의부재 치수는 파런대공의크기로동일하게 기록하였다

주두는총20개로기록과동일하며모두평주위에사용되었다 크기는사방lN×1시으로기

록되어 있다

수장재의 종류는 대부분인방과 벽선이다 설치되는 칭-호와연관하여 정창인방,분합중방‘띤

칭-인방,선작이인땅으로명칭을 기록하였다 수장지1의 춤은부재에따라 변동이있으나폭은03

자로동일하다

4)영건의궤연구회,『영건의궈|』,도서출판동녘.2010,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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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즉조당의주요소요자재-수장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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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즉조당의주요소요자재-수잠재(2)

대챙의우불싼자의경우는칭판ll9개로현재즉조당반자청판의수량과 일치한다 반자구획

은 l20개이니-l게는 침짐구이므로 이를제외하면l1979이다.

의궤에는반자lO칸으로기록되어있는데동쪽방‘서쪽방을합한6칸과우물반자를설치한대

청4칸을포함하여전체반자면적을표기한것으로보인다

[사진3-7]우물반자
톨IF!·. →
[사진38]온돌밤반자위 널

즉조딩-동·서온돌방반자는반자틀을짜고내부쪽은종이를바르고상부쪽은두께가1Omm

정도의앓은나무널을깔아놓았다 중건시기가l904년이므로기계를사용히-여대량생산이가능했

을시기로본다면후대에추가설치가된것이아니라l904년중건공사시설치되었을가능성도

있다 의궤의즉조당반자에대한기록중에는‘後까八셔폐짜’라는기록이있다 의궤에서지칭

하는‘후판’이반자위의널을지칭하는것일수도있다 나무널의너비가약2801lm이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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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의수량을적용하여면적을계산하면약3438nf로동서온돌방을합친면적과거의일치한

다5)

주요부재에대한크기를당시추정영조척을사용하여 별도로검토하여보면기둥의경우는

의궤의기록상에는직경O7자로약2l5mm로기록되어있는데“ 젠’이단면의한면에대한표

기인지대각선의길이를표기한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대각선의길이로본다면단면의크기가

더욱줄어들어200mm이하가되어기둥이너무작아지므로대각선의길이가아니라한면의길이

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현황조사에서는한면이253×255mm로조사되어당시추정영조척

으로환산하면O8자에가깝다 실제로는더굵은부제를사용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보는전

단력과혐을받는부재이므로부재의춤(高)의크기가폭(땀)보다더중요한요소가된다 의궤의

기록과실측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보의춤은더키우거나기록대로유지된반면에폭은기록

보다작아졌다는것을알수있다 추녀,시래,연목은의궤의기록과비슷한치수로조사되었다

도리는기록보다더크게사용되었고칭방과장여는기록보다더작은단면의부재를시용하였

다

주요부재 단면크기 비교[표3-7]

5)당시추정영조척(1R늑307mm)으로계산하면0.28x(0307×8R)×5O圍=3438m’

돔서온돌방면적(실측치수적용):12.13m’+2423m’=3636m’

(동측방면적:2467×4916=12.13마,서측방면적:4928×4916=24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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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퇴 6칸

즉조당의 가퇴는 6킨으로 기록하었으며 소요자재에 대해서도 수량을 기록하였다 본채와 달리

부재의크기는기록하지않아정확한치수를비교하는힘들다 즉조당가퇴는동측면2칸과북측

면3칸에설치되어있는데동측면과북측면이만나는부분에형성되는가퇴부분을l칸으로제산

하여모두6칸으로 표기한것으로 보인다.

[표3-8]가퇴의주요 자재

선단은문설주에해당하는데총l7개가사용된것으로기록되어있으며현황에서는총18개가

설치되어있는데훼철된복도와만나는부분에서1개가줄어들수도있어단순히오기로보기는

어템다

머름중방에해딩하는 원음중방으로도 가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한칸8자에 해딩하는

원음중방이5개사용되었고 반칸원음중방이3개로기록되었는데현황에서는반칸원음중방이동

북쪽 오서리에2개만사용되었다 부족한반칸원음중방1개역시덕경딩이나석어딩의 연결복도

와 가퇴가만나는 부분에서사용되었을 기능성이크디 의궤의기록과현황이거의일치하는것

으로보아가퇴는크게 달라진 점이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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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난간 3칸

[사진3-1이 북쪽 가퇴측면

즉조딩-북측면에설치된난간3칸에소요된부재들의멍칭과소요량에대해서도 별도로구분

하여표기하였다 난간중방,난간데,하엽의수량등을비교적자세하게기록하였다

난간대와법수는모두현황과일치하고동자와하엽은18개가시용되어의궤기록의207R와2

개차이가난다 현재난간동자로 구획된난간칸수가2O칸이다 의궤기록시구획된 칸수로수

량을기록하여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3-9]난간의주요 자재

뽑:;;;:::::쁨::::3F壘
·π - - - - ’ - --

l’「칸「TT「「는컨rT「-r τ「루

바캠

[사진3-11]즉조당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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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복도 3칸

복도 3칸에 대해서는 「덕수궁평면도」를 보면즉조당 북쪽에위치한 덕경당과 떤결된복도각

이3칸으로되어있는것을 확인할수있다 현재 건물이남아있지 않기때문에딩사의 원형을

정확히알 수는 없으나의궤에기록된소요자재에 대한기록을통하여개략적인규모와 형태를

추정해 볼수 있다

[표3-1이 덕경당 연결복도주요 소요자재

보3개도리9개가사용된것으로보아3량구조의3칸×l칸의규모라는것을추정할수있다

기둥이 5개가 사용된 것은복도와 즉조당 가퇴가 만나는 부분에 기둥 1게가추가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복도의띤목은원형이아니라방형의연목을사용한것으로기록되어있다 이는준맹딩과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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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복도각을보면미루어짐작이가능하다 전각과전각을이어주는복도의경우원형연목

대신 방형의 연목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마루의경우는동귀를2개,선귀툴l5개,청판l20개를사용하였다는기록을보아3칸모두마

루를깐것으로추정된다 복도각바닥에온돌이깔려있을수있는가능성도제시되어 있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렘다6)

[표311]즉조당의 조달목재산정량

각위치별목부재의소요량을기록하고마지막에는납품된목재량을기록하고있다 납품된목

재량은부재별기록이아니라조달을위한용도별목상을기준으로표기하였다 기록을통해당

시에조달되는 목재의종류를간접적으로확인해볼수있다 당시에는목재를목재상으로부터

매입하여사용하였다7)각부재별로치목된목재가아니라1차가공상태로목재를조달받아

해딩부재별로다시2차가공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1-3.맺는 말

의궤로살펴본즉조당과현재의즉조딩은 건물의형태와평면은중건당시의형태와평면을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기둥과도리등일부부재에서수량과치수가일치하지않는점은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의궤의제작시기와건물이실제중건된시기가정확히일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표기상의오류가발생할수있다 이런점은인접한준맹당의경우에서도나타난다8)

둘째는현재픽경당연결복도,석어딩-연결복도가모두훼칠되어실제로즉조당과어떻게연결

되어있었는지중건당시의모습을정확히파악하기힘틀다는점이다

6)r덕수궁복원정비계획」,문화재청.2005,pp.220~221에서는복도에온돌을 깔았을 가능성을제시

하였다.마루에사용된귀틀과 청판의수량을볼 때는3칸 모두 마루를깔았을가능성이더 크다.

7)영건의궤연구회,r영건으|궈l」,도서출판동녘,2010,pp187~196‘(5)사상·공인OH입과비용’에서목재

의 구입과조달에 관한내용을각종의궤의자료를통해 설명하고 있다.

8)r덕수궁준명당수리보고서』·문화재정.2010.p98준명당의기둥은총21개이나의궤의기록은22
개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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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단순 표기상의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난간에서와같이 단순히 난간 칸수로계산하다 보

띤수량을잘못표기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넷째는 부재의치수 중 단면의 크기는 의궤와 현황과는 일치하지 않는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일일이 부재의 치수를 확인하여 기록한것이아니라,계획된부재의 치수를 기록하다 보니 헌장

에서 마지막으로치목되거나 조정되는지수를정확하게기록하기는 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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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협즉조당창호으|복원적고찰

장순 용((주)삼아성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2-1.서언

경운궁중건의궤에 즉조당을 중건하면서 기록된 내용 중 창호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

기하고 있으므로 의궤의 내용과 현황의 즉조당 창호를 비쿄 고찰하면 칭-호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아울러고종대에중건되는 궁궐침전의칭-호구성체계 또는 기본원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즉조당의창호에 대해 경운궁중건의궤를 대본으로고찰하여본다

2-2.창호 종류별 위치와 수량 검토

@ 세살칭판분합얘|R암廳板分힘j l6짝)

삼칸 대청의전면고주열3칸에세살청판분함이매칸에4짝이설치되어있고,서편누마루전

면고주열1칸에4짝이있어,모두16짝이현존하고있어의궤의수량과현황이일치한다

@ 완자지칭판분-합(파子紙1많板分I꾀 l2짝)

칭살의구성은완자문양이고문짝하부에청판이끼워지는자리에는청판대신에살대로구성

하여맹장지와같이앞뒤로두툼하게도배한창호를지칭하여완자지청판분합이라하였다 대청

의후펀고주열3칸에완자지청판분합이매칸에4짝이설치되어있어모두l2짝이되며,의궤의

수량과 현황이 일치된다

경운궁의다른 침전에서도 볼수 있듯이대청의후고주열에는 완자지칭판분합이설치되는특

징을볼 수있는 바대청의격식을높이기위해서완자살이구성되는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완자지칭판분합의기능적특성으로는칭판대신에지청판으로꾸미어상대적으로창호를경량으

로만들어내구성을높이는의도가있으며,아울러지청판은창호가노후되더라도울거미가이지

러지지 않게견고히붙들어주는 효과적인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만살청판분합{혜網뺀板分|챔:lO짝)

만살은격자살을의미하며문의하부에청판이부가된창호를만살칭판분합이라하였다

현황에서만살청판분합이설치되어있는곳은전퇴의평주와고주사이에l개소당2짝이설치

된 곳3개소와가퇴의출입문에해당하는곳에l짝씩4개소가있어모두 1O짝이현존하고 있어

의궤의 수량과현황이 일치한다

만실-청판분합이설치되는위치를실펴보면진퇴부분에서온돌방앞의전퇴로드나드는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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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온돌방주위를보호하는 공간인가퇴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전퇴부분은주칸이4자이므로2짝이설치되었고,가퇴는폭이33지-정도이므로l짝이설

치되는것이다른 모습이다 결국온돌방을보호하는 완충공간인전퇴부분에는만살단분합이전

면에 배치되고측면에서드나드는출입문은 만살칭판분합문이설치되었다 또한,가퇴에서 역시

만살분합문이기본으로구성되고가퇴에드나드는출입문은 만살칭판분합이설치되어있는것을

고려하며온돌방전후의완충공간에는만살단분합과만살청판분함으로구성되는특징을읽을수

있다

li」i!!i#i!!i;LTi!!i느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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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13]완자지청관운합문 [사진3-14]만살정판분합문

(1)세설-단분합터ll|젠낀상|샤l:48짝)

현황에서세살단분합이설치된 곳은 누마루 앞전퇴펑주열1개소에4짝,누마루의서측면2칸

과 후띤l칸애각각4짝씩371l소에12짝,대청후띤평주띨3칸에각각4짝씩12짝,그리고전면

퇴칸부에누마루와온돌방전퇴사이에2짝이설치되어모두3O짝이남아있다 따라서의궤의수

링:48짝과한황3O짝에는18짝차이가생기고있다 즉조딩-과준명당을연결하는복도각2칸에는

모두 l6짝의세살딘분합이설치되어 있으므로복도각의창호수량을포함하는것으로간주하면2

짝이 다른 곳에설치되어야하거나,아니면 ·‘ll디|7＼핑”은 “|/El1-六필’·의오기일가능성도 있

어 보이나 단언하기가 곤란하다

세실단분함이설치된위치적특성은마루망이나복도각둥의우불U}루로구성된공간에설치

하는 특성을 읽을수 있다

(3딴살단분합애l;J剛‘lJ샀|?}1:36씩-)

만살단분합은전띤온돌방앞3개소에l2짝,가퇴부분에24짝이현존하고 있어묘두36짝이되

어 의궤와현황이 일치된다

만살단분합이설치되는 위치를 보면 온돌방주위의 완충공간인 전퇴나 가퇴부분에 머름대 위

에설치되어있어온돌방을둡리싸는공간에섣치된특징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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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16]만살단분합문세실단운합문

‘h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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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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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완자교창{파子잣짚 3짝)

대정의후측고주열에설치된완자지청판분합의상부에는완지교장을설치하여하부의창호와

격식을같이하고있다 수량은위궤와현황이일치한다

@ 빗살교창{셈삶〕交짚 5짝)

한문의발음으로는 “사전교창··이되지만읽을때는빗살교창으로읽어야할것이다 고창에

서살대가45。로경사지게구성된교살창을의미하며,대칭전면고주열상부의3개소에설치되

어 있으며,현황은3짝이나 의궤에는5짝으로 기록되어2짝이차이가 생긴다 셋살교창은 다른

곳에도설치될만한장소가없으므로 “κ핑”은 “三딸’·의오기일가능성이농후하다

[사진3-17]완자교장

@ 직교창{|fi交짚 lO짝)

빗살교장과는달리수직과수평의살대로구성되는교장을직교창이라하였다 현황에서직교

창은전면평주열3개소와대청후측평주열3개소에있어모두6짝이현존하고있는데의궤의

수량과차이가난다 차이가나는4짝은현황의본채와복도각에서는교창이설치될곳이없다

즉조당과석어당간에복도각이있었으나현재는철거되고없으므로교창이철거된복도각에설

치하였던것으로추측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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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장은교창의높이가낮게구성된 곳에서빗실교창으로는살의구성이적합지않아직교창

으로 만들어진것으로추리할수 있다

연창[사진320]

(P)띤칭{i민강‘16짝)

띤창은 대청과 온돌망사이에섣치된것으로서 대청에 떤하여 있다는 의미로설치된장소를

특정하는땅칭인셈이다 문의형테로는문의중간부에직교살을설치한불발기문이다

동펀온돌방파서편온돌l앙대청에 띤하여 각각8짝이있어의궤의기록과한횡이일치한다

QO)썽-칭{llX젠 l6짝)

썽-칭은 동온돌망과서온돌방에각각4개소에2짝씩설치되어의궤의수량과현황이일치한다

띠j쌍영칭{l양l”525; 16짝),흑칭tl씬짚 l6짝),갑칭{l|l갚 l6짝)

썽-창의내측에는용지-살로구성된영칭-이있고,그 내측에살의구성은영칭과 같이용자살이

나 앞뒤로 도배한 맹장지 형태의 칭을 흑칭이라하였고,감칭-은 쌍칭내측 좌·우에설치된 고정

창을 의미한다 따라서쌍칭은 연칭과 흑칭-으로3중장구성이되고,장죄--우로두겁창인갑창

이섣치되어 의궤의수량과 현황이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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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횡장지(l」핏l펴子-8짝)

상횡장지는 쌍창의 내측면 덧흠대 상부의 공간에 살대로 구성하여 도배되는 부분을 상횡장지

로 명칭한 것이나 창호의 기능이 아닌 벽면 구성의일부가 되는 것이다 쌍창이8개소에 있으므

로그 상부의8개소에상횡장지8짝이있어현횡과 일치된다 경운궁 의궤의 다른 전각에서는 상

횡장지와 대비되는하횡장지가 기록되었으나 즉조당에서는하횡장지의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상

횡장지와 하횡장지를 하나의 구성체로 보아상횡장지의수량만 기록한것이거나,아니띤 하횡장

지의 수량이 누락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황에서는쌍창 하부를 상횡장지와 대칭되는 위치

에하횡장지가 있다는 것은의심의여지가없는것이다

@ 완자개폐장지(完子I}fl테헤f-2짝)

살의 구성은 완자살로 만들고 두 짝이 한 세트가 되어 안꼬지기칭으로 만들어진 것을 완자개

폐장지라하였다 현황에는 완자개폐장지가 남아있는것이없으나 후편고주와평주사이의 불발

기창의 내측에설치되었던창호이며현황에서도안꼬지기의 혼적이 남아 있다

창호의 수량으로는 4짝이 되어야 하나2짝이한 조를 이루는 안꼬지기의 특성상 2짝을 l짝으

로간주하여 2짝으로 기록하였을것이다

@ 장왼자추장지(長完T}(E잣T,l8짝)

장완자추장지는 온돌방에서 장지문으로 분할되는 곳에 설치된 장지문으로 살의 구성은 성긴

완자문의형태인것으로추리된다 현황에는장완자추장지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장지문이설치된위치로는 동온돌방에서 상하의칸으로분할되는 곳에4짝이 있었고‘서온돌방

에서는 방을 동서로 양분하는 곳에 l칸반 길이에6짝이 있었고,후퇴의 방을 구획하는 곳2개소

에4짝씩 설치되었던 것이며 모두 18짝이소요되어 의궤의 수량과 합치되는것으로 볼수 있다

l칸반 길이의 가지뱀j|1文|싸)에는 장지문의 흠이 3줄로 되어있으나 l칸 길이의 가지방에는 흠

이4줄로되어있는 특정을볼 수 있다 현황에서는 1칸 길이의가지방은 제거되고 없으나상인방

이 남아있으며 흠의 구성은 확인할 수 있다 장지문 홈의 구성을보면l칸반길이에는6짝의장

지문이 설치되게 하도록흠이3개로 구성한것으로 추리할수 있다

Qi맹장지(둠따子 l2짝)

현황에서는 서온돌방과 누마루 사이의 후퇴칸에 온돌방에서 누마루로 드나드는 곳이 l개소에

안팎으로 각각 2짝이설치되어4짝이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맹장지 8짝이 섣치될 수 있는 곳으로는 서온톨방의 후측 고주열에 있는 완자장지문에

맹장지가 부가 되었던것으로추리할수 있다

칸반길이의가지방에문흠이3줄인것은장완자추장지를좌·우로3짝씩몰아서열기위한것

으로 본다면1칸 폭의 가지방에 문훔이5줄로 된 것은 장완자추장지와 맹장지를 좌·우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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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구성된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렇게 본다띤서온돌방에서는 후편고주열에만장완자추

장지와 맹장지가 설치되었으며,칸반의 가지방에는 장완자장지만 설치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동온돌방의 장지문이 있었던 곳의 흠대도4줄로구성되어있으므로 동온돌방에 맹장지 4

짝과 서온돌방의 맹장지 8짝이면l2짝이되어 의궤의 수량과같으나 누마루로 드나드는 곳에설

치된 4짝이 추가되면 모두 16짝의 맹장지가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의궤의 기록이 확실하다면 누

마루 쪽의4짝은원위치가아닌것으로추측하게된다 실제로다른 전각에서는온돌방에서누따

루로 출입하는 문은 우리판문 또는 양판문(멘빠PIn으로 구성된 예를 보면 누마루에 설치된 맹장

지는 후대에 이설된것일가능성이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마루에 설치된 창호가 의문으로 남

게된다

참고로함녕전과석어당에는 양판문(rr板lIlj)2짝이 각각 기록되어 있으나 즉조당에서는 양판문

의기록이없다 더욱확인연구해야하겠으나즉조당에서양판문의기록이누락된것일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분합영칭{상|센l싸짚 12짝)

분합영칭은 대청전면고주열의세살청판분합문 내측에설치되었던 영장을 의미한다 현횡에는

남아있는 것이없으나 덧흠대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있고l2짝이 소요되어 의궤의수량과 일

치힌다.

@분힘-횡영칭{상|센꾀l짜짚 12짝)

분함횡영장은위에서 언급한 분합영창의상부에섣치되었던 영칭으로현황에서분합횡영창의

흠대가 설치되었던흔적이남아있다

GS)연영칭{파l짜짚 l6짝)

연영창은 연창의내측에설치되었던 영칭을 의미하며 현황에 남아있는 것은없으나 흠대는 남

아있다

연영창의흠대는2줄로되어 있다 연창의수량과 동일한 수량이되어 소요량과함치된다

때 단분합영칭{찌分|띄l짜짚 84짝)

분합창 내측의 영장을 의미하며,의궤의 기록에서는세살단분합48짝과 만살단분합 36짝을 합

하면 84짝이 되나 위에서 언급된바와 같이현황과 상치되는 것은세살단분함과 만살단분합조에

서 언급한바를 참조히면 될 것이다 공사전현황은 단분합영장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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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맺는 말

궁궐건축이본래의기능으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요목적으

로 인식되어 있지만 제대로 복원된 궁궐건축이거의없다는것은 문제가아닐 수 없다

특히온돌방을 구획하는장지문은 일제강점기에철거된 이후현재까지 이르도록갖추지못하

고있다는것도답답한일이다 의궤에기록된즉조당창호에서실제적인창호의기능이아닌것

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374짝의 칭-호가 있었던 건물이지만 현황은 대략202짝이 남아 있어 전치}

칭-호중에서46%가제거되어 있는 셈이다

꿈궐의 침전잔체를 완전하게 복원하지는 못 할지라도 한 두건물만이라도 조선시대의 침전건

축으로 복원하여보여주는 것도 절실히요망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대청의세살분합문내측의영창과실내에기이제거되고사라진창호를복원하고,도배지도건

물에 남아있는 것을 조사하여 도배도 복원하는 등으로 온전하게 갖추어진 침전건축이 있었으띤

하는 바램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으로 판단되어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96



.‘빼·ll·---톨싸훌똥효ltSI

실측조사및현황즈드;r다 이
--1-‘- C그 --li렌

용척(庸R)검토

중건딩-시의즉조당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는 우선 l904년복원공사시의 영조척에

대한추정이선행되어야한다 다행히 『경운궁중건도강의궤』에중건시건물의규오와주요부재

들의치수를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이를 바탕으로 당시의영조척을 추정해볼 수있다 즉조딩-

단일건물로는 정확한영조척을검토하기에는 빈약하므로경운궁중건시중건된건물들의기록을

대상으로한존하는 건불의 주칸 크기와 비교하여당시의 영조척을 검토해 볼수 있다

주요전각벨정변‘측면현황치수를의궤에기록되어있는치수를적용하여1시당환산하여보

3-1.즉조당의

띤 다음괴 짙다

표312] 『경운궁중건도감의궈|』에기록된건물별 영조척 추정치

최저치외-

동일하다9)

건불별로 환산히-여 조사힌 범위는30698~30834mnl시아고 평균은 30765lllln이다.

최대치를제외하면대부분307mm전후의지수이다 선행된조시의 분석결과와도거의

따라서l904년 중건시 영조척은 1사늑307mm로추정해 팔수 있다

9) 덕수궁복원정비기본계획」.문화재정,2005‘pp205~208에서는킥 건물별로다앙한분석을
통해영조척을추정하였다.(1R 늑307mm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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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및즉조당의 평면3-2.

혀
。

테는외부에서보기에는전퇴형의기둥배치를보이나내부는전후퇴형의형태를취하고있다

내부에서실내를넓게쓰기위해내진고주를반칸후퇴시켜서뒤쪽을퇴칸으로형성하였다 전

후퇴형은 내부공간의전면과후띤에기둥열을배열하여중심공간과그앞뒤의퇴칸으로공간

을구획하고있는평면의유형이다l0)전형적인전후퇴형에서변형된형식으로볼수 있다

형 건물이다 평면의즉조당의 평면은 정면7칸×측면 2.5칸으로 전체는 175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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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즉조당 평면도[도면 3-1]

주칸이동일한 정방형의 모율

을기본을사용하였다 내부에형성한전후퇴칸도정확하게모율의반을사용하여구성하였다

주칸의 평띤구성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도리통주칸과양통의

즉조당의주칸구성(내부기준)[표3-13]

『영조규범조사보고서j.문화재정,2006,pp135~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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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칸은 동쪽의제1칸이 다른 칸보다300mm징

도리칸은 모두 동일한 크기이다 제1칸의 주용

복도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칸의 크기를

좀더자세히주칸의 형태를 확인해 보면도리통

도 당시의 추정용척으로 ll〈정도가 작고 나머지

도가 즉조당 뒤쪽에 위치했던 덕경딩과 연결되는

크게 할 필요가 없었던것으로보인다

양통의주칸은내부기둥배열을기준으로보면전후 퇴칸인지11칸과제3칸의크기가거의동

일한주칸을형성한다 측면의기둥배열이내부와다른이유는지붕가구구성애서이유를찾아야

할 것깥다 팔작지붕의형테로좌·우측에충량을 걸어야하므로측면에서정칸이크게배치되

는 것보다현황과같이배치하는것이훨씬구조적으로안정된지붕가구를형성할수있었을것

이다

인접한준맹딩의 경우에도북쪽으로쩍인익채를 제외하고몸체만보면즉조딩-과거의동일한

평면구조이다 정변에서바라료띤비슷한건물처렘느껴지는것도이때문이다

즉조당의 평띤의장단비를 비교하면l 274의장단비를 이룬다

높이는 평주의경우2730mm내외로동일하고 동측면의평주2개만2520lllm이다 동측

평주는 하부에 장대석 석축을 쌓고 아궁이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평주보다 기단과 초석이

형성되어있다 의궤의기록으로는기둥의길이가8자로기록되어있으나현황은9자정도

기둥의

띤의

높게

로 l자가 더크게퍼어 있다

고주높이는경우의 모두3290mm내외로 동일하다.기둥의단변크기는255×255mlll로평주외-

고주모두동일하다 당시의 추정용척으로 환산하면 약083자이다

3-3.즉조당의 가구 구성

즉조당은평떤에서살펴보았듯이내진주를모두고주로사용하고전후애 퇴를형성한2고주5

링:의가구구조이다

중앙칸은고주와고주사이에대량을걸고퇴칸은 평주에퇴량을걸고고주에꽂아넣었다 좌

우측마지막대량하부에는이중보를설치하였는데충량을걸기위해사용된부재이다 필작지붕

을 구성힐때충량을사용하게되는데보통굽은부제를사용하여대량위에걸치거나꽂히도록

가구를구성하는것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기법이다 즉조당에서는곡재를사용하지 。L「
l효 →-

설치하게 되었다 궁궐

인접한 즉조당의 봄

걸기 위해 별도의보를대량하단에

직재로 가구를 구성한것으로보인다

직재로 충량을 사용하다 보니충량을

의 건불이다 보니 곡재의 사용보다는

치l도 즉조딩과 동일한 구조의이중보를 사용하여 충량을걸었다

도리는처마도리,종도리‘종도리모두원형도리를 사용하였다 도리의단딴직경은m293IllIIl로

모두동일하다 처마도리는평주상부에창방을걸고창망과직교하도록볼익공을겔구하고기둥

머리에주두를놓고보를섣치한후처마도리장여와함께결구된다 중도리는고주위에대량과

중도리장여를직교하게결구하고그 위에 설치하였다 좌·우측은충량상부에파련대공과동자

대공을 설치하여 중도리를 받치도콕 하였다 종도리는 대량상부에판대공을 설치하여문창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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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리장여를걸고종도리를올렸다 서쪽마루칸을제외하고는모두반자를설치하기때문에대

공은화려하지않은판대공을설치하였다 띤등천장으로가구가노출되는서쪽마루칸은충량위

에화려하게초각된 파련대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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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칸의종도리에는 먹을 사용하여화려한용분양이그려져 있다 인접한 준명당과석어당의 종

도리에도 비숫한 용문양이그려져 있다 채왕의 위염을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로볼 수있다

즉조당의 익공은 물익공으로 간략하면서도 익공면에는 회려한 문양을 초각하였다 기둥머리에

사패를 툴고뒤쪽으로는충분히빼어 퇴량하부를 바지도록하였다 익공 위에올라타는퇴량의

보머리도 익공의 문양과 연속되도록화려하게 초각하여 단순함을보완하였다

익공의크기는 대략‘길이는 1,l15mnl이고 춤은 335nln1,두께는78mm이다.의궤에는361〈×1.2시

×03시으로기록되어 있는데,춤과 두께는기록보다 작고 길이는 비슷하다 윗기둥에서는 창방머

리를 익공의 형태로 초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궤의 기록에딴익공을 사용했다는내용이 있어

익공을 벨도의부재로 따로 만들어 사용했을가능성도 있다

1.115 475

α1
σ1
σ3

〈r
C＼j
c、u

q1
「〕
σ〕

--J、〉r-- --J、〉(--

[도면3-4]즉조딩익공상세도 [도면3-5]즉조당익공상세도(구|포)

[사진323]즉조당믹공과 보머리 [사진3-24]컷기둥 익공과장여머리

헤치l조사에서 양측의합각부 종도리‘대공,외기도리가처진 것이확인되어 드잡이하여보수를

하였다 충량이나 기둥에논 멘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가구구조에는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보인다 합각부가 쳐진원인은 지봉의 피로하중에 의해 딸생한 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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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즉조당의 지붕

가.처마곡

즉조당의지붕은 팔작지붕으로연목과부연이사용된겹처마이다 처마의내밀기는전·후면

이l,700mm이고좌우측면이 l,720mm으로거의 동일하다 부연의 내밀기는약500mm전후로네

면이 동일하다

남측면의연목앙곡은500mm정도이고좌우편차는52mm로우측이좌측에비해처져 있는상태

였다 동측면의앙곡은445mnl정도이고좌우편차는79mm로좌측이처져 있는상태이고곡이자연

스럽지못하고불규칙적인형태를보였다 서측면의연목앙곡은287mm정도이고좌우편차는22mm

이었다 북측면연목앙곡은408mm이고좌우편차는 l7mm로조사되었다 연목의잉곡은400~500

mIn사이에서형성되었는데서측면의앙콕이제대로확보되지못하고다른면보다부족하였다 전

체적으로양쪽측면의연목이전-후변에비해연목앙독의변형이많고흐트러진상태였다

부연앙곡은남측띤이733mm이고동측면이736mm,북측띤이674Inm인반면에서측면이440mm으로

띤목앙곡과동일하게서측면의앙곡이다른면에비하여부족한상테였다 좌우펀차는동측면이

l35mm로 가장크게 나타났다.

[표314]즉조당 앙곡조사표

연목의안허리곡은남측면237mm,북측면3l8mm,동측면221Inm,서측면209mm로북측띤이다른

변에비해loomm정도더곡이깊게형성되어있다 좌우편차는역시북측면이가장크게나타났

다 부연의안허리곡은네면이모두544~584nlm이내에분포히고 좌우펀차는북측면이l24mm

로 펀차가가장크게 나타났다

[표3-15]즉조당안허리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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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측 면 - 조|

Ll츠르〔닙 - C그
디 「 〕 -「

묵 측 면 - 조}

빨윗웰챔柳텔網편짧i쩔灣稱蠻챔렬1
[도먼3-6]즉조당 연목앙곡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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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8]즉조당연목안허리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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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9]즉조당부연안허리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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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못해곡의 펀차가 심하고 고르지즉조당의 앙곡과 안허리를 조사한 결과 특히앙곡에서

조정이필요하였다공사시

나.지붕곡

즉조당의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좌·우에 합각이 구성되어 용마루와4개의 내럼마루,추녀마루

있다 합각부

히여 LOOOnml간격으로

약 1자 정도의
---1

- ← -

「

가 있다 용마루 양끝단과 추녀마루와 내림마루가 만나는 부분에 용두가 설치되어

기준으로

추정 용척으로

는 동서측띤의 기둥열과 거의 일치하였다

용마루의 총길이는 l6399mm이고 등기와 양단을 연결한 선을

실측을 하였으며중앙부의 용마루곡의 깊이는 295mm이다 딩시

5L EE。}「L
E 1 A人「

내립마루와추녀마루는4곳의 차이가 거의 없어 l곳을선정하여실측을 하였다 실측방법은 용

마루와 동일하게 마루의 양끝을 기준으로 300mm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내림마루의 길이는 3373

nlm이고 중앙부의 곡은 89mm이다 추녀마루의길이는 2371mm이고 중앙부의 곡은 93mm로 나타났다

모두 약 9Omm정도의 곡을 형성하었다

전체적으로용따루와 내립마루,귀마루목의형태는 변형되거나틀어진 부분 없이양호하였다

1 | 1
1 l→1 1?9 11~1 1야 1α1) !O끼 1“n 1‘”

” · ← .←

F뿔J」 치 ‘: , t 『. ? ‘ - 1, ?, L훈훌깅

툴『께빼체神늄류류묶묶꽤해網冊神冊縮됩

]
.

1

/y꽉팎jFf쐐-

용마 루

뺑꽉늑과h
η”[H더더더뺑

eE .·;9-셋 、
/·.‘;、 -- -

잉왜i〕 v‘ ·//[‘·、%

뀌마 루내 립미 루

즉조당 지웅곡 상세도[도면310]

구기와와 최근의기와가혼용된것을 보아 여러 차

것이라추측해볼 수 있다 기와는 종류별로 샘플 기와

fO7

크기가 서로 다르고

공사가 있었을

다.기와

지붕의 기와의 문양과

례 번와공사나 지붕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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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수습하여 별도의장소에 전시하였으며,사용된위치와개수도조사하여 기록하였다

Ll

염 려|

τ -?익새주를P’(끼l 1。 숫익새추븐O!(사)
。 ; 1새 f딛gl(t」l l· 순까새,e잉{미}

。 ;익새주。의{Ul |· ?익애주?잉lUl

· ii새수g밍(리) |「1 밍언n
· t익새 r운잉{Ull Hi←-----

· 4넉새주liPJlU!1 |ιJ 의입8

[도댄3-11]즉조당수막새,망와조사 현황도

[도면 3-12]즉조당암막새,바닥기와조사 현황도

f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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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6]즉조당 막새조사표

조시겔과 암막새는 총 5종의 기와가 사용되었다 구와는 2종류이고 신와가 3종류였다 구와는

모두 용문양이고신와는용문양 l종과 거미문양2종으로 나타났다 정면과동-서측면,합각부는

모두 구와가 사용되었고신와는 배띤에만시용되었다

수막새는총9종의기와가사용되었다 구와는3종류이고신와가6종류였다 기와의문양은구

와의경우모두봉황문양이고신와는봉황문,거미문2가지형태로니-타났다 암막새와유사하게

남측면과 동·서측면‘합각부는 구와가 사용된 반면에 신와는거의모두 북측띤지붕에 사용되었

다 바닥기와는 전체적으로 구와가 사용되었고 북측면은 중심으로 부터 서쪽방향의지붕에만 최

근에 제작된중와 크기의수키와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조시된 기와의분포를보아번와공사나지붕고르기가여러차례있었다는것을추정해볼 수

있으며북측면지붕을가장 최근에보수했다는 시-실을확인할수 있었다

109



.믿일닫흩캘힐훌품μiM폐ll·-ll·-톨쉴4-

[표3-17]종류멸암막새시용률

[표318]종류별수막새사용률

막새기와 종류펠 사용률을 보면암박새 A용-l(구)는 총239매중 ll3매로473%이고 수막새 A

봉황-l(구)는 총238매 중 149매626%를 차지하였다 기와의 형태나 퇴락된 상태를 볼 때 현재

즉조당 기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중에는 암박새 D거미-l(신)이 68매(285%)이고 수막

새 바거미(신)이48매(202%)로 가장 많이사용되었다 나머지 신와는 그 수량이 너무 적어 지붕

보수공사시 교체된 것이라추정하기는 어렵다 한 두개씩 막새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하

여 막새를교체한것으로보인다

지붕 바닥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 모두 문양이 없는 민무늬 기와를 사용하였다 기와잇기는 3

겹~2.5겹 쌓기로 이었으며지붕물매에 따라서 조절한것으로 보이다

즉조딩의 망와는 별도로 망와를 제작하여 사용하지않고 암막새를 뒤집어 세워서사용한 것으

로조사되었다

[사진3-25]지뭉현황-1

110

[사진3-26]지웅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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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기와 샘플[사진3-28]

형성하고 문자와 나머지벽돌로 테두리와 문자의 외각을

흔L:7l닙1
tj 「 「

즉조당 지붕 합각벽의 모양은 붉은

부분은전벽돌로채위넣었다

라.

사용된붉은벽돌의크기는230mnl〉〈llOnlm×55Illm이고전벽돌의크기도붉은 벽돌과동일하였

다 합각의 하단은 수키와를 세위 쌓아 경제름 구분하고 강회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벽돌을 쌓아

조성하였다 합각의크기는 대략가로2돼Omm이고 중심 높이는1,2l5mnl으로양쪽모두 비슷하다

합각벽의 문자도안은너무 간략화 되어확실하지는 않고 이전수리공사에서 펀형이된 것으로

보인다 인집한 준땅딩 합각부의 사진(2Ol0년 보수 전)을 보띤‘쇠’자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용한 벽돌도 준명당의것이 더 정형화되고 싸탕의 도안도 더화려하고 정밀한

둔탁하고거칠어보인다 같

은 즉조당의 서측과 동측의 벽돌 쌓는 기법에서도 조긍 차이를 보인다 서쪽은 가로쌓기와 세로

l펜갈아 쌓은 형테이고 동쪽은 주로가로쌓기로 되어있다 문자도안의 테두리도 서측띤은

것을 알수 있다 이에 비해 즉조딩의 합각은 도안이나 쌓은기법이

쌓기를

각이진 방형이고 동측딴은 모서리를 굴린 땅형이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알수 없으나합각벽

을 쌓은시기가서로 다르다는 것은추정해볼수 있다

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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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1]준명당서쪽 합각벽(2010년보수 전) [사진3-32]준영당동쪽합각벽(2010년보수전)

합각벽 뒤에는 바로 암키와를 흙으로 쌓은 바탕벽이 나타났다 바탕벽 맨하부에는 수키와를

놓고 그 위에는 암키와를 한켜한켜츰츰히쌓아올려합각부를 막아 놓았다.

합각부 안쪽에는 도리를 받치는 버팀목이 바팅벽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었다 안쪽 판대공과

지붕 연목사이빈공간은전벽돌과붉은벽돌을흙과함께쌓아올려빈틈없이막아놓았다 단

열을 위해 지붕 안쪽으로외기가 침입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조치로 보인다

[도면3-13]합각벽실측도

3-5.즉조당의 창호 및 반자

가.창호

즉조당에는 다양한 형테와 종류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l906년 작성된 ‘경운궁중건도감의궤’

에 중건당시 즉조당 창호의 형태와 수량에 대해서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l992년 의궤의 기록

과 당시의현황을 조사힌 기록이있어 당시에 조시한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즉조딩-창호의 종류

와개수를 조사하였다1l)조사한 결과 l992년 딩시와 수량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조당 외부 장호는 장시간 외기에 노출되어 단청이탈락하고 퇴락하였으며 창살 및 문얼굴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칭-호에 부착된 철물도 녹이 발생하여 형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

11)장순용.「즉조당창호의 복원적 고잘」,r건축역사연구」제1권 1호,통권 1호,1992.6,PP.18~32

과2장.즉조당창호의복원적고찰에서의궤메 기록된창호의 종류와 수량에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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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내부 창호는 특히 온돌방에 설치된 영칭-,흑칭-‘갑창의 훼손이 심하였다 교체되거나 수리

가 결정된 창호를실측하였다

즉조당 서측면 창호(만살단문합문) [사진334]즉조당동측면 창호(세살단분합문)

[사진3-35]파손된 연칭,흑창 [사진3-36]토|락한칭호(망잠재

동쪽 마루의 전떤 퇴칸의 칭판만살분합문과 칭판세살분합문이 일부 교체되고 수리되었다

청판만살분합문은 두짝으로구성되어 폭이약770mm이고 높이가L980mn1로 당시 용척을적용하

면 25자×65자에 가깝다 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부 청판의높이가306lllm로 1자 높이다 청

판세살분합문도 칭호의폭과청판의 높이는 동일하고 창호 높이만 l,730mm이다 하부에 칭판을

끼운 문을 조시-해본 결과 문의 크기에 관계없이 칭판의 높이는 데략lx}높이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딴살단분합문은 전연과 가퇴의 창호에 사용되었는데주보 네짝문으로 구성되고동쪽가퇴의

모서리에 두짝으로 구성되었다 전면에 시용펀 칭-호는 네찍 폭이 1994~2000mm이고 높이는

1370~l,383mlll로 약6.5자×4.5자이고 가퇴에사용된 칭호는 네짝 폭이 2200~2240mm이고높

이는 l,643~1‘650nlnl로 약7.2차×5.4자 이다

f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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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가퇴창호(만살단분합문)[사진339]

온돌방의 창호는 퇴칸과 가퇴쪽은 외부로부터쌍창‘쌍영창,흑장‘갑창순으로설치되어 있

다 고정창인갑창을제외하면3중창으로구성된셈이다 대청과연결되는부분은연장으로설

치되어 있다 서쪽 방은내부에도 창호를구성하여 구획되어있었으나‘현재는 문인방만남고

장호는 남아있지 않아정확한창호의모양은알 수없다

실측한쌍창의 크기는 두짝을 합하여 폭이 LO88~1,09Omm이고 높이는 1,395~1,400mm로

35자×45자이다 쌍영창과흑창은 형태와크기가동일하다 l8×42mm의문얼굴에용자

으로 살을 대고 양쪽에 장지를 발라 마감하였다 크기는 두 짝을 합하여 폭이 l,134~1,140mm

이고 높이가 l,453~l,455mnl로조사되었다 같은 곳에 사용된쌍창보다 쌍영창과흑창의크기

가폭과높이에서 약5Omm정도가크게조사되었다 가지방을 쌍장의안쪽에문인방보다낮게

설치하고쌍칭의 문선안쪽으로깊게창호를만들기때문에쌍영창과흑창이쌍창보다커지는

것을 알수 있다

약

모양

ri.;,홉
fl%

사진3-41]썽장,영침,혹창,갑장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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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반자

즉조당의대청파온돌방은반자를설치하여지붕가구가노출되지않도록하였고남측퇴칸전

체와북측퇴칸의일부는연등천장으로노출하였다 대칭과동쪽누마루의천장은중도리와대량

에 귀틀을걸고 반자널과소란대를설치한우물반자로구성되어있다 노출되는반자띤과반자틀

은 회-려하게 단칭을 칠하였다

대칭을중심으로동·서측에위치한 양쪽 온돌방의천장은이중반자로구성되어 있었다 히-

부반자는 각재를600mm간격의 격자로 문인방상부에반자틀을 천장지를 딸라종이로 마감하였

다 특이한것은종이를바른하부반자틀위에약lOnlm내외의앓은나무널을켜서깔아놓았

다 만자틀을 사이에 두고 천장지와 나무 널 사이에 앓은 공기층이 생성되는데 이또한 단열 효

과를높이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상부 반자는 대칭의우물반자와같이 대량파중도리사이에

섣치되어있다 하부 반자외-마잔가지로각세를약600lllnl간격으로반자들을싸고반자틀하부에

종이를 딸라 마감하였다

n 「1
口L)( 二드금디ζ=二

민자(돈폭암)

‘口
t」 R

”--·힐§』
더 1UJ

[도면3-16]우물반자,온돌빙상부반자설치도

L」피 『ll m=

-해무인때(등쪽밍)

[도면3-17]온돌밤하부반자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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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8]단면도-반자설치도

상부반자와 하부딴자 시-이에는약 l2l11의공간을 두어 지붕과 방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단열의효과를높인것으로보인다 또한 지붕안쪽의연목과게판에도종이를바른흔적등이

나오는것으로보아단열에매우신경을썼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천장고가높고외풍이심

한목조건물의단점을극복하고자이중삼중의단열층을 형성한셈이다 인접한준명당에서도동

일한 구조와방식이시용되었는데‘중건당시부터모두설치되었던것인지 이후보수공사에서단

열을위해추가설치된것인지는확실하지않다

퇴칸의경우남쪽퇴칸은모두지붕가구를노출한연둥천장이다 북쪽과동쪽의가퇴는반침처

럼지붕처마밑에달아낸형태로구성되어있다 천장은방과같이격자로반자틀을짜고상하에

모두종이를발라마감하고반자상부에목재널을깔아서지붕을구성하였다 준명당의경우는

널 위에 동판으로 덮어서 마감하였으나,즉조당은 동판을 모두 덮지 않고 모서리부분에만

‘기’자로둘러서 마감하였다

|시 l
-’‘--j!L r-;’꾀

종이반자(서쪽 온돌밤)

|ε「 i」it‘;‘;;,출」… ·
L - - - - - m ‘ m F

lfu--츄팩짧관
lj ,-r;I-,한- J-J

1“ ’l |져‘,멜Fτ 꽉
[사진3-42]우물반자(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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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4]종이반자(동쪽온돌방)

[사진3-46]

짧 「-“ 찌짱건축적고훌l

[사진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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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빠해체공사

1-1.개요

즉조당수리공사의 주요 공사범위는다음과 같다

.누수로 인한 지붕 부식재 교체

·퇴락한 지붕 기와의교체

·기단및 연결통로 포방전교체

·퇴락한 창호 교체및 수리

·단청공사

상기의 공사내용에따라즉조당의해체공사는 도리 이상을 해체하였다 우선 공사의 제반 조건

을 갖추기위한 가설공시를 실시하였다 비계와 가설덧집을 설치하고자재반입을 위한 통로를 확

보한 후 기타 안전시설을갖추어본격적인공시를 위한준비를하었다

해체공시는 각 부의 해처1전 필요한 사전조시-를 하고 해체중에는 해체조사를 병행하여 건물

에 시용된 부재의 특성과 치꼭기법,결구기법,부재의 상태,치수,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기록하였

다

해제공사는 기존 재료를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체 부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부재의보존을 위하여 인펙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교체하

는 부제는생플을 채취하여 신제를제직할 때 기준으로삼거나 참고하였다

지붕 해체공시는 고소작엠이 동반되므로기와나흙 등이낙하되어 안전사고 또는하단의파손

이 딸생히-지 않도록각별히주의하였다

공시-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기록하고 수리보고서에과정을상세히기술하였다 해체공사는 다

음괴 낌은 순으로 기술하였다

l가설공사 가설비제,기-설덧집

@)지붕 해체공사

(3목부재 해체공사

떼 창호,수장,미장 해체공사

@ 기단 및연결통로해체공사

해체공사는 공사 중 부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황을 조시-하고 공

사과정을 기록하는데 충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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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사준비

수리공사를하기전에공사와관련된사전조사와준비를하였다 공사계약과동시에현장답사

를 하였다 현장조사는크게 공사작업여건과 건물의상태를조사하였다 현장조사와관계자협

의를통해자재수급계획,공정계획,안전조치방법‘날씨에대한 대책,가설구간 및공법,공사

장관리방안등을 수립하였다

수리공사를하면서발생할수 있는안전사고에대비한안전조치로공사현장에가섣덧집을설

치하고 관람객동선을 확보하며공사장 내출입통제를하였다 또한,작업인부에게안전교육및

화재예방교육을통한안전의식을주지시켰으며작업장곳곳에안전표시판을달아공사정-관리

를 철저히 하였다

1-3.가설공사

공사를시작하면공사를 위한기초조사나준비작업과함께가장 먼저이루어지는공사가가

설공사이다 가설공사는 공사로인해발생하는작엽상의안전과자재의보관,행정업무‘회의등

을할수있는제반시설과환경을말하는것으로써본공사에서는가설사무소,가설덧집,가설울

타리‘공사안내판,안전수칙판등을설치하여운영하였다

가.가설울타리,가설사무소

즉조당은 준명당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준명당과 연결복도는2Ol0년 수리공사

를 완료하여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상태였다 두건물이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즉조딩 좌측

으로석조전원형복원공사가수년째진행되면서이미주위에가설울타리가설치되어 있는상태

였다 가설울타리의설치 범위를축소하고관람객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가설울타리의범위

를최소화하여설치하게되었다.관람객이준명딩의 관람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가설울타리는

즉조딩과 연결된복도까지만설치하였다 즉조당우측면의가섣울타리는석어당과근접하고조경

수가식재되어있어가설비계를설치할공간만 확보하고 건물에 최대한바짝붙여서설치할수

밖에 없었다

가설울타리공사에사용한펜스는2가지종류를사용하였다 전면과우측면은RPP펜스를사용

하여인접한석조전현장과울타리를통일하였으며,건물의북쪽공간은EGl렌스를설치하였다

울타리의기초는지중에설치하지 않고H빔을 옆으로 세우고그 위에 울타리용 비계를세우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가설사무소는 현장이협소하고작업동선을확보하기가어려워현장내에설치하지않았다 현

장사무실는즉조딩-북서쪽의덕수궁소방진입로에인접하여6×3l11크기의 컨테이너사무실을 별

도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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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즉조당가설울타리-남측면(RPP훤스)

[사진4-3]

[사진4-5]즉조당가설울타리-동측면(RPP웬스)

; t

[사진4-4]즉조당가설울타리-묵서측(EG|훤스)

[사진4-6]현장사무실(컨테이너6.OM×3.OM)

현장내로공사차량의진입이문제가되었다 즉조당우측은길이좁고조경수가식재되어차

량이진임할 수가없었다 준명딩-을거쳐서측으로 진입할수밖에없었다 준맹딩서측으로도 진

입로와 계단이 있어 바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입로와 계단을 해체하여 차량 진출임로

를 확보하기로하였다 계단석과진입로의경계석에는인식표를부착하여해체히-고공사완료후

원형대로복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계단석과진입로의경계석을해체하고흙을덮고단단히다

져 차링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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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7]준명당서측 전입로

차량진입로 흙 포장

나.가설비계,가설덧집

[사진4-8]계단석과 경계석인식표부착

[사진4-1이 차량진입로흙 포장

가설비계는486mm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사변을 쌍줄 비계로 매었고,즉조당 북쪽 가설울타

리를 높이고천막을 씌어가설창고로 사용하였다

강관 비제 파이프는 목부재에 닿지 않도록 3Ocm씩 띄워서 평균 15m간격으로세우고 수평재

를l5l11간격으로질러댄후중간에가새를대어좌굴과횡력을 막을수있도록하였다 파이프

를 세울 때기단 바닥이 훼손되지않도록파이프바닥에판재를 대고 설치하였다 가설비제 상부

는 안전빨판을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대어 구멍을 통해토사나 낙하물이 떨어질경우를 대비하였

다 비계다리는즉조딩-북동쪽에안전l광판을 이용하여슬로프로 구성하였다

상부의 가설 덧집은 강관비계를이용하여지붕트러스를 짜고 보강재를대어 구성하였다 지붕

공사시 우천으로 인해 부재가 비에 젖거나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지붕 위에는 탑지천막을 씌어

대비하였다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비계 주위에 방진망을 둘러작업을

실시했다 연결잭-도 부분은 복도 지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붕에 맞추어 안전발판을 설치하였다

건물내부에는지붕해체시 떨어지는 악하물로 인해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아 보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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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4]가설덧집박공지뭉 트러스 작업

[사진4-15]가설덧집골조공사

다.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일반 가설물과함께공사안내판,소화시설,안전헌수막,건물관련사진판넬등을설치하였다.

공사안내판은총2개소에 설치하였다 l개는 즉조딩 정면 가설울타리에부착하여설치하고 1개

는 즉조당 우측 공사관계자가 출입하는 출입문 앞에 설치하였다 안내판의 내용은 안내판에 본

수리공사의 내용을간략하게 우리말과 영문,일어,중국어로작성하였고 공사기간,공사시행자,

시공자를 기록하였다 즉조당 정면과 서측 가설울타리에는 즉조딩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내용,

사진,도면등을 부착하여 즉조딩을 찾은관람객의이해를 돕고자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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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친4-17]

|덕수궁즉초당보수공사l
l톨표EE.

익수f‘호!tl수f샤호엉.여!·에·e·
드려예‘f찌찍{P’나다.

*리요루톨.찌.아헤a샤,g셔마.

·톨써 야션 ￡gg예 셰

·{*1@:aa l씨-ma.l9

·셔” :훌‘1’

·훌4% :빠헨 1*g,,빠 용녁7빼

·세f4:아빼 꺼 헤 예I%mg{양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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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8]즉조당곰사안내판

[사진4-19]즉조당안내사진-1

갱연(표흩’
Rm1ie‘

[사진 4-20]즉조당안내사진-2

---‘-‘;--r는L- ←「=→1I→ ←三;r「 {

t--- 1L1; ,여

￥Ii 후k웅(폈l

[사진 4-21]즉조당안내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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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판과 테이프는관람객이진입할 소지가 있는 곳에놓았다

화재예방을위해현수막을제작하여 공사현장내에부착하였으며,소화시설과소화기를비치

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였다 작업자의안전을 위해항시안전모를 착용히-도록하고 공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w;J??(줬Tl맏f 븐?=글들iji를를형훨삐

헬A빼g댐로없고회뼈시긴뺀고없다」줬

화제 예밤 현수막

1-4.지붕 해체

‘키h

[사진4-23]소화시설

가설공사를완료한후 지붕해체를 시작하였다 지붕해체순서는 기와 종류확인과 위치 파악

및기록→ 기외해치|및보관→지봉트렌치조시-→보토해체→적심해체및페자재보관

소운반→ 청소 정리→ 게판 노출 순이다

l해체조사

기와의시공l앙l쉽과기와하부의형테에대한조사는기와해체공사중조사하었다

·보토 강회다짐의두께외-기와잇기기법(트렌치조씨

·막새와장식기외{용두)의섣치기뱀

·적심 및누리게의 규격과설치기법

·게판의재료와규격 및설치기법

·합각벽의재료와설치기법

가.기와 해체

기와를 해체하기 전 트렌치 조시-를 실시하였다 남측떤지붕은 중앙과 양측면3개소‘북측면

지붕은중앙 1개소,동측면지붕은중앙1개소로총5개소를선정하여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

다 트렌치폭은700~800nlm정도로 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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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1]지웅트렌치현황도

즉조딩지붕은적심을두껍게채우고그위에보토를밟게깔아바닥을고른후강회를loomm

내외로 깔은 것으로 보인다

트렌치깊이는 적심상부부터암키와하단까지측정하였다 남측띤지붕의중앙은평균200nlm

두께이고 양측면은평균280mnl으로 양측면이더두꺾게깔려있었다 지붕양측면을올려주기위

해더두껍게깔은것으로보인다 북측면의중앙은정면과같이평균200mm이고동측면지붕의

경우하부는240nlm,상부는340lllnl로 위쪽으로 갈수록두껍게쌓여 있었다 새우흙을제외한다면

실제강회다짐+보토는 평균200nlm정도로볼 수 있다

f30

{사진4-25]지웅트렌치-남측면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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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4-30] [사진4-31]지웅트렌치조사-서측면중앙

기와해체는가장 먼저 용마루,내램마루의용두를해체하였다 즉조딩에는용마루 2개소,내

림마루4개소로 총6개소에용두가설치되어있다 용두마다준비해둔칭테이프를 이용하여해당

위치를 표시한 주기표를 붙여 구분하였다 용마루 서쪽의 용두는 이미 파손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고균열이 많이발생하여원형을보존한채로 해체할수가없었다 나머지579소의용두는

최대한주의를기울여형테를보존하여해체하였다 해체한용두는 미리마련해놓은장소에안

전하게이전·보관하였다

암막새와 수막새도 주기표를 달아 각각구분하고 구재는 재사용할수 있도록 위치별‘문양빨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암키와와 수키와는 해처1하띤서 바로 사용재와 불용지l로 나누어 사용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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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새와 같이정리하여 별도보관하였다

즉조당의기와해체는 지붕띤의수키와암키와부터해체하였다 상부용마루,내림마루부터해

체하면바닥기와를발고작업을해야하기때문에기와가많이파손될수있다 바닥기와도일부

제사용 할가능성이있어파손을최대한 막기위해지붕면의바닥기와부터해체를하였다 해체

후에는지붕에우장막을씌어흙이바람에날리거나우천시유실되는것을방지하였다

[사진4-33]기와 해처1-2
ii

[사E4-32]기와해체-1

사진4-351해체후우장막설치

f32

[사진437]해체후 보관중인기와

[사진4-34]마루기와해체

[사진4-36]해체된 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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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강회,보토 해체

기와해처1후강회와보도의해체를실시하였다 먼저바닥의세우흙을걷어내고강회·보토층

을 해체하였다 해체시고압분사기를사용하여물을보토위애뿌려서먼지가 비산되지않도록

하였다 해체한 강회와보토는 인력으로 PP포대에 담아 현장 내에 적치하고 일정량이 해체되띤

바로 폐기물업체를 통해폐기물로처리하였다

[사진4-38]강회 및보토해처1-1

「-늪뀔뿔M했穩폈훤J:I
1 I ’ - 1 -

rcF잖쫓관;댄뷰활-;ii;/l
--ii l l l ‘-.ti‘ /‘흩 lS . ·

--------------------------------).--

[사진4-39]강회 및보토해처|-2

고。{사A』j EE-「

마.적심·누리개 해체

즉조딩-지붕의누리게는 단띤과장띤이딴나는중도리상부에도리방향으로놓아사용하였다

약 200~300nlnl정도의 윈복을 피숙만 빗겨내고 반으로 켜서 개판과 띤목에쇠못으로 단단히 고

정시켜놓았다 적심은 원형 목재들과 교체된구부재를도리방향으로나란히 깔아놓고사이를

치목시l말생한것으로보이는피죽과나무조각등으로채워넣는방식으로설치되어있었다 지

봉 전체에 적심을 충분히 채워 넣어 지붕의 하중을 줄이고 구조적으로하중이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하였다

해체된적심중에는가공한흔적이 있는7L부재들이발견되었다 발견된7L부재들은연옥,부

띤‘개판등으로 단청과형태가그대로남아 있어이전해체공사에서교체된목부재를 적심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인다

누리개는상태가 양호하여모두재사용하기로하고 해체하여밸도로보관하였다 적심재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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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부식이심하여 해체후적치하였다가 폐기물로처리하였고일부상태가 양호한적심은재

사용하기위해누리개와함께별도로보관해두었다

원했灣짧했i隱섭I
|:if=책헬樹:ff줬3니-(
| j톨‘ 『if - - i=릉;즉 「l

:rpr」講 흙選활j
[사진4-42]북측면적심 해체

[사진4-45]적심에서나온부언개판

바.합각부 벽체 해체

합각벽의벽돌이파손되지않도록주의하여인랙으로해체하였다 해체한벽돌중상태가양호

한 벽돌은재사용하기위해별도로모아한장내에보관하였다 합각벽의전벽돌을 모두채거하

고전벽돌뒤에기와로쌓은바탕벽을해체하였다 바탕벽에변하여 종도리를받치고 있는버팀

꼭이서있어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체하였다

합각벽뒤에는 바로 암키와를 흙으로쌓은 바탕벽이나타났다 바탕벽 맨하부에는 수키와를

놓고 그 위에는 암키와를 한켜한켜츰츰히쌓아올려합각부를 막아놓았다

합각부안쪽에는도리를 받치는 버팀목이바탕벽바로뒤에설치되어 있었다 안쪽 판대공과

지붕연목사이빈공간은전돌과붉은 벽돌을흙과함께쌓아놓았다 공들이지않고대충쌓아

막아놓은것으로보아단띨을위해지붕안쪽으로외기가침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보인다 안쪽에사용한전돌과벽돌은재사용할수 있는것들이없어서해체하여 모두 폐기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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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소 정리

합각벽 해체 후 -서측할각

합각벽 6H체 후 -동측합각

적심을 모두제거한후 지붕에남아 있는 먼지는 일일이 빗자루로 쓸어 게판이완전히노출되

도록 청소 정리하있다 청소하띤서 비산먼지로 인하여 관람객에게 해가 될 수 있어 관-람시간 이

후에 진행하였으따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씌워 작염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고압 분사기로 흐르

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물을 뿌려 작업시 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하였다 청소와 함께 지붕해

체시 발생한폐자재와 흙은 지정업체를통해외부로 만출하여처리하였다

f35



|덕수궁측조당쑤라뾰써 .필ll·----

1-5.목부재 해체

최초설계시목부재의해체는도리이상해체하여수리하는것으로하였으나,지붕해체후현황

을 살펴본 결과 예상보다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지 않고 상당수는 재사용이 가능힌것으로 조사

되었다.자문회의를거처띤목이상해체하는것으로설계변경하였다

목부재의 해체는 해당 건물의 부재의 결구 기법과 이음 맞춤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부

재해체시마다사진촬영과조사를 병행하면서해체가이루어졌다 똑부재의해체는다음과같은

원칙을 가지고 해체하였다

·게판현황 확인

·목부재 해체 전부재벨 1젠호 부착

·연목,부연각각의크기 및간격등 현황실측

.추녀,사래등 부재의 결구부 조사

·목부재해체 전상태를 파악하여,해체 범위 결정

.목부재해체시부재파손주의

·상부 가구 해체시 마루바닥 등내부공간보양조치

.보호해야할 단청 문양등 조사,보양 조치

·비산먼지발생최소화 및폐자재 반출시 포대사용

· 건 /ir /8i: 걷 직

목부재 해체 순서는 조사→ 부재 번호부착→ 개판 해체→ 단연 해체,목기연개판,박공‘

목기연 해체→ 연함‘이매기해체→부연착고,부연해체→선자연해체→장띤해체

l해체조사

·해체시에는구조 및 양식이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각 부재의 이음 및 맞춤,못자리둥을 조사한다

·부식,충해,변형둥이 있는지조사한다

가.개판,연함,평고대 해체

즉조당은산자엮기대신개판을깔았다 개판은골개판으로되어있고선자연상부까지전변에

개판을 깔았다 해체전에예상했던것보다연목개판의상태는비교적 양호하였다 즉조당연목

개판의 평균 두께는 27mm이고‘폭은 300mm내외로 연목 간격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었다 쇠못으로

연목에박아고정시켰고개판과개판사이는밀착하여빈틈없이설치되어있었다 단연상부개판

은 l개부재로되어 있었고하부 장연의개판은 대부분2개의개판으로 되어 있었다 장연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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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 길어서 개판 2개를 이어서 설치하였거나 이전수리공사에서 개판의 일부분만 잘라내고

재사용했을가능성도 있다

인접한 준명당은 단열을 위해 지붕 안쪽의 띤목과 개판애 도배가 되었다는 사실이2010년 수

리공사에서 확인되었다 즉조당에서도 연목과 개판 일부에서 도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l974년

수리기록에는 게판이 30%교체되었고 연목은 평얀과 선자연을포함하여 lO본 교체된것으로 나

온다 수리내용으로보아대부분의연목이거의교체하지않았디는 것을알수 있다 l974년 이

후에는지붕을해체하는규모가큰수리공사의기록은없다 언제부터연목과개판에도배를 했

는지는알 수없으나1974년 수리공사 이전에 도배를 했다는 것을알 수 있다 내부의단열을 위

해서 연목과개판에종이를발라외풍을 막았던것으로 보인다

-」-j』i‘--」

[사진4-54]연목개판-1

측면 연목 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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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58]연목도배흔적-1 [사진4-59]연목도배흔적-2

부연개판의두께는27mm이고폭은300mm내외로부연간격과 비슷하다 길이는 평균500~600

mm정도였다 평고대(이매기)와 만나는 부분은 띤목 개판과 동일하게 평고대에 턱솔 흠을내고

개판에 촉을내어끼우는방식이다 부연게판은대부분부식이진행된상태였고쪼개진부재도

상당수 되어교체가 필요한상태였다

평고대는초매기와이매기모두개판이만나는부분은 평고대에턱술흠을내고반자를반턱

을내어 물리도록되어있었다 평고대크기는105mm×85m1로초매기,이매기 모두동일하였다

초매기는4면모두각각3개의부재로되어있고이매기는남쪽은6개,북쪽은3개,동쪽과서쪽

은각2개의부재로되어있었다 남쪽의이매기중일부에턱솔흠이없는것으로보아이전수

리공시에서잘라내고부분적으로교체한것으로보인다

[사진4-60]부식된 부연개판-1

[사진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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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상연의 게판을 먼저 해체한 후에 부연 개판,부연 평고대(이매기)

와 연함,하연개판,띤목 평고대(초매기)순으로 해체하였다

연목은 일부 재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게판을 해체하띤서 연목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서 해체하였다 개판 해체는 일일이 장도리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해체하였다 해ill한 개판은 현

장 내에 일정장소에 쌓아 보관한 후 일부는 적심으로 재사용하고 사용 불가능한 개판은 폐기물

처리하였다

개판 해체 -1

.-4 ‘’-iI;

[사진4-66]개관해체후 지뭉-1

[사진4-68]평고대해체-1

[사진467]개판해체후 지뭉-2

[사진4-69]평고대해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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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70]해체된 평고대,연합-1 [사진4-71]해체된평고대,연함-2

나.합각부 목재 해체

즉조당지붕의 합각부의연목은인접한연목과다르게더굵은부재를사용하였으며,하부선

자연까지길게 빼어연정으로단단히고정되어 있었다 연목이추녀와만나는 부분은자귀로따

내어추녀에맞추고 띤정자리도자귀로따내고연정을박아놓았다 합각부집우새에쓰인연목

은 다른 연목과 같이잘 다듬어 쓰지 않고 원목의껍질을벗겨 대충 다듬어 사용하였다

합각부의박공널은두께42mm이며박공널이만나는부분은쩍쇠를이용하여 단단히고정되어

있었다 기타장식칠물은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합각부의집우새는 종도리상부에 함각지붕을

들어주기 위해쐐기모양의 부목을 도리보다 길게앞으로 빼내고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하부에

받침목을세워놓았다 인접한준명당의경우는종도리를길게내어종도리하부에받침목을세

운것과는조금차이가있다 받침목하부에는 받침목이밀려나지않도록누리개를단단히대어

놓았다

합각부의목기연과개판,띤함은부식이진행되고있었으며,목기연은합각부에처짐히발생하

면서 일부 목기연의뒷뿌리가 꺾여있었다

목기연개판에는200~300mm간격으로지-귀로흠을 낸자국이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박공의

곡에맞추기위해개판에흠을내어꺾어서설치하였던것으로보인다

[사진4-72]좌측면합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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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74]목기연개판의 자귀자국

[사진4-76]목기연

[사진4-75]부식된목기연개판

[사진4-77]박공 철물(객소l)

해체는목기떤띤함을해체하고목기연개판,목기연,빅공 순으로해체가이루어졌다 합각부

의복지1는모두 신제로 교체되었다

다.연목 해체

개판을해체 후 연목의조사가이루어졌다 즉조당의 연목은 단연 1067H,장연 1157R,신자연72

개로 시-전조사한 수량과 일치하였다 띤목의 단띤 크기는장띤,단띤 모두 평균 165!lln1이고 말구

는l5Omm으로 조사되었다 단연과장연 모두도리에얹히는 머리부분의양측면을따내고띤침구

멍을내어서로머리를교차시켜설치하였다 연침은거의남아있지않아확실치않으나싸리대

를 사용하여 떤결하였던것으로보인다

연목의 표띤에는 당시 자귀로 치목한 흔적이선멍하게 남아있다 자귀질을 여러번하여 연목을

둥글게잘치목하였다 궁궐내의전각이고역사적인건물이므로중건시치목에상딩히공을들인

것으로 보인다.

l974년 수리기록에 연목은 평연 5본,선지-연5본이 교체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현장에서 수

리한 흔적을 확인한 결과 수량이 일치하였다

단연의경우봄통은양호하나종도리에걸치는연목머리가대부분부식되어상당수교체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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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였다.장연과 선자연의 경우 대부분 상태가 좋았으며 일부 부재의 부식이 발생한 정도였다

교체가 필요한연목은조사과정에서 미리청테이프로표기하여 해체시 구분이쉽도록하였다

[사진4-78]즉조당연목-1

[사진482]부식된 연목-1

[사진4-81]선자연

[사진4-83]부식된연목-2

지붕 하단의 게판을 남겨두고 단연과함각부부터먼저해체하였다 하단의 게판을 폐거하띤단

연과합각부를 해체하는데작업이불편하기 때문이다 장연은개판과부연을 모두해체한이후에

교체할 부재만 표기하여해체하였다 선자연은 미리해체하지않고 해체와 수리를 동시에공사하

였다 선자연의 해체는 연목 사이에 쐐기목을 넣고 망치로 내펴쳐 분리시켜서 해체하였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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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자연은 치수 및곡을 조사하여 신재를 치목하는데 참고하였다 해체한 연목은 폐기하지 않

고 현장 내에 적치하여보관하였다가 지붕의적심재로 재활용하였다

[사진484]연목 해체

랐tr녁-ι
.

‘

[사진4-86]선자연해체

라.부연 해체

[사진4-85]연목 해체한지웅

[사진487]해체된선자연

부떤의크기는 단띤84×ll7mm‘길이는 평균 1.OOO~1‘loomm였다.내민길이는 평균490~500

I1lm이고 안목 길이는500~600mm로 비융이거의 비슷하거나 안목 길이가 조긍 긴 정도이다 일반

적으로 부연 안꼭 길이를 내민길이애 비해 길게 만드는 것에 비하면 즉조당 뒷뿌리는 상당히

짧다고볼 수 있다

부연의뒷뿌리는뒤로갈수록좁아지게 빗깎아지붕면에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조당의 부연

은 뒷뿌리밑에 별도의각재를대아 지붕면에 닿지 않고공중에띄어져 있었다 부띤의뒷뿌리를

들어 올리면부연머리가 아래로 숙여지게 된다 처마곡을잡기위해 조절한것으로 보인다 부떤

의뒷뿌리가짧아지붕면에붙으면부연이너무들려서처마곡이자연스럽지못하였거나연목의

곡이충분치뭇했을가능성도있다 2Ol0년준땅당수리공사에서도즉조당과동일하게부연의길

이가 짧고 뒷뿌리 하부에 각재를 덧대어사용하였는데‘이는 같은 시기에 종건되고 수리가 이루

어져 부지}의 치목이나 수리의 기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것으로 보인다

1974년 수리공사에서 부연은3O본 밖에 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설치된 부연은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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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설치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사진4-88]노출된부연(남측면)

[사진4-90]추녀부선자부언

[사진4-89]노출된부연(서측면)

[사진491]부식된 선자부연

선자부연의단띤은 일반부연과동일하고길이는추녀쪽으로 갈수록 더길어진다 일반부연이

뒷뿌리가 짧은 것에 비해 선자부연은 충분히 뒷뿌리를 빼내고 선자연과 같이 곡을 잡아 사용하

였다 뒷뿌리는 빗깎지 않고 단면형태 그대로 뽑아내었다 추녀쪽으로 갈수로 지붕띤을 들어 올

려야 하므로 굳이 깎아내어지붕면을 낮출필요가 없었던것으로보인다

[사진4-92]부언해체 전지웅 [사진4-93]부언해체후 지웅

부연 증 상당수가부식이진행되었고 못으로고정된뒷뿌리가상당수 갈라져 있었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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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뒷뿌리가짧아구조적으로도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되어기술자문회의를

거쳐 대부분 교체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재사용하는 선자부연일부만제외하고기존부연들은모두해체하여 현장에모아두었다가적

심재로 사용하였다

마.추녀 ·사래

추녀는북동쪽l본만사래와 접하는부분에부식이진행되었고 나머지추녀는 비교적상태기-

양호하였다 추녀의 뒷뿌리는 중도리 왕지맞춤상부에 걸쳐 추녀정으로 중도리에 고정하고 띠철

을감아중도리안쪽에고정하여 보강하였다 일부 띠철은부식이심하고파손되어수리가 필요

한 상테였다

사래의경우는4본 모두상부의표면에상당부분부식이진행되었다 사레는 뒷뿌리를 나무못

으로 추녀에고정하였는데추후에 사래가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래정과띠칠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추녀와사례는관계전문가자문회의 결과,해체하지않고 그대로 존치하고부식

된 부분만 수지처리를 하는 것으로결정하였다

추녀의수리가필요한북동쪽은사래를해체하였다 사래와추녀의수지처리를용이하게하기

145



·I똥훤톨곽원 톨훤h넨%해-----------훌!,‘’‘

위해해체한사래는별도로분리하지않고추녀위에버팀목을대고올려놓았다 수리가필요한

띠철도 해체하여수리하도록 하였다

휴휴J二등-

.{”→ ‘

‘t -
1j- i 、

·f l

鐵
i-i·-----

[사진4-99]파손된 [|철

바.종도리 해체

즉조당의종도라는총7본으로크기는직경이평균2931lnl이다 종도리도상부표면에부식이진

행되고있으나초기단계로변형이나파손은심하지않았다 동-서측면합각부의종도리는하

중에의해처짐현상이발생하였다 특히동측면은종도리가처지띤서끝단의판대공2개소에좌

굴이 i쌀생하였고판대공하부의외기도리도 처짐이 발생하였다

지붕과연목해체후조사과정에서즉조당가운데칸의종도리에먹으로그려진용문양이발견

되었다.

[사진4-1OO]부식된 종도리-1 [사진4-101]부식된 종도리-2

즉조당은인조가 즉위한싱·정적인건물이며중화전이건립되기 전까지 정전으로사용된건물

이다 정전이나왕이머무는장소에는왕의상징인찬장이나문양이많이사용된다 정전의 어

좌상부에설치된당가나보개천장에용문양이가장대표적인예이다 왕이머무는건물중정전

과같이화려하게꾸미지않은건물에는즉조당과같이종도리에상징적으로용문양이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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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우가있다 비슷한예로즉조당과인접한준멍딩과 석어당의종도리에도비슷한용문양이

그려져있다 또한 2004년대한문수리공사시용문양이그려진도리부재가발견되었다 종도리를

해체하여투멍아스테이지를종도리에두르고용문양을본뜨고모사도를작성하였다

ll!짧훌顆ilj/

종도리 용문앙 모사 2[사진4-103]종도리 용문앙 모사 -1[사진4-102]

종도리 용문앙

용문앙 모사도

[시진4-104]

종도리는상량문수습을위해정가운데칸종도리콜먼저해체하였다 종도리와중도리사이

에판제걸처대고조립식비계를종도리양쪽에세워종도리상부에선반을만들었다 종도리는

기계장비를사용할수가없어인력으로해체가이루어졌디 해체히는 과정에서 파손되지않도록

주의를기울여해체하였다 해체한종도라는준비한선반위에올리고상량문수슴과용분양모

사가이루어졌다 나머지종도리는판대공과외기도리의드싼이공사를하면서 해체하고드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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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바로 조립하였다

[사진4-106]종도리해체

사.상량문 수습

해체된 좀도리

즉조당정중앙칸종도리를해체하여들어올리고상량문을수습하였다 상량문의수습은문화

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수습팀이2Ol2년5월16일에수습하였다 수습은 매우 조심스럼게

진행되었다 밀봉상태가불량하여상링문이오랫동안외부공기에노출되면부식이진행되어쉽게

찢어질수있기때문이다 상량힘-은가로l,loonlm,세로45mm‘깊이는loomm의직사각형으로종도

리장여상부를파내고별도의뚜껑없이그위에바로종도리가얹히도록되어있었다

상량문은심지에말아져 있는두루마리형테로수습되었다 싱-량함이외기에노출되어두루마-

리에먼지가쌓여있고누수에의힌-얼룩도관찰되었다 상량문은폭94cm,길이1,128cnl이며재

갤은 견직물로 확인이되었다 외기에노출된상데였지만안쪽은 오염이나 총해가 없이비교적

양호한 상태로확인이되었다

수습한상량문을펼쳐보니제일안쪽에서육각형의‘水‘자은제유물3점이함께발견되었다

水·지-은제유물은표면에중심짐으로부터6등분되어내부에각각 ‘水’자가음각되어있었다

은제유물은2004년 덕수궁대한문 수리공사에서도상량문과함께발견되었는데육각형의형태

와 ·水·자가음각되어있는모습이즉조당과거의유사하다

상량함바닥에서부적1점이같이발견되었다.부적의경우는접힌채건조한상태로수습되어

당시에는모양및크기를 정확히확인할수가 없었다 보존처리후조사한결과가로6cnl,세로

l5cm로 직사각형의부적으로 확인되었다

수습된상량문과유물은확인절차와사진촬영을 마치고보관함에 옮겨 보존처리를위해문화

지}연구소에인계되었다

상량문수습에는공사관계자들이참여하여수슴과정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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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1이 상랑문수습 과정-1

[사진4-112]상량문수습과정-3

[시진4-114]수습된 상랑문 -1

“ ’

、i;

/

{사진4-109]상랑함확인작업

[사진4113]수습된 상량문 보관할

149



·I홉ε톨제듣톨훌핀흩정F예딛IgI---------··I$Fit

「- - ===--l-----

-/

魔斷갤눴랬
[사진4-116]수습된은제유울 [사진4-117]수습된 부적

수습된 상량문의 원문 및 번역한내용은 다음과같다

l상량문 원문

gn昨堂 t樓文l)

t|kl굉2)以}까3)녔싫||/{lj|l씨’ιj.% |‘써1「l|lhigE4)값있5)ff-i깐r6)之파 l따y’〈잔해 仍떤lL·‘1l쩌f않fi싱;l;내씨낌|jl;/|5ι

?;;;씬JA(;ll;制잦irrιf까신!LKl、-7)ι따’ji-多떳폐폐f”{뼈」쇠채|”;”페써U띠씨|”l1끼1l밍깅8에)ιιky光c|따5띠j16쩍폐!l깨끼””川jU川j”바|Ulf팎r니i비|「끼I1I]7끼I

?낀;h끼lV[j꽤쉰lm씨0이)(「ι:UJ깜{깜굉꾀jjl냥j{ι之긴Z긴|”ιlU、J씬l7rFllU)l“1따찌때|”씨1니川{ηI꺼꺼핀‘낀4、y낀L다Rη4↑시忘l2낀)jκit」l-」h|hJilkiUj펀E딛〔)ιE￥i;以tjE以fU}LlR/＼j이lfllf피l3)ll서jlrlλ(J|

1)『경운궁중건도감의궈|(慶運宮重建都藍燒軟)』참고.

2)《論語》 買政篇 “子日篇政以德警如北辰居其所而聚星共之--

‘정치를 덕으르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뭇 멸들이 그에게로 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제왕이 있는 곳을 항함을 뜻하니 제왕을 뜻할 수도 있음

3)공북(}共北).공신(뺨辰) 모든 멸이 북극성(北極星)으로 항하는 것과 같이 사밤(四方)으|백성들이 천자

(天子)의 덕화(德化)에귀으|(歸依)하는 것

4)《周易》 〈說휩傳〉 “Ol(離)는 남밤(南方)을 가리키고 밝음을 뜻하므로,성인이 남쪽을 항하여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 패에서 취한 것이다 ”하였다

5)임금의 마음.제왕의뜻

6)선대를 이어성취할 아버지가이룩한일을 아들이이어밭음.건물을 짓는것.

7)패목을 갈아찬다는뜻으로.여기서는인조반정(仁祖反正)을 말함.

8)병풍을등진다는 뜻으로 천자(天子)가 조정에서 접사를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금이 앉아있는

자리 뒤에 치는 영풍.

9)임진왜란이 일어니서의주에 피난을 하였던선조가 한앙으로 돌아와전쟁의 피해를회복하고자할 때

대|.

1이 모든 궁이울타소실되어 거처가 없자월산대군의아들 덕풍군이 살던경운궁을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행궁으로 이용을 하였다.

11)인목대비(1584-1632)는언안김씨(延安金R)로,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저|남(’|弟男)의 딸이다.1602년

(선조 35)에 왕비에 잭봉되었으며.1606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다.이때 굉해군이 세자의 지

위에 있었는데 당시 실권자인 유영경(柳永慶)은 적통론(j解폈옳)어|입각하여 적출인영창대군을세자로

추대하려고 하였다.그러나 선조가 급사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유영경 일파는 몰락하고 대북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왕통의 취약성을 은폐하기 위하여선조의 첫째 왕자인 임해군(臨海君)을 제거하고

이어서 영창대군을 펴|서민시킨 뒤 살해하고,대군의 외조부 김제남을 사사시키고,인목왕후를 폐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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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다음경운궁(西宮)에유폐시켰다

12)민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평상복으로 도망갔던 광해군이다시잡혀와서궁에 유펴|되었던인목왕

후 앞에 꿇어 엎드리자 그가 저지른 조|36가지를 조목조목 호장(呼唱)하며 반드시 죽이려는 것을 인

조와 반정세력들이 극력으로 말려 중지시킨다.

13)《周易》 3용雖f專下 --天地之大德日生 聖/＼之大寶日位---(천지의 큰 덕을 샘이라 하고.성인의큰 보

배를 지위라 한다,---)”

14)‘통천융운 조극돈륜(統天隆運 뚫極뤘倫)’은 1873년에..정성광의 명공대덕(正聖光義 明功大德)’은

1888년어|‘요준순휘 우모탕경(쫓峰짧徵 禹證漫敬)’은 1890년어|,‘응명입기 지호신열(應命立紀至化神

烈)은 1892년에.‘오|훈홍업 계기선력(鍵勳洪業 혐基宣}젤)은 1900년에고종황제가 받은존호이다.존

호란 샘존해 있을 때나 사후에 왕고}왕비의 공로와 업적을 찬앙하여 신하들이 궁중의 잔치와 함께 받

치는 호칭이디

15)몽연(鳳짧)’꼭대기에황금(黃金)의봉황(團凰)을 잠식(裝節)한임금이 타는 가마

16)세운(tk運):매년 맞이하는 해마다의 운세를 말하고 유년(流年)이라고도 한다.일간에서세운을 보고

운세의 길흥을 판단한다 세운과 대운은 서로 얽혀 있고 사주에 관하여 후천운를 형성해 나간다 세운

간법의 요법은 세운의 천간을 가장 중요시 하고 그 6H의 오행이 대운이나 원사주의 길훌에 대해서 어

떠한 영항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세운을 맞이하게 된다.

17)시어(時細):임금이나왕비가임시로거처할

18)요잠(쫓增)’선왕(先王)을 추모함을 비유하는 말이다.옛날요(쫓)일긍이웅어한뒤에 순(짧)임긍이 요

임금을 3년 동안 앙모(띠}熹)한 L}머지.앉았을적에는 요임금이 담장(t옮)에서 보이고,밥을 먹을 때는

요일금이극(葉)에서보였다는고사에서온말이다,(『後漢書』卷63,「李固列傳」)

19)윤빌(編뿜):조선 후기 정조~고종 연간에왕의 전교 및상소초기(上統草記)에 대한비답을초출하여

기록해 놓은잭.《禮記》 編衣》에 ‘임금의 말은실과 같으니그나오는것이륜(輪)과같고,임금의

말은 륜(編)과 같으니그 나오는 것이발(*좋)과 같다,(王言如絲其出如編王言如編 其出如特)’는 말에

서 유래할.

20)내팅고(內뿜庫):조선시대긍은비단표목 등왕실의 XH물을보관히던어고(細庫)로서의 곳간

21)자미궁(쌓微宮)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삼원(三펄)의 하나인 멸자리.큰곰자리를중심으로한 170

여개의 별로 이루어지며,천제(天帝)가거처하는 곳이라고전해옴-자미원(累微펄)

22)보좌(輔座):수놓은자리란뜻인데여기서는 寶座,즉 임긍이 앉는 龍l未을가리킴.

23)채장(彩여):화려한의장(構@)의장은L}라의의식 등에쓰는무기,일산.월부.것발등을가리킴

24)치미선(雄尾扁) 뀔의 깃으로 부채모앙으로 만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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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띔rF|센j|갖33)ι패 샘係4j파 l치|l!-仍木支之休

光武/U!二|주l辰三시二|」Lllj|1|l、￥

IF--llll1I시단l끼|il냉l굉l샤人iBfi뒀젤lff’jij*f|:쉰폐r’i|안이〉빼l때454퍼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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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상량문 번역문

즉조당상량문

뭇 별들이 북극성에 귀의하는 것처럼검소한 덕이 비궁(봐1피)의 바른 규법을 비추네 밝은 남

쪽을향하고 앉아정사를 행하니,신충(짜싸이선왕을제승하는뜻이남아재앙이바뀌어상서

로운실마리가가될지니구도(젠|L깨를따라새로이여기황궐즉조당(딘|1lYl:이;9을돌아보네

25)법연(法뚫) 임금이예식을 갖추고 덕망과 학식이있는 신하를울러서 도(道)를 강설(講說)하게 하는

자리 혹은 불법(佛法)을 강설하는 장소.

26)근신(近토).임금을 가까이모시는신하(토下)

27)공퇴(公退).퇴정함,관정에서 일을 마치고나옴.

28)《書經Y〈洪範篇〉’‘無偏無黨 王i훌쫓漫 無黨無偏 王道平平”메서온 것으로 공정한정치를 해Ot통치자

의 입지가 평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29)『孝宗實錄』4卷,1年(1650康寅/順治7年)7月3日(甲寅)“---似非先王之平平漫漫,會極歸極之道
也·-----”

·선왕(先王)께서평평탕탕(平平漢漫)한왕도정치를펴시어신민이표준(=皇極)에모이고[會極]

표준(=皇極)으로돌아가게하던 방도가 아닌것같습니다.------”

30)전조(體昨):임금의 자리를계승합또는임금의자리

31)봉래(逢옳):봉래전.황제가살던대궐,신선이산다는궁궐

32)《詩經,〈大雅〉에,“모든 담장을 쌓으니,고고가감당하지못하도다(百짧皆興활鼓薦勝)”인용.

33)강릉(問陰)·《시경》〈閔宮〉에 ’‘세 노민으로 벗을 삼아 모l처럼 큰 언덕처럼 잠수하소서(프뚫作朋

如{핍如陸)”를 인용.국운이산과언덕처럼장구하기를축원하는말

34)『高宗實錄』44卷,41年(1904甲辰/光武8年)4R28日(陽層).重建都藍홈差郞祚堂上앉文製述官金炳
國,뽑寫官閔困奭,縣板뿔흙官尹用求,홉條n휠縣板롬寫官金聲根。‘

중건도감(重建都藍)에서 주청(奏請)하여 즉조당 상량문 제술관(郞昨堂上樣文製述官)에 김병국(金炳國)

을,서사관(書寫官)에 민병석(閔쩌奭)를,현판 서사관(縣板書寫官)에문용구(尹用求)를,석어당(音細堂)

의현판서사관에김성근(金聲根)을차출하였다

35)閔려奭(1858-1940):조선말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魔興).자는경소(景김),호는시남(詩南)·의재

(殺爾).영우|(泳韓)의손자로,경식(敬植)의 아들이다 서예가로 이름났으며 특5|행서에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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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리 f제|l대왕께서왕위에올라 인조반정에얽매여나라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여

기셨으니제왕의 다스림이밝게 내려 밝은 울림으로 절로 다스려졌네 선조께서거듭 회복하고자

할 때 경운궁에서 궁궐의 막힘을 열었고(경운궁을 임시거처로사용하였고),인목대비가 어려움을

겪을 적에석어당({폐|l폐을 어기지도 잊지도 않으셨네

선왕께서모범을 세웠으니편안히 이어받아 전하면 되네 성인의 큰보배를 ·fo--라고하였으

니 대길하여 젤로 하늘이 도우심에 있어,순리적으로 아름다운 법도가 펼쳐져 오늘날 자손이 막

히지 않음에 이르렀네

공경히 생각건대‘통천융운조극돈륜 정성광의 댐공대덕요준순휘 우모탕경응명입기 지화신렬

외훈흉엠 제기선펙 건행곤정 영리홍휴 횡-제폐해統λl*j펀쩌i“값에ll:1무!)E짧l”jPjλtCt싫ll맞쩌:때l밍jl패

j상/값;j,flJ|;1);i니↑-(b|i|||?!!싫떼싸꽃띠jlL’lli:!센l;tfjl||l;ii:싸殺ljl、샤띤rfj;lPFF)께서는 크게 드러내고 받들어

잘재승하고기술하섰네

임금의가따가제세(엇값)의 운수를 맞이하니 효성스럽게 받들기를생각하여먼저홍호(패꾀딘가

정년(jf1-)의 부적을 진상하고,바른 자리 천멍과 엉겼네 시어소(||‘7때ll퍼)가 매우 가깡고 참으로

합치되니 주우(1lI끼’)의 풍또를 회꽉하였네 성효(JF쑤)른 끊조림에 항상 선왕윤 추모함이 절실하

니 어찌 구종긍필(jLl「패|써의 깊고 엄숙한 대지에갑자기 하루치녁화기(火향Q의 봉변이있을수

있겠는가?주인(폐/이은 닷새의 바챔을 덜고 조정의 신하는 열행(|-η)의윤발(剛험;)을 읽고 한결

같이 생각하네

성되(1샘셉은 이츰 짓기 어려우나 하늘을 공경하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어찌 두렵게 선조(光

세|0를 잇는다는 생각을 살피지 않겠는가?바땅히 힘쓰고 또한 알맞게 다듬으며 주연(쉰첼)을 부

지런히 디하셨네 임금께 나아가 봐었는데구전(텐b씻을 다시 세우라는 멍을 내리시니 일상의 비

용이 공색할끼 조심스러워하자 내탕고(|시샘llU)를 특별히 여셨고‘완공 시기(f|、Y機)의 어려움을 염

려하니 남은 부역을 늦추아주섰네

근자에도 어찌 옛 관습이 여진히남았는가|앞선 공로는 직접 그 땅에서 경영함이니 하루아침

에 이루는 것이 아닌데부역에 나오기를자식이 부모님의 일에 나아가는 것처럼하여 동쪽 섬돌

을 계단으로삼아예를 표하네 천멍(X命)을 아름답게 하여 지세(J따뺏)를 펴고 점폐의도움을 받

이-보tlll로운 자리는 칭양(lij|싸)의 곁을 헝:히였네 천문(λX)이 상(%)을 드리움은 북두의 궤적이

자띠궁(휩j1하서)의 담장을 안결하는 것과 같아,정하여진방위에서 표준의생}|샤을조금도 벗어남

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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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위에계시며오르내리는 혼령을 위로함에 조근회동(l패폐헬|피)의의례를갖춤이 진실로 한

결같네 옛법도에 합당하여수부강녕(휩펌않젠)의복(”꾀을누릴지어디-아!억만세(떤백폐의 큰

기틀이여 감히상량의 새剛)를 지어도타운돈징{폈l左)의 화합에 보답하노라

어영차|들보를 동쪽(꾀으로 들어 올려라!상서로운 아침 해가 떠올라 용싱{댄}末)이붉게 물들

고,한줄기 봄바람이 화려한의쟁않fj에 불어오니천향(X츄)이 어로(따|l腦의 가운데에 떠다니

네

어영차!들보를 서쩔|1니)으로 들어올려라!전각에바람이 솔솔불어 치미선(때됨}죄)이가지런히

보이며,지척의 법연(냥/휩에서 도파(j하펀)를 논하고 근신(近I:i)이 공퇴(公j잉하니 석%R*|쩌)이 나

직하네

어영차!들보를 남쪽(따)으로 들어 올려라!비온 뒤의 자각(뀔때)은 맑게 개어 남기(1폐뤘를 풍

기고,제비(玄웹)는예사로운동물이아니니화려한처마에날아들어축하하듯재잘거리네

어영차!들보를 북쪽(띠으로들어올려라!평평탕팅(/|izlx싫파)한 왕도정치를펴시어백성이다

투어회극(셈떼하고,천조(많|Y|3)의 옛의식을 다시 보는것과 같아 대궐이 항상 오운색(/l‘雲띤)을

띄네

어영차!들보를 위(!j로들어 올려라!하늘은 스스로 말없이경사를 베풀고,성덕(낀댐셈의 높고

콤을형언할수 없으니광차l휘황함이 일월과같아백성들이 표두 우러러보네

어영차!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공{까)이룸을고(까)함이 이달(j])인지라 해찬시-신(”F

밸꾀|5)이융성함을칭송하니 이렇게 지금다시 소O싸i하떠보다 뛰어나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에 서까래와 마룻데가 더욱 단단해지고 단확{j깨평이 두루 빛나며,번성

하고 창대(/1太)함을 더하여사방에서 하레할 것이다.여기에서 말하고 거처함에 모든 담장이 축

조될것이니(온 영토안의 백성들이기삐할것이니)군자기-오를곳에 국운(l생j폐이산과 언되처럼

장구(j종久)하기를 송축(떼l빠하고‘후손이 경사로워 자손들의 편안함이 백세(|rlll|j토록 펼쳐지리

라

광무8년 갑진(l904년)3월29일묘시

정l품 대굉광-보국숭록대부(大지I넨E꾀l4때|F피!”|

(UfU다테;딘씬쿄낀)김병국이 칙I칭을 받들어짓고,

종l품 숭록대부{쌓lI싸太￡)궁내부대신(?;rIkll젠太|끼)육군부장(ll한li싸將)훈2동(펴J二젤)신(뎌)민

병석은 칙멍을 받들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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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창호,수장,미장 해체

가.창호,반자 해체

교체가 결정된 칭호는각위치와 창호땅을작성한 주기표를붙이고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일부

문짝만교체하는창호의경우인접창호가파손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였다

해체한창호는즉조당내부에정해진장소에정리하여보관하였다 떼어낸자라는깨끗이청소

하고 칭호 이외에 수리가 필요한 곳이없는지 확인하였다

장호 떼어내기(쌍창,갑창) [사진4119]창호지제거

떤꼭을모두 해체한 후온돌방상부반자에도배된 장지를모두 제거하였다 반자틀 일부가 뒤

툴리고 탈락되아수리가 필요하였다 온폴땅히부반자도교체를 위해 퇴락한천장지를 모두 제거

하고만지-틀수리가필요한동쪽온골망은반자틀위에깔아놓은널판도해체하였다 해체한널

판은 xll사용을하기 별도의 장소에보관하였다 북쪽과동쪽의퇴칸은천장지를 모두 제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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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단 및 연결통로 포방전 해체

가.포방전 해체

[사진4-123]이중반자(서쪽온돌방)

즉조당기단은 정면에화강석장대석으로3단을쌓아 올린장대석기단이다 인접한즉조딩의

기단과거의동일한 형태이다 준명당의계단이하나로모두붙어 있는 반면에즉조딩의 계단은

3개로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를 뿐이다

즉조당기단상부는모두포방전을깔아놓았다 포방전의크기는300mm〉〈300mm,270mm×270

mm의2가지 크기의포방전이 사용되었고 두께는30~5Omm으로조사되었다 포방전은 표면박락

및퇴색이많이되고서로이가맞지않아고르지뭇하고들쑥날쑥요철이발생한상태이다 포

방전의크기,마모상태가서로다른것으로보아이전공사에서일부교체가되었던것으로보인

다 포방전은오두해체하여바닥을고르고대부분교체가필요한상태였다 기단과더불어동측

의연결통로의포방전도틀어지고요철이심하여기단보다상태가더불량하였다 연결통로의

길이는9,OOOmm이고폭은1,molllm이다.

[사진4-124] [사진4-125]동측면연결보도(해체 전)

즉조당기단은모든공사가완료되고가설비계와덧집을 모두해체한후마지막공사로 진행

되었다 기단상부의포방전은미리해체하지않고수리공사와동시에진행되었다 기단과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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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포방전을 오두걷어내고 즉조딩-마당 지정장소에 쌓아 보관하였다

’

포방전 해체 -1 [사진4-127]포방전해체-2

{F{
‘확

E췄 rt↓#
포망전 6H체 후

{사진4-126]

[사진4-128]

1-8.폐기물 처리

해처1공사애서 딸생하는 폐기물파재사용이룹가능한 폐부재 들은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

물로 처리하였다 폐기물은 현장내에 구분하여 적치하였다가 일정량이상이 되띤차량을통하여

외부로반출하였다 되수긍방문객의 관람에 지장이없도록관람시간이 이후에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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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힘 톨페뜯톰를특흩설F예딛IaSI----------톨

빼 수리공사

2-1.개요

본 수리공사는 수리설계를 기준으로 건물을 해체하면서 조사와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정리하고현황을 파악한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수리의기본방향과 시공 기법을 결정하여 수리

하였다 공사시 해체조사한결과와자문회의의견을 반영하였다

수리공사의사용재료와가공.설치‘공작법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적용하여 원형대로수리하

였으며,교체를 최소화하고기존부재를 최대한수리하여재사용하였다

l주요 공정

·즉조당해체 → 현황조사→ 기술지도회의→ 수리방향 결정 → 수리공사→ 수리보고서

작성

l주요 회의

·2Ol2년05월 08일 ,제 1차 기술자문회의(즉조딩 수리 방향)

즉조당수리공사의 주요 공사내용은다음과 같다

@ 기단공사-포방전 교체

@ 목공사-도리이상 해체후 부식 부지l교처l빛수지처리

@ 지붕공사-기와금형제직,기와 번와빛 수지처리

@ 미장 및수장공사 -퇴락한 벽지 교체‘합각벽바르기

@ 창호공사-파손 및퇴락한 창호 및 창호지 교체

@ 단청공사

@ 가설물해체공사

@ 현장정리

2-2.기단공사

즉조당 기단은 공정상으로는가장 따지막에수리되었다 기단은 미리수리공사를하면타 공정

증 파손이나오염이 될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상 주요 공사가모두 완료되고가설비계 및

가설 덧집을모두 해체한 후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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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방전 제작 및 품질검사

기존포방전의크기는 가로 300llllll×세로 300mm괴-가로270mm×세로270mm의2가지크기가 사

용되었다 가로270mm×세로270nlIll의포방전은표면마모가심하여전부교체하고가로300mm×

세로 300mm포방전은 일부 재사용 하였다 새로보충되는 포방전은 가로300mm×세로300mm×두

께45mIll의크기로 고령기와에주문제작하였다

제작된포방전은 표준샘플을 선정하여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품질검사를의뢰하였다

Ill …

시험성적서

l l 세a1·l; lAel’l ’1!‘|Ql’Z(}{)l()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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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포빙전품질검사결과

주)1N/m’=10.2kgf/cm’

압축강도 .707ON/!111f=7070×10.2=721.14kgf/mi

나.포방전 깔기

기존 포방전을 해체하고사용 가능한재활용 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였다 포방전을 제거힌-

기단 바닥과 우측보행로를 우선 고름질하여 정리하였다

포방전공사는건식공법을 적용하었다 방전하부의불규칙한 표연은 모래를포설하고 다짐하여

수평을 잡았다 구배는 기단 바깥쪽으로 l/50정도 살짝 두어 우수가 들이칠 경우 자연배수가 되

도록 조정하였다 제사용하는 구재는 주로 가퇴하부에 깔고 니-머지 구간은 새로 제작한포방전

위주로 깔았다 포방전의 경우 모서리가 충격에의해파손되는경우가 많아 주의하면서 시공하였

다 초석과 만나는 부분은 초석에 맞추어 그레질하여 최대한 초석에 밀착시켰다 방전을 최대한

밀착시켜졸눈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줄눈은 기존대로 사방 통줄눈으로 시공하였다 포방전 깔

기를 마친 후 고운 마사토를 포설하여 줄눈 사이 틈을 채워 넣어 방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징

하였다

이번 공사에서 전체650매중 교체한 포방전은 5l4매이고 재사용한 포방전은 1ll매로 포방전

의교체율을7908%이다

[표4-2]포밤전교체현황

쥐 반장으로시공된포방전은2매를 온장 1매로 적용히여 t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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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밤전 교체 현황도[도먼4-2]

[사진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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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밤전 설치된 동쪽 연결통로[샤진4135]포방전 설치된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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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실 수리

즉조당 정면기단상부 동측에 위치한 함실의 내부 화강석 덮개석이피손되어 교체하였다 갈

라진 덮개석을 해체하고 동일한 크기로 덮개석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덮개석의 크기는 970mm

×9lOmm〉〈9Omm이다 화강석을 덮개석 크기로절단하고 표면을도드락다듬하였다

2-3.목재 반입 및 치목

가.목재 반입 및 자재검사

[사진4-137]교체된함실 덤개석

목공사의교체가능한부재를최소화하고기존의부재를그대로사용하는방향으로하였다 용

도에따라윈목과각재,판재로 나누어 구입하였다 육송의 구입은강원도에서생산된 국내산 육

송이며 질-건조된 목재를 구입하였다 목재의 수급처는유창임업사이다

구입한목지}는 치목을 진행하기전에국립산림괴학원에의뢰하여수종검사 및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문화재시방서에서제시하는 기준을충족하여해당목재를적용하여 공사

를 진행하였다

[표4-3]공통공사 소요량

주)1N/때=10.2kgf/떼

압축강도 .433N/Imf=433×10.2=441.66kgf/띠’

휩 강도.817N/매=81.7×10.2=83334kg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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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목

각 교체 부재의 치목은 기존 해체 부재를 조사히-여 원형에 충실하게 치목하였다 l차 부재의

크기에 따라목재는모두인럭을사용하여치목하였다 또한,기존부재의이음및맞춤등의결

구방식도 그대로 적용하여치목하였다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부재 중 일부 조금 파손된부재와 부식 정도가 미미한부재는 인공

수지처리하여재시-용하였다

목재의치목은다음과같은 원칙하에이루어졌다

·목재는 잘건조되고죽은 옹이기-없으며 갈라짐이없는것을 사용한다

·조사나기술지도회의를 통해나온기존 부재크기로 치목한다

·기존부재 치목과 동일한 빙-법으로치목한다

·맞춤이나 이음등은 원래의기법대로 치목한다

목재 치목은조립공사전에강롱에있는치복장에서 미리치목하여건조시킨후현장으로옮겨

와조립하였다 현장에서는치목한부재들을맞춤과이음하기위한작업이주로이루어졌다

언목 수피제거

[사진4-140]연목 자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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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42]치목이완료된부재 현장으로 반입된 부재

이번 즉조당수리공사에서 교체된 목부재의 맹칭과 교체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표4-4]즉조당목공사교체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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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재 훈증 소독

치목된 목재에 대해서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꼭재 훈증의목적은 균이나충해로 인한부재

의손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건물의수명을연장시키는데 있다.본 공사의 꼭재 훈증은2회에

걸쳐 훈증이 이루어졌다 훈증은 전문업체인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훈증이 완료된후에는공사층을확인하여훈증결과를 핀독하였다

문화재청/(유)유심종합건설

덕수궁즉조딩수리공사

강원도 강콩시 사천면사기막리치목장

덕수궁 즉조당수리공사용 목재

7,293才

살충,살균

1차 훈증2012년05월21일~ 2Ol2년05월24일(4일간)

2차 훈증2Ol2년05월28일 ~2Ol2년05월30일(3일간)

피복훈증

혼합가스(M.B+EO)

약lO500비(1차-3000nt2차 7500ld)

lO6Kg(1차 3OKg,2차76Kg)/기준투여량 lOOgr/nf

1차 훈증 72Hr

2차 훈증 48Hr

Stenlull1gln〔liCatorpaper(띨균반응지)

Trjbolimncastanell111Herbst(밤빛쌀도둑)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

덕수궁즉조당수리공사에사용하는목재는다음과같이훈증소독처리를하여사용하였다

문화재 수리용 국내산 육송은 벌채 및 보관 과정에서 하늘소,니무좀류,빗살수염별페,권연벌

레및흰개미등의목재해충에의한충해가 발생하기 용이하다 이러한목재해충은목재내부에

서식하며지속적으로복재를섭식,가해하여결국에는건물을손상시키게되므로해충1강제기-필

히요구되고 있다 Gas체의 훈증제를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목재 내부에 서식하는 해충

을 완전 사말하여 충해우려가 없는 목재를사용하는데훈증소독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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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처리 현횡-

훈증처리 현황표[표45]

@ 훈증소독 기준

훈증방법은 목조건축룹 및대형유물 훈증에 적용하는 땅법으로훈증용PE씨트(T0.2mm)를사용

훈증제는혼합가스(MethylBromide86%+EthyleneOXl〔1el4%)를 사용하며,

훈증용적을실측하여100gr/l113를기준투약량으로하여투약한다

훈증소독처리시간은투약사내부온도를기준으로 하여 살충·살균처리는25℃이상에서24시

간,2O~25℃에서48시간,1O~20℃이하에서는72시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훈증소독 실충효과는 공시충(밤빛썰도둑‘T!jbollLllncastmeun1Herbs)을 사용하이

훈증대상목재를완전하게피복띨폐한후훈증제를투약훈증소독처리히는 피복훈증법을

투약량은적용한다

목지1더ul의

하여

훈증완료 후

확인은 멸균반응지(Stehlizing

색상변화 상태를 확인하여 살

확인하여 살충효과를 판정하며‘살균효과

훈증완료 후 반응지의 EO반응시약의

λ -ji 。 口 근
쉰 -5TrT 른

Indicatm-paper)를 사용하여

균효과를 판정한다

공시충의

(3)훈증소독 작업

투약호스,농도측점호스 등과 훈증효과를 판징하기 위한훈증제훈증소독 작업은 목재더띠에

공시충 및띨균반응지를섣치하였다

목재더미피복재료는훈증용PE씨트(Polyethyleneflll11O2mm)를사용하여완진하게피복하였으

며지변에는특수점착테이프접착및모래를사용복토를하여완전하게밀폐작업을하였다

훈증중에는 이연식투약하였으며Gas화하여혼합가스 투약은 가스기화기를 사용하여훈증제

이용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가스농도 유지상태를 확인하고

Gasleal〈checker등의가스검지기를사용하여밀폐부위에대한가스누출을 점검하고필요한곳

에 밀폐보완작업을실시하였다 훈증소독종료후에는훈증용PE씨트를개방하여가스를배기하

Gastec,검정기를l8형

였다

훈증살충효과는훈증완료후공사충의살충유무를확인하여살충효과를확인하였으며,살균효

과 확인은살균싼응지의E0만응시약의섹상댄화 싱-테를확인하여살균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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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훈증제

[표4-6]혼합가스(MB+EO)의성분 및특성·

1.성 분 |Methy|Bromide86%+Ethy|eneOxide14%

2분씨,분X뺨 |CH3Br+띠H4O/분자랑8171

3비점,비중 |7삐mHg46℃/기체282밍=1)
4성셀농도 1무색무취/1ppm(미국산업위생쐐원회기준)

@살충력이강한MethylBromide와살균력이강한EthyleneOxide의혼합
훈증제로문호}재 훈증제로사용되고있다.

5특 성 |@Gas체로작용때 침투력과확산력이강때 심부까지온팩한살충 살
균작용을효κ}.

(3)으돼가거의없어 문화재의 원형과 색상등에 영훌털 주지 않는다.

@ 훈증소독장점

-대부분의목재해층은목재내부에서 서식하며가헤히므로 목재내부에침투하여 살충작용

을 할수 있는Gas-체의 훈증제가 필요하다

-혼합가스(MB+EO)등의Gas-체훈증제는곤충의알,유충,번데기,성충까지신세대에걸쳐

완전한살충효과를 얻을수 있다

-대표적인문화재용 훈증제인혼합가스(MB+EO)는Gas-체로 목재 심부까지 완벽하게 침투

살충작용을 하므로완전한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혼합가스(뼈+E이는 대부분의 훈증 대상물에서 약해 및 나쁜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목재및대부분의부자재도동시에소독처리가가능하다

-혼합가스(MB+EO)는일반살충제와달리훈증처리후약제가 훈증대상불에 잔존하지않

으므로 인체에유해하지않아 안전하게목재를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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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효과확인용 멸균반응지 및 공시출[사진4-147]

훈증용 PE씨트 피복 밀펴|작업[사진4-149]훈증효과확인용 멸균반응지 및 공시충[사진4-148]

[사진4151]간열기화기를 이용한혼합가스(MB+EO)
든 。t Z}어
-T---1 -「 t:j

사진4-150]간열기화기를 이용한
E三。t X}어

훈증 중 Gastec,Gas1eakchecke「

를 이용한 가스누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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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목공사

가.드잡이

즉조딩-의지붕합각머리가하중에의해양쪽종도리가처져있었다 특히우측이좌측보다심하

여종도리를받치는판대공에좌굴이생기고판대공을 받는외기도리(중도리)도지짐이발생하였

다 교체부제를 조립하기 전에 좌굴과 처짐이 발생한 부분의 드잡이를실시하였다

외기도리는 도리와 장여 사이에 목재를 장여 폭으로 덧대어 넣고 동자주 하부에도 목재를 덧

대어 드잡이하였다

판대공은좌측 판대공 1개소,우측 판대공 2개소.총3개소의 판대공을 드잡이 하였다 버팀대

를 시용하여 종도리를 들어올려 받히고 판데공 사이에목재를 덧대어 높이를 맞추고 변형이 많

이 발생한판대공은 일부 부지1를 교체하였다

동자주는고임목을 사용하여동자주를 들어올리고 하부에목재를 덧대어높이를맞추었다

騙 j(J씌

G젠rfj켠

[도먼4-3]드잡이현황도

[사진4-154]외기도리드잡이 [시진4-155]외기도리드잡이

f7f



|덕쑤궁즉조당수긍/뾰써 ·했聽Ill--ll·--

동자주 드잡이

/

[사진4-158]판대공드잡이

나.종도리 수리

[사진4-157]외기도리하부에버팀목설치

/ 4
J ’

[사진4-159]드잡이완료된판대공

지붕해체 후 현황조사결과 즉조당 종도리는 상부표면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며,동-서측

맨끝단의함각부 종도리에처짐이발생하였다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부식된종도리에 대한 수

리방향을결정하였다 부식된종도리는수지처리하여7본모두재사용하고처짐이발생한종도리

는드장이하여보완하는것으로칠정되었다 우선종도리상부의 부식된부분을모두 걷어내고

부식이 많은 부분은목재를 넣어채운 후수지처리를 하였다

l인공목재 보존처리(수지처리)

목재의사용종환경은지상 지하그리고수중으로대변할수 있으며,여기에서미생물과곤

충,해양공생물에 의해목재는열화되는것이다 미생물은갖는목재를 침해하지만곤충(흰개

미의분포,가루나무좀류)는습한목재뿐만아니라기존상태의목재도가해한다

목조건축물의 부재가 부식 부패되었거나 충해에 의해 손상된 것을 신재로 교체하지 않고 합

성수지를사용하여수리 복원하여재사용할수있게하는것을말하며,수지로는스위스제인아

랄다이트(ar띠dte)SV427(주제),아랄다이트(ar머dte)HV427(경화제),등이 있으며 내수성,내후성

이좋고 경화 후에도수축이나변형이 일어나지 않아목공구로가공할수 있으며가공된면에

원래의나무섹과같이채색할수있다 목부재의수지처리는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되었다

f72



t짧Ill--ll·----ME흩필딛말l.

·목재의 균열부 및부식부위를자귀,톱,끌등 소도구를 사용하여부식된부분에 누적된 먼지

및 불순물을 기존부재의 생부재가 니-올 때까지 완전히제거한다

·처리할부재의 양면에방부,방충재인우드키퍼A를 충분히도포한다

·완전 건조 후,합성수지의 접착강화와표변의경화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점도의L-30을

초벌재로 시용하여 표변에 깊숙이경화시킨다

·경화처리가 끝나변 인공목재 합성수지 아랄다이트(ar띠〔hte)SV427를 접착시킬 양변에 바르고

밀착 접착시킨다

·처리할 부위가 큰 것은 방부,방충 처리된 건조된 육송 목재(습 l3%띠만)를 이용하여 충전

보강히고 (본래의표피의상태가옹전할경우재사용할 수도 있음)표면에는 합성수지로처리

하기 전 다시초벨재를 발라 접착을 강화한 다음 기존면과맞도록 가공한다

·본 수지처리가끝난후,완전히경화되띤고섹 처리를 하여작업을 완료한다

[사진4-160]부식된 도리

다.추녀,사래 수리

[사진4-161]수지처리완료된 도리

시래의경우tl관묘두싱-부표변에 부식이진행중이었다 추녀의경우는 북동쪽추녀에서사래

와 맞닿는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였다 추녀,사래 묘두 부식정도가 부재를 교체할 정도로심하지

않아 모두 수지처리하여수리하였다 수지처리과정은종도리와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사진4162]부식된사래(남서) 부식된 부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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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64]인공수지처리

[사진4-166]부식된사래(북동)

[사진4-168]부식된사래(북서)

[사진4165]착색처리

수지처리완료된사래(북동)

부식된사래(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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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부재별 수지처리현황

부쩨 명

종도리

추녀

사래

부채수량

7

4

4

수지처리수량

7

비고

4

밀앓gI 연lH수llI{Pl

[도먼4-4]목부재 수지처리현황도

라.대량 수리

해체 후조사에서 즉조딩배면 맨동측의 대량의 머리가파손된 것이 발견되었다 지붕의 하중

에 의해 도리가 눌려 밀려나띤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번지

떨어져 나간 보머리 조각과 파손된 면을 깨끗이 닦아내고특수 접착제를 발랐다 접착제가 하양

게 될 때까지 일정시간 경화시킨후 떨어져 나간 보머리조각을 맞추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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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74]파손된보머리 [사진4-175]접착제도포

[사진4-176]접착제경화 [사진4-177]수리된 보머리

마.연목 설치

연목은도리,추녀,사래의수지처리를완료한후조립하였다 평고대를설치하고하단의평연

과상단의평연을 걸었다

교체된평연의지름은 ￠l65mn]이고,말구는￠15lnm이다 하연의길이는남측면,북측면,동

서측면 모두 2750I11이다 상연의길이는 남측면,북측면모두2800m이다

연목의경우남측띤과 동·서측면은 양호한반면북측띤이부식이심하여하띤의경우 교체부

재총 29본 중23본이배변에서 교체되었다 교체된하연은 1l5본 중29본으로25%가교체되었

다 상연의경우 종도리상부에 걸어 연칩을 연결하는 머리 부분이 대부분 부식되어 전체 106본

중교체가77본으로 약73%가 교체되었다.

[표4-8]연목위치별교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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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5]언목 교체현황도

[사진4-180]교체된 하부하연 [사진4-181]교체된상부 상연

선자연은 치목장에서 1차로 치목을 해서 옮겨오고 현장에서 설치하면서 다시 곡을 맞추어 치

목을 하고 조립하였다 즉조당 수리공사에서는 선자연의상데가양호하여 대부분 재사용 되었다.

교체부재가총6본으로 북·서측 추녀부에5본이 집중되어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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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182]치목된선자연

[사진4-184]선자연걸기

바 부연 설치

[사진4-183]선자연 현장치목

[사진4-185]선자연결기

부연은 총 ll5본 중 111본을 교체하여 교체융이97%이고선자부연은 총80본 중 4l본을 교체

하여 교체율이5l3%이다 부연의 경우 해체 후 조사에서 부연의 뒷뿌리의길이가 너무 짧아 구

조적으로문제가 있을수있다고판단되었다 또한,부연의뒷뿌리를개판에직접고정시키지 않

고 처마곡을 잡기 위해 대부분 각재를 덧대어 띄어놓은 상태였다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뒷뿌리

가 짧은 부연은 교체하도록하였다

부연의 단면크기는84mm×1l7mm이고 길이는 1,800mm이고 선자부연은 위치에 따라 길이를 조

정하였다 평고대를 기준으로내민길이는525mm이고 안목 길이는 l,300nlm로설치하였다

부연 옆면에는 부연착고를끼워 넣을 수 있도록흠을 내었다 뒤끝은 이전처럼지붕변에서 들

뜨지않도록지붕물매를정확히계산하여빗잘라내었다 초매기를걸고연목개판을덮은후부

연을 조립하였다 연목과 일치되도록 배열하고 부연정을 사용하여개판 및 연목에 고정하였다

추녀쪽은 까치부연을사용하여 부연간의 거리를 조절하였다

[표 4-9]언목위치열교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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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곡에 맞추어 각도를 조정하고 부연 뒷뿌리는 충분히 빼내어 뒷뿌리가 연목개판에 밀착되

도록 설치하였다 부연을조립한 후부연착고를끼워 넣었다 부띤착고의 두께는27mm이다

ZZZ2 g연 J시

[도먼4-6]부연교처|현황도

講흩홉‘
[사진4-186]부연치목

#F싫γ;j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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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고대,연함 설치

평고대는 부식이 발생하였고해체시파손이많이되어 모두 신재로 교체하였다

초매기와 이매기의 단띤크기는 lO5mm×85mm로 동일하다 교체되는평고대는장변은4개의부

재를 이어 사용하였고 단변은3개 부재를사용하였다

초매기의윗면은부연의 경사애 맞게 빗깎고,아랫떤은 처마서까래의경시-에맞게 깎아치목히-

였다 평고대의 이음은 빗턱이음 처리하였다 게판과 만나는 부분은 현황조사에서 일부는 흠을

내어 사용하였고 일부는 흠이 없었다 부재의 상태로 보아 흠이 있는 것이 원형이고 흠이 없는

것은 이전 수리공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수리공사에서는 원형대로 흠을내어 치

목하였다

평고대 곡잡기

[사진4-192]평고대(초매기)조립

평고대로 쓰일각재를치목하여 잘건조시키고 처마곡을 잡기 위해 양끝은고정시키고가운데

줄은 걸어 미리 딩겨 놓고 일정시간 건조시켰다 준비한 평고대는 연목과 부연에 일정 간격으로

쇠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평고대쇠못은 이전에사용한 쇠못올조사하여동일한크기와 형태로

제작하여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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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고대 빗턱이음(단면)

연함은평고대와같이장변은4개의부재로나누어사용하고단변은3개부재로사용하였다

단띤의 크기는 75mm×9Omm이다 단면은 상부가 좁아지게 사다리꼴로 빗깎아 내고 암키와(대

와)크기에 맞게 폭과깊이를 맞추어곡선으로 따내었다 기와골수와배열에 맞추어야히므로

미리정확히지붕골수를 제산하여 오차가생기지 않도록주의하였다

팽고대우l에띤함을밀착시키고기와골한개씩을걸리서쇠뭇으로단단히고정하였다 평고데

이음부와띤함의이음부가겹치지않도록설치히고 이음은맞댄이음으로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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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판 깔기

띤목 개판은 일부 표면에부식이 발생하고 파손된 것도 많아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연목개판은두께27mm이고폭은300mm로 치목하였다 띤목과띤목에걸치도록올리고개판

을연목 위에빈틈이생기지않도록서로 밀착시켜깔고쇠못으로연목에고정하였다 평고대(초

매기)와 만나는끝 마구리는 평고대(초매기)에 턱솔흠을 파고개판에반턱을내어물리도록히-

였다

----------- ‘ 」삐l·gi;

[사진4-200]연목 개판 깔기 언목 개판 깔기

폭은 300mm로 연꼭개판과 동일하다 길이는 평균420mm내외로

일반 개판보다길이가 더 큰 판재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지붕

부연 위에 평고대(이매기)를 설치 후 부연개판을 깔았다

턱솔흠을 파고 반턱을 물리도록하였다

그l
「

띤목

[사진4-201]

부연 개판의 두께는 27mm이고

섣치하었다 선자부연의게판은

에 맞추어 치목하고 조립하였다

게판과 동일하게 평고대(이매기)에

츄議違뜯」
v짤포쫓룹j
J닝를 프Fr·:킴

R.=‘--ii--‘---킥

[사진4203]선지부연게판 깔기[사진4-202]

일부는 뒷뿌리가 파손되어 있

교체하였다 합각부의 공사는 종

자.합각부 수리

합각부의 부재들은 부식이 심하고 합각부가 처지면서 목기연의

었다 합각부의 목기연,목기띤개판.연함‘박공은 모두 신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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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지지목설치→ 집우새 설치 → 적심도리설치 → 빅공설치→목기얀섣치→ 목기띤 게판

섣치 → 연함설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도리의 수지처리 및 드잡이기-완료된 후 합각부 종도리 위에 용머리 끝이 들리도록 덧도리

를 대고 집우새 연목을 걸었다 집우새 연목은 기존 띤목을 지l사용하였고 일부는 신재로 보충하

여 사용하였다 단면 크기는 일반 연목보다 조금 굵은 것을 시용하였고 길이도 1자 이상 더 긴

부재를 사용하였다 상부는 덧도리에 걸고 하부는 선자연 위에 올라타게 하였다 적심도리를 종

도리 상부에올라고 박공의하부는띤목에쇠못으로 고정하고 상부는 덧도리에고정하였다

박공은연목과 종도리에 쇠못으로고정하여설치하고목기연 개수와위치를 빅공널 위에 표기

하여 목기연 자리를 따내었다 박공의 크기는 두께 42mm,폭은 390mm,길이2,800mm이다 박공이

서로 만니는 솟을각에는기존의쩍쇠를 딱아단단히고정하였다

목기떤의 단띤크기는84mm×105nlm이고 길이는 840mm이다 이전보다 뒷뿌리를충분히길게 치

목하여설치였다 목기띤 게판은 두께27mm,폭330mm,길이2800mm의 판재를사용하였다

함각부가 차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덧도리하부에 버팀목을 설치하였다 합각 안쪽은 집우새

연목을 각재를 데어 연결하고각재하부에버팀목을 대어 합각부가 처지지 않도록추가로 보강하

였다 버팀목하부에는누리게를 섣치하여 버티목이 밀려나지않도록 하고 경사면에 변하는 누리

게 하부에도 쐐기목을 츰총히 딱아 넣어빌려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사진4-204]합각부집우새설치 {사진4-205]박공 설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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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09]목기연 개판 깔기

“、i한·rl

ir‘r/fii
‘ ·

x::?1

.
‘

[사진4-210]합각머리철물(객소|)설치

2-5.상량문과 상량식

가.상량문 보존처리

l개요

9 대상유물 덕수궁즉조당 상량문

Q 수 량·l건 10점

Q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과

9 처리기간 2Ol205.l6~O6.l4(l개월)

l추진경과

Q 2Ol20515수습 및 보존처리의뢰요칭(문서번호 ’궁능문화재과-2279)

Q 2Ol205.l6수습 및 인수(1건l0점)

Q 2Ol20613보존처리 완료

Q 2012%.l4유물 인계(1건l0점)

l유물개요

1.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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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상태로 인등은 없으나 외부 환경에Q 노란섹 직물 바탕에 글씨를쓴 형패로 충해

해 바깥 표면부분에 번지층이 두꺼운상태임

Q내부에검정섹얼룩.빗물등으로인한물얼룩이 확인됨

Q글자 하단 부분에 구겨짐,주름진부분등이 여러부분에서 확인되는싱태임

“水”자 은제 유물

Q상량문 해포시제일 안쪽에서총 3점의 은저l유물이 발견됨

Q육각형 모양의앓은 은제품으로내부에6개의 “水”자가 음각됨

Q한쪽 표면은 무지갯빛이 나며,다른쪽은검은색 은제부식회합불이

2.

더 어 이으
iE lAA n .

3.부적 및종이심지

Q상량분 수습 후 바닥에 있던 부적이 같이수습되었으며상량문 해포 후 안쪽의 λl
n

지가 발견됨

Q부적은 점힌채건조한 상태로 수슴되었음

보존된 유물상태

1.상량문

Q 제젤 견직불〔?!!써돼붓〕

Q 크기 폭 94cm×길이 Ll28cln

두루마리를 펼치있으며표면에 번지가 축적되어

얼룩이 산재해 있음

등의물질이붙어

이 어 터
/이 λAL[두루마리 가장 바깥쪽으로 말려

변 ll4cm지점까지 겸정색

Q 부적의뒷면에 나무 펀(1l1-)

Q

이 으
λA口 ·

양호한 상테이나 빗물 등으로 인한 물얼룩비교적없이안쪽 부분은오염이나 충해9

이처음부터끝까지 직물 너비약36Cl11지점선 상에분포함

물에 의해부분이식서글자 하단쪽의확인되며중간 부분 잔주름이나 구김Q

얼룩지며주름진상태임

풀어져나온상태가확인됨

r1←

f;{
j:{?

푸서섬유 올이여러부분애서

!훌r 4;
4i aι χ휠 3l jε *p
혼 ia i;S흥 *g IX ι*Zf*rjb FK
** * 걱: :p j?p 뼈 짜 j훌 싸웅 ’I?
스 4i *t i: Ff 」한 검r ga ,2 上
*ε 펙ti* ;: AIa ,t j￥ 4* 찌R
*ι 3% 4a ·향 흥t 슴 ‘*: *L
*@ m jF 」k 」:
WI빼 흉 ***e
;*. R‘ iε 찌
f갑 4p 얘〉、룰
ii ￡3; ‘g7

/4강 R*

Q두루마리끝부분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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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水”자 은제 유물

Q 육각형모양의앓은은제품으로 내부에6개의 “水”자가음각됨

Q 한쪽표면은무지개빛이나며,다른 쪽은 검은색은제부식화합물이 덮여있음

톰빼훌훌l률
Kj훌jgj톨

[사진4213]즉조당출토은제유물처리전사진

3.부적과종이심지

Q 재질 부적-한지,두루마리심지-한지

Q 규격.부적-가로6cm×세로 15cm 심지-가로29cm×세로94cln

Q 부적은4번 접힌상태로 보관되었으며,전체가경화되어 펼칠 수없는상태임

Q 부적 전체에황변이 진행되었으며,충해에의한결손이생김

Q 붉은색염료로 쓰여진글씨의상태가 불안정하여 안료가 들떠있음

Q 두루마리심지는 말려있는 상테로 접힘및꺾임 이외에상태양호함

륨iii----
r三늑극른

s 도경

L - -「슨 른=======
ι

‘L →=를들

」는= ==」 」

「슨==r } T- --→루=훌를I

[사친4-214]부적-접혀있는 상태 [사진4-215]두루마리 심지

l보존처리 내용 및결과

1.상량문

1)처리전조사

Q상량문 직물의밀도,두께,섬유 재질둥을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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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날F즉

2)표면 이물질제거 및건식세척

Q표면 이물질을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1차제거함

등을 흡착하도록하여 건식 세척함미세 먼지Q지우게가루를이용하여

남은 이불질 및유울용 청소기를 이용하여Q표띤보호를 위해 망직물을올려놓은후 소형

지우게 가루 등을 제거하여건식세척완료함

-‘철

건식세척(左 붓을이용한세척.中 미세먼지를착.右:소형유물용청소기사용)[사진4-217]

3)형테 깎기

Q주름진부분과 직물경사와위사의 정펠상태를 바로 집음

;Z근 〈 닙 D 효 Z 프;?l 너 님
f「TT기- 딘r-「 「- 끼-디 니 -「고rQ물얼콕으로 인해주름진글자 하단식서부분 등은 흡습지에

에 대어눌러준후 간접가습하여주름을 펴는 직업을힘-

증류수를 도포한 후 흉습지로 눌러 주름을 펴서 형Q주름이심히-게 진부분은세필로 직접

태 고정함.

끝부분까지OHPFIlm,아크랄판을 덮고 문진을 올려전체적인 형태를보정함Q 처음부터

f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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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려 있는 끝부분의 풀어진 위사올을정리하고 소맥전분풀을 이용해경사위에 고정시킴

[사진4-219]형태 잡기-2(左 간접가습,中.직접 가습 右 전체형태고정)

4)마무리

Q 처리과정 및처리후 색차,실체현미경조사를 실시하여 상태를 기록하고사진촬영실시함

[사진4-220]상랑문 처리후사진

2.“水”자 은제 유물

l)처리전 조사

Q유물의크기와무게등을 조사하고PoπableXRF분석을 실시함

[표4-1이 즉조딩출토 은제유물 성운운석 결과

lG7gcps Llnear

DOO keV

[사진4-221]Portab|eXRF운석사진 및그래프

4D OOh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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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물질제거

Q 에틸알코올로 표면을 세척한 후 유물의 표변에 생성된 부식화합물은 카올린을 면봉에

묻혀제거함

··水··자 문양사이에 남아있는 부식화합물은스카펠과 소도구를 이용하여제거함Q

3)깅화처리

Q아크릴수지인ParabidB-722096(lnXylene)용액에침적하여강화.

혔팩

4)마무리

Q처리과정 및 처리 후무게를 기록하고사진촬영 실시함

훨뽑훨혔혔훨
즉조당출토 은제유물 처리후사진(전,후면)

펼칠 수없는싱-테이므로,시약병에 정제수를 적신 솜을넣어 용기에

후습기를 주어경화된유뜰에 유띤성을갖도록한 다음 펼침

f89

[사진4-223]

3.부적과종이심지

l)처리전 조사

Q유불이 경화되어

담아 밀폐시킨



|덕수궁흑죠당수EL뾰써 :*훌Ill--ll·-

[사진4-224]유울에습기를 주어유연성을갖도록할

Q 유물의 크기,두께 및무게 등유물의물성을 측정함

드극k{ 츠등짜{
εE C〉 -「 C그

2)표면이물질제거 빛세척

Q표떤이물질을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제거함

Q붉은섹 안료의번짐테스트 결과에따라2%농도의아교를3회에걸처안료위에덧

칠하여 안료를 안정화시컴

Q정제수를 이용한습식세척(스프레이법)실시

|훌;ij

똥틀違편l

lll·-ι‘밸 ‘f---

-- ;날를 」l훌폐
[사진4-226]건식세척과붉은색 안료 안정화 작업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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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원 및처리

Q부적 유물의섹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복원지를 선택하고 진연염색으로 고섹 처리

하여 결손부 메우고물배접하여 건조함

Q두루마리심지의주름 및꺾인부분은모두 펴고물배접하에건조함

[사진4-227]유물결손부의메움작업

4)마무리

Q처리과정 및처리 후무게를기록하고사진촬영 실시함

?『
껴

i -ii

[사진4-228]즉조당출토지류유물처리후사진(左’부적,右:심지)

.유물 포장 및 인계 상황

Q종이 심지를 넣고 수자 은제 유물을 원래의 자리에 둔 후 해포전 상태로 두루마리 형태

로 말고 개별 포장된 부적을 넣고 중성지에 포장한 후 에스칼필름(esc이film)을 이용하여

sealing처리함,

Q보존처리완료된상량문을원래인치되었던자리에재안치하기위해유물인계함

Q상량문을 포장할 수 있는 150cm〉〈l5Oclll크기의 명주보자기를 만들어 처리된유물과 함께

인계함

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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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29]상량문포장(左:은제유물을놓고말O}풀음.右:sea|ing처리)

나.상랑식

상량식은그동안공사를무사히진행한것에감사드리고마지막작업도무사히치르도록천지

신멍이니부처님에게고하는 의식이다 이때상량문을써서종도리하부장여에싱량함을만들어

보관하게된다 상량문은해당건물이언제,어떻게,누구에의해건축되고수리되어현재까지이

르렀는지를알려주는 건물의이랙서이다

즉조딩-상량식은2Ol2년06월15일에즉조당현장에서이루어졌다 상량식에는즉조당공사관

계자들이참석하였다 상량식 내용은 다음과같다

l상량식

·일 자 2Ol2년06월 15일

·장 소 즉조당 공사 현장

.참석자

-문화재청문화재과 이지}서,김태영

-덕수궁관리사무소 박정싱-,민경배

-시공사 :안준희,오현민

人}atA| -1
c:〉C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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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32]상량문안치 人}己t특프 료EOl
C그 C그 」」

해체공사 중에수습된기존상량문은보존처리과정을거쳐밀봉하여원위치에다시상량하였

다 금회수리공사에대한내용은새로운상량문을작성하여기존상량문과함께넣기로하였다

새로직성된상링-문은즉조당의이력과중건에대한기록을간략하게기술하고이번수리공사

에대한공시개요와공사관계자를기록하였다 새로작성한상량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홈nFF堂 修理 上擺文

rstl,i?lI;;’은 |띠jMrlk장의 형 jj川人μ의 칩이었으냐 τ‘lK{잦亂이끌냐고 파|j상으효

폴야온 ]‘〔피ll샤궁웰이율에 랴고 없어셔임시료이곳을 1퍼1윌료 성하고피:피[l26년

(1S93년)뷰러낀으효샤용하였으며,YGnJJl이즉위3년(l6l1년)에이곳을떤젠까으

효 고쳐 플렸다.

l623년f페l[는G|1lYl:파과 {ll찌|lrE얀을냥기고냐머지건물들을옛쥬언에게폴려

쥬거냐없애버렸으냐l897년l돼죄〈이러시아공샤관에셔이곳으료덴1월를옮기연셔?;v

l써다윤 젠각을 갖추었다.

1%4년은 화새료 대뷰관의h많|써이상Et되었으냐l%5년 什때l덴,j설-따,llk펀tb앉

등을rE￡lf하였고,l897년뷰러l907년까지시l함땀|양l의 l까낀으효샤용하였으며,1907

년힘E;〈이이곳에셔E|jfi하고|l1땀?;ll’으효修때l하면서뭔j;i;의j펀늪를빈다는뜻으효

?;,/1l암를 t&!듬잠;파으료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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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lj|Yl:강은 IEIfii7칸,MORt|4칸의 AfF저풍의 건융효 {l핑휠:;파!’의 n훌;h썼。l다.王l호俊

뽑L이후 폴야온됨페Il까 임시융월료샤용하였으며,l623년仁까l까이곳에셔 띔|j位한

뒤 셈]I까랜이랴 블리었다.l897년 담宗이 끓·j휠젠으효 옮겨온 뒤1902년 L|그께l般이않

파-펼때까지tlEb많으료샤용되었으며,l904년화재휴장은해에IIi:￡IE하였고이후오

랜세뭘을거치는동얀저융기와가老杓되고j훼水되어隊木등木部셔가)쩌EU!되는

등原形 FRYF에 심각한 영향이 았어 kl|i{|εI:뭘흘 츄진하제 되었다.

슈리공샤중좌측에서뷰러5번째한상뷰의종도리장여에셔발견된 上梁-X;어l

의하연 팀|1l짜堂은ii페|1까 낀을열었던곳이며,仁페까 E1]位하고 仁팽王lE까계셨으

며,太di꾀해;國을열었던곳으료 ‘光패8년(1904년)IF辰3월(양력S뭘l4일)끼]|l칸’

에」二찢하였고,ll二}llull人l고|lI|il팽l쌓싸太夫댄效필}젠’j조ftLl;泰l;pj원|5金때l따l이울을

젓고從 -ll피!상씨싸j〈太Fl/1시1fJ人|;!|핸;|f폐}|쩍勳二떻 |;」|웹內l핸이을씨를썼음이확인

되었다.

발견된-|;fWfX-은 표존처리하여오자리에다시쉰잦하였으며,옴회덤|jlrFtt에

대한f|찢l!내용을당은[E(1%-l」씻JZ을작성,임|j|YF파上씻文과함께키i꽃하。1f윷孫들

에게 光人들의 유슈한 Xfl;와附!lil|l을 기흑으료 젠한다.

F니紀 2Ol2〈下 6꺼 lS|=l

O I 事 漸 要

-즉죠당슈리

.x1풍해체후뷰석된목뷰채등을교체하고벤와슈랴

·젠반젝언딴챙공샤(묘료단챙슈리)

-공샤내용

·목공샤 :일반재6,860才,특슈재433才

·지풍공샤 :암키와4,6S94갖(대와),슈키와2,233{맛(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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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막새202俠,슈막새 2CO收,망와l이잣

-I 事 金願 :|행l렐 Sl9,260100원 {긍 l,93l돈(l폰=237,m0원)}

O工 事期 間 :2Ol2년 03뭘 l4얼 ~2Ol2년 9뭘 09일

O 文 化 財 廳 關 係 者

X 化 l!4 廳 I등-

j〈;fk ll4 gtf;까 j풋

j〔化 !!41핀 lljl|1)j곳

/;l/|껏 文 化 !!4 딩4-j중

앙 쉰 ;l;l,’깐;Ul|所 l풋-

Fl|i fl갖 擔 lrt

/‘、 E하
」lt llμl

끼、 ll lftj

」lζ ll |X

[ ’ji l값‘ 7펙 l|1’ b파갖jI‘fi-

4;|、삿 4섰

YEfjf杰

*|、止 4‘|l

李 l|끊f폐

金 j;S치5

b따設lj나’진|]’

O 諸 問 委 員

j〔 化 !!4 꽃 ti

|〕ii)jLfh!!4갖 j=i

金 |1bLQ;

fi싸 l끊,7f싸 f폐

암막새 202校. 수막새 200故, 망와 10故

- 王 事 金 額 : 國費 519,2的,000원 {금 1,9社돈(1돈=237,000원)}

? 그: 事 期 間 : 2012년 03월 14일 - 2012년 9월 09일

0 文化 財 廳 關係 者

文 化 財 廳 長

文化 財 廳 次 長

文化 財活用 局長

宮陸 文化 財 課 長

德 壽 宮 管理 所長

補 修 擔 當 施設事務官

金 讚

金昌俊

朴榮根

S 伊 泰

朴 正 相

季 載 端

I： 事 監 督 官 施設主事 金泰榮

0 譜 問 委 員

文化 財 委員

前) 文 化 財 委 員

金 晶 東

金 東 賢, 手 供 滿

0 施I關係 者

有)推心綠合建設

現 場 所 長

現 場 管理

都 片 手

代 表 染漢哲

安 俊 照( 文化財修理技術者 第 878號)

(大木手 第 1375號) 辛 政 換

副 片 喜至永

(關瓦瓦:T 第 1274號)

(韓式美g王 第 46기號》

(書]: 第 3778號》

(小木手 第 4909號)

(保存科學 第 器&4號)

辛康壽

金 明 濟

韓 文 深

瓦 王片手

美 匠片手

丹靑片 手

窓 戶片手

保存 處 理

金 g 長

嚴太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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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붕 수리공사

지붕공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기와는기존의것을 최대한재사용하고파손,풍화되어 사용이 불가한것은신재로 보충한다

·보충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제작한다

·문화재수리용기와의품질(강도,흡수율)은KS기와에 따른다.

·기와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협의하여 제작,사용한다

·망와‘용두 등장식기와는기존 위치에 정확히설치한다

·보토 및강회다짐은잘 다지고충분한양생기간을 가진다

기와 공사의순서는 적심설치 → 강회 피우기→ 보토다짐 → 강회다짐→ 양생 → 기와나누

기→ 암막새잇기 → 암키와잇기→ 수막새잇기→ 수키와잇기→ 마루기와잇기→ 장식기와 설

치→ 청소의순으로 이루어졌다

가 기와 제작과 품질검사

공사 전 지붕 기와 조시-에서는 정면과 양측면은 대와가 주로 시용되고 배면은 대와와 중와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새의경우는 암막새 총5종류,수막새 총9종류가 조사되었으

며망와 한 종류로 암막세를 뒤집어사용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을 받아 기와의 크기와 문양을 최종 선정하였다

막새는 해체공시-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와 중가장 많이 사용되고 원형에 가까운것으로

판단되는 기와를 새로 제작하는 기와의 원형으로 선정하였다 암막새는용문엠분류 A용-l(구)),

수막새는 봉황문양(분류 가봉황-1(구))를 선정하였다

망와는 암키와를 뒤집어 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모두 새로 제작하여교체하도록 하였다 망와

의모양은 준명딩-과동일한 형태로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표4-11]기와교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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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교체수량과 비율은 최초 수리설제에서전체의90%를 계획하였다 기와를 해체하여 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체 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바닥기와는 85%신재로 교체하였고 막새기와는

80%를 새로제작하여 교체하였다 각기와벨최종 교체수량과 비율은다음과 같다

보충되는 기와는 고령기와에 주문 제작하였다 막새와 망와는 목제 형틀을제작하고 샘플기와

를 만들어 감독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암키와와 수키와는 한식기와 대와를 제작하에

사용하였다

[사진4-234]암막새 목형 제작

수막새 목형 제작

[사진4-238]망와목형제작

l
[사진4-235]형틀로찍어낸암막새

형틀로 찍어낸 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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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40]기와 제작 [사진4-241]기와건조

제작한 샘플기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품질검사를 의뢰하였다 품질검사결과를 문화재

시방서의품질검사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다

[표4-12]기와품질시험결과

주)1N/m’=0.102k9f/띠’

휩강도 ·5,072N/cm’=5,072×0.102=51734kg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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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기와인 용두는 총6개 중 북동쪽 내림마루 용두는 새로 제작하여 시용하고 나머지 5개는

수지처리하여재사용하기로 하였다

새로 제작하는 용두는 무산조형에 제작의뢰 하였다 해체하여 보관중인 용두를 윈형으로 형틀

을 제작하여기존용두와동일한 형태및재질이되도록하였다

[사진4-242]용두석고뜨기

나.누리개,적심 설치

적심재를 섣치하기 전에 부띤뒷뿌리와서까래뒷뿌리가들리지 않도록 누리개를설치하고 쇠

못으로 고정하였다 누리개는기존에사용된누리개를 해체하여보관하였다가그대로재사용하였다

적심재는 이번 수리공사로 인해 교체된 연목,부연,개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으며,해체하

며 니온 적심의 일부도 재사용하였다 설치된 적심 두께는 평균 15Omm이고 사용된 꼭재는 1332

nf(약4,OOO재)가 소요되었다.

다.보토,강회다짐

[사진4-245]적심재설치

적심을채운후 지붕에보토다짐을하였다 보토다짐의두께는 평균 loonlnl로지봉곡에 맞추어

고르게 펴서 밀실하게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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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회다짐은누수방지와기와의침하를방지하기위하여보토위에시공하게된다 공사전미

리현장에서강회를피워두었다 마사토를웅덩이처럼파서가운데강회를부어넣고물을조금씩

부어주변연기가 나면서 고운 분말이되는데 이를 건식소화법이라한다 현장에서는미리시간을

가지고강회를피위충분히소화될수있도록했다 소화된생석회와약간의모래와진흙을섞어

반죽하여보토 위에얹어넓게 펴서 발랐다

강회다짐은평균loonlm두께로다짐을하였다 강회다짐위에기와를깔기때문에자연스러운

지붕콕이나올수 있도록 주의를기울이며시공하였다 강회다짐후충분히 양생기간을두었다

양생되띤서강회다짐이 말라서 갈라진 부분은 강회로 다시메워서 수리하였다

깥숲틀=4껴안감、-
등g흘F 4lr

7;k -T-jfr

[사진4-247]보토깔기 2

[사진4-249]보토채우기후지붕

[사진4-250]강회다짐 [사진4-251]강회다짐두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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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l
사진4-253l강회다짐완료 후지뭉

라.기와잇기

강회다짐이충분히 양생된 후본격적으로기와잇기 공사를시작하였다 기와 공사시하중이 펀

종되지 않도록 미리군데군데기와를쌓아올려놓았다

강회다짐위에새우흙을깔고 암막새기와부터시작하여 용마루 방향으로 기와를이었다 처마

끝에 놓이는 받침장은 연암에서 기와 길이의 1/3이하로 내밀어 놓고 그 위에 암막새를 얹었다

암막세에는동션을 연결하고 동선 끝은와정에감아 바닥에 박아 단단히고정하였다 막새기와가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와정은 기존에 사용된 와정을 해체시 수습하여 동일한

형테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즉조당의 바닥기와는 25겹을 기준으로 깔았으띠 일부 지붕 곡에

따라조긍씩조절하였다

암팍세를 고정한 후지붕골을 반듯하게잡기 위해 처마와 용마루 사이에줄을 띄어놓고 암키

와룹 잇기 시작하였다 지붕골과 골사이의 암키와는 거의틈이없도록 붙여쌓았다

암키와 잇기가 완료된 후 암키와와 암키와가 맞댄 사이에 홍두께 흙을 올리고 수막새부터 시

작하여수키와를깔았다 수막새도 언강에동선을 연결하고 와정에 동선을 감아바닥에 고정하였

다 홍두께흙은수키와안쪽에충분히넣어 밀착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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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56]암키와잇기완료후

v ‘ ,

,

- , 、 . ‘

[사진4260]수키와잇기-1 [사진4-261]수키와잇기-2

헤체시 4:습히여재시용히는 막세기외는 암막새,수딱새 모두 양쪽합각지봉에 시용히였다.재사용

된 암막새는새로제작된 막새의 원형으로사용된기왜암막새 A용-l(구),수막새 가.봉황-l(구))

를 사용하였다 재사용하는 암키와와수키오F는용마루와내럼마루에마루기와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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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7]기와재사용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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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루기와잇기

즉조당의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를 설치하고적세는암기와를5단으로쌓았으며,추녀마루와내

림마루는 착고를 설치하고 적새는 암기와를3단으로쌓아 시공하였다 착고는착고기와를 제작하

여 사용하였으며,수키와 높이에 맞춰 비스듬히 세워 대고내부에는 알매흙을 빈틈없이 채워다

졌다 부고는수키와를옆으로 세워쌓아설치하였다 부고사이에도 알매흙을 빈틈없이채워넣

었다 적새의 암기와 사이에는 흙을 깔아기와가 잘 부착되도록 쌓았다 적세 위에 수키와를 눔

혀쌓아 마루기와 쌓기를 마무리 하였다 내림마루와귀마루 끝은 제작한망와를 설치하였고,재

사용하는수막새를 옆으로 세워 머거불로 사용하였다 망와와 머거불사이는 와구토로 마감하였

다

[사진4-268]기와잊기완료된지뭉-1 [사진4-269]기와잇기완료된 지뭉-2

바.장식기와 설치

즉조당의 용두는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마루에 2곳,내림마루 끝에 4곳이다 기술자

문회의를 통해 총6개의 용두 중 파손이 섬한 1개는 새로 제작하고 나머지5개는 모두 수지처리

하여 재사용하도록 하였다 새로 제작하는 용두는 기존 용두를 참고하여 무산조형에 제작의뢰를

하였다 나머지5개의용두는 공사 일정에 맞추어 미리수지처리를 하여수리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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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의보존처리는다음과같은순서로작엽하였다

·시공전파손상태,파손조각등을변밀히관찰한후사진및기록으로보관한다

·파손된접착부분의습기및먼지를제거하기위하여토치램프로약간의열을가해완전히

건조시킨다

·접착하기전부드러운플라스틱양모솔로30~5OK의콤프레셔에어압팩으로불어가며깨끗

이 칭소한다

·접착면에는침투성이강한저점도의에폭시수지(L-30)계열에약간의틸-크(Talc)와색소를혼

합하여접착띤에골고루 칠한다

·접착띤이톰새가있을경우에는에폭시수지계열(427-1,2)이완전건조시키고미세입자전토

와고점도로혼합하여약간의살을붙인후접착한다 이때,톰새에공간이생기면결로및

동파의원인이되므로완전밀폐하여공간이생기지않도록섬세하게시공하여야한다

·접착후완전히건조를시킨다음안쪽크렉부분에는양쪽으로2On1m이상으로살을붙여서

크렉부분이힘을지탱할수있도록견고하게보강접합한다

·용두에조각이훼손된부분은윈형을표본으로삼아이칠감이나지않도록조각처리한다

·조각처리후,결로및갤빙현싱을 방지하기위하여발수경화제(DW{)에약간의안료를혼

합하여이질감이나지않게붓칠하여마감한다

J.

l ?戀轉繼뿔藝 ;|
[사진4-270]해체한용두

[사진4-272]

[사진4-271]파손된용두

a←$＼5.“-- -
[시진4-273]용두 수지처리-2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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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74]채색용안료 수지처리된 용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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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처리 후 용두[사진4-277]

하/

[사진4-276]

수지처리 후 용두[사진4-279]

l , 一 f

L 쇼￡‘ ι
” ι 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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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ι

- --ar 二

[사진4-281]수지처리후용두

수지처리 전 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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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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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처리와 제작이완료된용두는각각의제자리에 설치하였다 용두하부에흙을깔아용두를

올리고 동선을 연결한 쇠못을 박고 용두를 동선으로 감아 단단히 고정하였다 강회로 용두와 지

붕마루가만나는 부분을 잘메워 마감하였다

[사친4-284]설치완료된용두(동쪽 용마루)

2-7.수장공사

가 반자틀,반자 수리

[사진4-283]용두 설치-2

[사진4-285]설치완료된용두(남동쪽내림마루)

대청에설치된 우물반자는 반자청판을 모두 해체하여 면딱기 후재설치하고 단청를 새로 칠하

여 마감하였다

온돌방의하부반자는 벽체와 문인방에 맞닿는 부분의 반자틀은 변형되고 이격된것이 많아 교

체하였다 상부에깔아 놓은 널은 방법설비를 설치하기 위해해체하여 보관하였다가 공사 후 모

두 재설치하였다 온돌망상부반자는 반자를이일부 부러지고 망실되어신재로 교세하였다 도리

와 보에 맞닿는반자틀은 직접도리와 보에 고정하지 않고 시-이에 쐐기를 넣어고정하는 방식으

로 설치하였다

가퇴의 반자는 기존 반자틀에 천장지를 발라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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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86]상부반자틀수리-1

[사진4-288]하부반자틀수리 [사진4-289]

나.도배공사

즉조당의 벽체는 창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회사벽 위에 벽지로 마감되어 있다 천장의 경우

도망은 모두반자위에천장지 마감되어 있었다 방바닥은 기름 먹인힌식장판지로되어 있었다

즉조당의 벽지,천장지,징-판지는 모두 오래되고 퇴락하여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습기

와누수로표띤이일어나있는상태로모두 새로 도배가 펼요하였다

대청을중심으로좌·우측 방은 기존대로 기둥과 일부 문툴을 제외하고 모두 벽지로 도배하였

다 도배는 초별,재벌,정별바름 하였다 기존 벽지와 천장지를 모두 떼어내고 표면을 깨끗히-게

정리한 후 도배를 하였다 벽체와 천장은 같은 재질의 종이로도배하였다

벽체의초배는 모서리와 목재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꼼꼼히풀칠하여붙이고 정배는 겹치는부

분이 보기좋게 일정한 두께로 맞추어 도배하였다 칭호의 문얼굴을이루는상인방과하인방,문

선까지 덮이게하여 벽과 인방과문선의경계가 보이않도록 하였다 벽과 문얼굴의틈을 감싸게

함으로써 틈새가 생겨도 외풍을 막을수 있게하였다

마루와가퇴에 접하는 외벽은수리전에는 종이로 도배가 되어 있었으나 수리공사에서는 벽지

를 바르지 않았다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벽체를 모두 미장하여 수리하고 단청을 칠하여 마감하

였다

천장은 벽체와 동일한 벽지로 초배,재배를 하고 정벌하였다 창호외 수직이 되게 보방향으로

길게 바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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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292]도배후 벽체(서측온돌밤)

[사진4-294]천장지 바르기-1

[사진4-296]도배전 천장(수지전)

‘fl
＼

느聽il
//-llFl-----

[시진4-291]도배후벽처|(동측 온돌방)

- -‘l··’’‘g펴i

[사진4-295]천장지 바르기-2

[사진4-297]도배후 천장(동측 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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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은 기존장판지를 제거하고 표면을깨끗이청소하여잘 건조 시킨후도배하였다 벽,

천장과 동일하게 초벌과 재벌을 붙임한 후 장판지를 붙였다 바닥 크기를 정확히실측하여 분할

할크기를 정하고장판지를재단하였다 장판지에는풀을먹이고겹쳐두고일정시간경과후도

배하였다 장판지의이음매는5Omm로일정하게겹처서발라보기좋게하였다

[사진4-298]잠판지 바르기-1

펄-했?$훌뿔 l
--‘ai

[사진4-299]잠판지바르기-2

도배 전 바닥 [사진4-301]도배후 바닥

2-8.미장공사

가 지붕 합각벽 설치

기존에는 판대공과 연목사이를 전벽돌과 흙으로 대충 쌓아 막아 놓은 것을 해체하고 줄눈을

맞추어 붉은 벽돌을 쌓았다 외부공기가 안쪽으로들어가지 않도록빈틈없이모르타르로사춤하

였다

합각부의바탕벽은기존과동일하게종도리버팀목을중심으로좌우에암키와와편을흙과함

께총츰히쌓아올렀다 수리전의바당벽에는마감이 없었으나수리공사에서는바당벽에강회모

르타르를 발라마감처리하였다

바탕벽이 잘 건조된 후 전벽돌과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합각벽을 쌓았다 전돌과 붉은 벽돌은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현장에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재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동일한 재질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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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벽돌을구하여보충하였다

기존에 변형되고 간략화 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도안을 변경하였다 문자는 동쪽 합각벽은

‘{F·자로 도안하고‘서쪽 합각벽은 ‘ll냐’자를새로이도안하여 사용하였다 문자 바깥쪽의 합

각벽도 전통문양을 도안하여 전벽돌로 쌓아올렀다 완성된 합각벽은 강회모르타르로 줍눈바름하

여 완성하였다

[사진4-307]합각벽(서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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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벽체 미장

수리 전즉조당 퇴칸의내부 벽체는모두 흙벽 위에 벽지로 마감이되어있었다 수리공사에서

는벽지를제거하고회벽미장하여긋기 단청으로 마감하였다 마루를깔고 창호를 달았으나 실제

는 건물의외벽에 해당한다 인접한 준명당의 경우도 2010년 수리공사에서 벽지로 마감된퇴칸의

벽체를 모두 회벽미장하고 단청을 하였다 즉조당도 이에 준하여 퇴칸의 벽체는 모두 벽지에서

회벽미장후 단칭을 칠하였다

[사진4-308]

벽체 채색

2-9.창호공사

가.창호제작

[사진4-311]수리된벽체

즉조딩-칭호 중 외부 장호는 오랜 시간 외기에 노출되면서 단청이 퇴색되고 부식 및 변형이

되어 교체가 이루어 졌다 내부 칭-호 중 영창,흑칭-,갑칭-은 창호지가 떨어져 나가고 파손된 것

은교체하거나수리하였다

교체되는 창호는 위치를 표기하고 모두 떼어내 조사 및크기를 실측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바

탕으로새로제작되는 창호는기존칭호와동일한재질과크기로제작하였다

교체된 창호는 낭쪽 전면 퇴칸의 세살청판분합 2짝과 만살칭판분합3짝이교체되었고 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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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었

온돌방에 설치된 영장,

교체되었다 부식이

설치된 만살단분합 22짝‘쌍창4짝이

다 외부에 설치된 만살단분합문은 총 36짝 중22짝이 61%가 교체되었다

흑창‘갑창은 모두 교체하였다 창호는 쌍영창 16쩍-,흑창 l6짝,갑창l6짝이

남쪽,동쪽‘북쪽 퇴칸과 가퇴에세살단분합 4짝.

목재는 잘사용된재사용 하였다 창호채작에심한 칭-호칠불은 교체하고 일부는 녹을 제거하여

I · I l1
-- - l
l· l I

l · l l
l l l I1

· l l I1
l·· l - - -

· l l l
· l · l

· · l l

· l l ·l
l- - --
-- - - -
ll · l ·
ll · l l··

I- - - l l ·l톨톨S
l· l - -
- - - - l

- -- · l
- - - - -

l때; 」a;;i!에%김,!-i;;;3;i;훨F쉰S
i“ 에야;- -‘;·‘*--￥;i?l ;x」,,’;‘「ij;;F’

[사진4-313]제작된 창호(세살문)

건조된국내산 육송을사용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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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314]제작된창호(만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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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교체칭호현황

I=릎」土1-- L」

[도면4-9]창호 교체 안내도-2(영칭,흑창.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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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흩률을i즐검

튿는슨캠

·I 갱밑훌--「←」 - i ·-‘4--g굉Ir:;it증효 :εSI

톨했FI」흩jl?솥누쇄톨; 룹 편혈뿔캡
[시진4-318]수리된 창호(만살단분합문)

1fjL캡(4!
l‘” ιl

[사진4-319]수리된 창호(강장 흑칭)

나 창호지 바르기

즉조당의칭호의칭호지와내부 맹장지는회손및퇴락이심하여모두새로교체하였다 칭-호

표띤을물걸레로종이외-먼지를깨끗이닦아내고창호와창호지에풀을발라팽팽하게칭호지를

붙였다 맹장지는초벨‘재벌바름하고 벅지와동일한재질의종이로바콤하였다

[사진4-320]창호지 떼어내기 [사진4-321]교체된 창호지 칭호

2-10.난간공사

즉조당의북측‘동측의가퇴에는가퇴기둥과하인방이만나는부분과가퇴의모서리에 ‘lll‘

문양으로투각한면판을붙여장식하였다 만나는부분의이음새를가리고틈이벌어지지않도록

보강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지상과가깝게설치되어우수와습기에부식이심하여총9개중7

개를새로제작하여교체하고2개는수리하여재설치하였다

북쪽의난간의경우는각부재의이음새마다면판을부착하여보강하였는데총6가지종류의

면판이시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난간의보강연판은칠이뱃저지고부식이심하여제거하고모

두 새로 제작하여 교체히였다

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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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4-14]난간보강면판교처|현황

사 진 위치

보강면판-A

보강면판-B

보강면판-C

보강면판-D

보강면판-E

보강면판-F

L醫훌|가퇴 하인방

난간

난간

난간

騙塵 난간

딸탤웰 난간

[사진4-322]즉조당 난간-1

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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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된 보강면판 -1

총수량 교채수량 교체비율

9 6 67%

18 18 100%

18 18 100%

2 2 100%

4 4 100%

2 2 100%

[사진4-323]즉조당 난간 -2

[사진4-325]수리한보강면판(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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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청문양 해설

다음은 색상멍,기본적인문양종류를 참고니-열하였다

[표4-15]단정의 색상

l문양해설

·먹기화 문양과문양사이를구분하여아름답고 돋보이게하기 위하여 넣는 가는선

·시분 꽂의 테두리나문양에음영을구분하기 위하여 가늘게 넣는 백선

·먹당기 :머리초 둥의 문양에 처음과 끝 또는 단독문양의 갓둘레에 약 l.4CI1]이상의 굵은

먹선

·섹긋기:매기같은 데에상단에는 뇌콕바탕을두고하단에는양녹도채 후 종잉에 먹과 백색

으로 선을 긋는 것과계풍에 뇌록,장단,군칭 등 바탕색 도채 후니 계풍에무늬 및금문을

넣은 후상 하로 먹,분,양녹으로 평행선을 긋는것 또한,주두,소로,판벽등에 뇌록,군

청,토육색 등을 도치}한 후외곽으로먹,분,장단,삼청등으로 형태대로 긋는것

·육색 색긋기 부재 배면에육색도채 후 다자.주흥 분선으로 형테대로긋는 것

·휘 :머리초가 형성된 후 계풍 방향으로 물결무늬를 나타내는 것(현장용어는 ‘휘다리’라고

힘-)

·늘휘 늘어진 형태의모양의휘

·인휘 늘휘보다는 짜임새가있는 人자형 휘

·방석초 육섹주회를 앉힌후둘레에4-6개의골팽이를 넣은 후장단딱지와삼색항아리를넣고

하엽공터와%딱실과황실로 형성힌것 게핀부재에는먹당기를추가하떤문양이마무리됨

·주화머리초 ;머리초주문양이방석초로 형성된 것

·반주화머리초:주화머리초를 수직으로 반을나눈 형태의 주문양

·녹화초 골팽이가 연화 및주화를 대신하여문양의중심을 형성한 초(골팽이를 문양의 중심

으로 하고외곽에실을 형성한후 휘를 넣기도함)

·계풍 도리 및칭-방 둥부재 양쪽에 머리초 문양을 넣은후 중앙 쪽에 1/3정도의 공간 모

로 딘청에서는 뇌록바탕에상·하로 양녹색 긋기를 하고 얼금단칭 금단청에서는 무늬 및금

초문양을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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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 계풍은주문양의마무리중앙쪽이띤‘뒷목은부제끝문양이시작되는직휘부분의

백 외부 모로단청에서는 주로 뇌록바탕으로하고 내부단칭에서는 주로 군청으로 한다 부연,

- 「

- ι -

。

띤목에서는 머리초이후난은뒤쪽 공백

·앞목 부연과 연목에서 하엽및 양녹실이 시작되는부분 앞쪽 공백이없음

끝부분딴조금 보이는 겹꽃,파련초 마

이빛으로 넣으며,반젤림은 인

길상문이다

또는 군청으로 늘휘

평띤 떤화도에 꽃잎과 꽃잎 사이

디마디 사이의 골짜기에 피는 꽃봉모양 휘처럼

휘문양과 같이 한쪽으로만 이빛이 들어가는것

·여의두문;소의코모양짙고 영지버섯을 상징하는 여의문(4l1피泌‘

·쇠칩 마지막 휘를 넣고 삼색항아리나 쇠코문을 넣은 후 하엽

양옆에

골짜기에

ji며1
-4- 7:

·배주기

허 시 으
。 「 E

갖춘것 삼색항아리나쇠코문이안들어가도 쇠칩이라고도 함

·민주점 장단딱지,삼색항아리,석간주및각항아리위쪽으로 백색물방울모양의흰점

·매화점 먹 또는 장단바팅에중앙에꽃수술을상징하는백색점을찍고그주위로 매화의

꽃잎형테인여섯 개의 백색점을찍는것

즉 입띤 연꽃을 육섹이나 장단육색으로 그리고

측면 연꽃 쪽으로 삼청번화를 넣어 꽃에

·머리초 단청할 부재를수직으로 세워 놓았을때 1/5-l/3정도주문양을그러는 것 인체의 마

리부분 연상,문양의형태에 따라 맹칭을다르게 붙임

·얀화머리초 l껴리초 중심부가 떤화문인 것

위쪽으로 횡섹 석류동을 앉힌 후 석류동에서
E 。

E E

후측 연꽃쪽까지 양녹골팽이넣고 석간주항아리부터집고 식류동 위쪽으로 석간주항아리를

를넣은후곧팽이와골팽이사이에징단딱지와삼색항아리로마감하고그둘레로하엽공터

외-잉:녹싣 횡시로 주문음 이룬 것

·병머리초 낙은동머리초문양을그린후낙은동머리초문양을평행선으로반등분하여상·

히로배치히고 실을헝성하였을때 실의형태가 호로병모양으로나타나는것 머리초주문

잉:이 헝성된 곳에는 온(ι)바탕이라하고 머리초 주문양이 반등분으로 형성된 곳에는 반바탕

이라고하며 공필단칭에서는온바탕공터는하엽공터,반바탕공터는 군청으로 메움

길상도안

형성한 후 양녹 이빛

모양이며인동딩초라고도 하는

여섯 잎에 장단 이빚연화를

·파련초 초엽무늬로덩굴형태

·평떤회초 :황방을 넣고 둘레초 배주기를

넣고 난은 공백은 먹공터로떼움 띤목 마구리에 사용힘-

부재 배면에육색 색긋기를 말함. x1-효리
o iE 디

꽃수술을상징하는황색의1상울 모양·횡-땅울 ;펑언화나 주화중앙에

곡선문양에골짜기를 만드는 곳·오금 골팽이.휘‘실‘주화등의

황방울을 앉히고 방울둘레로 꽃의 갓변이오긍이된 네개의육객꽃잎

입띤연꽃위에떤밥대신 황섹으로 석류형상을문양화 한것

·육섹주회-

.3i-L새λ-1EEL
。 「 「 π 。

·파런화

2I9

연꽃보다 더욱짜임새 있고화려하게 하는문양

백색으로그런보상화 문양

그l
7;버선모양의

·태평화 먹 바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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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동 위에 석간주와 다자로 그린뚜껑이 있는항아리문양·석간주항아리

말하일 때는 하엽골팽이까지녹골팽이·골팽이(곱팽이) 덩굴줄기가 나선형으로 말린문양

며 삼청,장단골팽이일때는각각 이빛까지 말한다

넣거나 휘 마지막 골에 쇠코문과

벙행해서 넣는다 안쪽으로부터장단,황,양녹으로채색한다

·실 주문양외곽에걸쳐공터를형성케하여주문양을돋보이게하며문양의시작과마무리

및 타문양과 연결해주는것 양녹실과 황실을주로사용하는 약 15mm의 색대

골에역할과 같으므로 중앙 골팽이·삼색항아리 장단딱지

·공터 문양과문양사이에여백이나골팽이와실의여백을하엽,군청,석간주등으로메우는

것

·갈비공터 인체의 갈비뼈형테인 곡선으로 양녹실을 갈남은여벡우에머리초 주문양좌

공터는갈비공터라 함비라하며

도리,칭방 둥부재 끝에서부터 약1OCI11정도의 뇌록바당을 남기고 먹당기,황실,·장단직휘

직선색대를 말하며 양녹실,황실

직선 및주는 넓이가3cm이상의

주홍을 넣은 약4CI11정도의

순서를넣은 후기본 머리초를 형성함

·질림 머리초의골맺이문양이후 문양과문양을연결해

양녹실을 넣은 후 주홍,장단,

독선섹대

·초빛 분양을 첫 번째로 연한섹상으로채화하는것

·이빛 문양에 입체적인효과를 주기 위하여 같은 색 제열의짙은색으로 초빛안쪽으로채

색하는것

이빛채화하는 수법으로더욱 입체적 효과른내는것.. 人Li11
E1 7:

·육섹휘 육섹 초빛에 주홍 이빛을넣은것

·심-청휘 삼청 초빛에군청 이빛을넣은것

·황섹휘 황섹 초빛에장단 이빛을넣은 것

양녹 초빛에하엽 이빛을넣은 것·양녹휘

석간주 초빛에 다자 이빛을 넣은것·석간주휘

좌 우의한쌍의 골팽이를 말한다·온골팽이

·육색연화 육섹 초빛에주홍 이빛을넣은 연꽃

·장단연화 장단 초빛에주홍 이빛을 넣은 연꽃

꽃수술을 상징하는 횡섹의 방울 모양

곡선문양에골짜기를 만드는 곳

중앙에

주화 등의

·황방울:평떤화나 주화

·오금 골팽이,휘,실‘

육섹꽃잎

입면 연꽃 위에 연맙대신 황색으로석류형상을 문양화한 것

·육색주화 :황방울을 앉히고 방울 둘레로 꽃의 갖번이 오긍이 된 네개의

·황섹석류동

220



ll·-ll·-톰 환 쩌짱 수리공A/l

다.즉조당 단청의 특징

전체적으로모로단청으로장식되었지만일반적인모로단창에비하여문양구성과색채도화려

하다 퇴량과착고문양등에사용된여의두장식이나광두정직휘,대량의주문양의파련과비녀장

주변의여의두장식,휘골의여의두장식등모로단칭이지만보다화려한장식문양이사용되었다

색채도뒷목에양칭으로처리되고도리장혀와장방의계풍에도장단과뇌록이번갈아사용되었

다 대량과내부도리장혀의제풍에는운문과찌겸질로장식되어보다화려하게마감했다

·초매기 뇌록바탕에중앙에먹분긋기를 하였다

·이매기 뇌록바탕에중앙에먹분긋기하고아랫면은양록에하엽긋기를하였다

초매기

0|매〕|

[사진4-33이 초매기,이매기문앙모사도

헬f헬;쫓쫓
[사진4-331]초매기,이매기단정

·부띤 녹화머리초로녹황실에장단반절림하고하엽공터에녹실을두르고장단황녹색의색항

아리에민주점을넣어육색삼청형식간주의늘휘에하엽공터녹황실에먹당기함계용은뇌록

바팅에먹분긋기히고 양녹변붙임에하엽으로이빛처리 부연단은둘레에녹실과분선을두르

고백공터에 5매회점을 찍었디-

l률 를[

뿔캘Il(를Il-1
[사진4-332]부연문앙모사도 부연 단정

·게판 둘레방석초로육색의주화중앙에황방울을넣고녹골팽이에전후장단황녹색의삼색

항아리로 하고 나머지는장단딱지를 넣고 민주점을찍었다 하엽공터에녹황색의 둘레실에

먹당기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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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334]개판 문앙모사도

·착고 양록 여의두문에 양밑은육색파련을하고삼청묶음에양록배주기를했다 네 귀에는

육색 귀주화로 장식했다

[시진4-336]착고 문앙모사도

·연목 연회-머리초로하엽녹황실에삼청속골팽이에육섹5연화에황색의석류동,삼청둘레주

화,다자석간주의항아리에양녹골팽이장단딱지,장단횡녹색의섹항아리를배치했다 하엽공

터에녹황실의둘레실에갈비실의 넣었다 육색삼청황색의 인휘에장단황양록의삼색항아리

에 민주점을찍고하엽쇠칩에녹황실,먹딩-기로마감했다 연단은육색의6엽연화에양록배

주기를하고 먹공터로 마감했다

蠻
[사진4-339]연목 단정연목 문앙모사도[사진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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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 뇌록바탕에 먹분긋기하고 양녹변을 붙이고 하염빛긋기를 하였다 배면은 육색바탕에

다자주홍으로양변긋기하고중앙은분긋기했다 추녀단은먹동터에 태평화를 그리고양녹변

붙임에하염을넣고분선을돌렀다 사래단과문양구성은동일하다

|흩’‘깐)
|듀‘’iif

[사진4-340]추녀단문앙모사도

I

[사진4-341]추녀단정

·도리+장혀:연화머리초로 녹황실의 하엽직휘에 녹색육색주홍의삼빛광두정직휘로장식하고

낙은동은육섹묶음으로 하고칭속골팽이‘육색7엽연화에석류동과 삼청의둘레주화가 배치되

었다 양록골팽이 사이에는 민주점을 찍은 장단딱지가 있고 하엽공터에 녹황실의 둘레실에

녹화와 갈비실을 넣고 삼칭온질림하단에는 장단파련을 배치했다 육섹삼칭황녹장단의 인휘

에 휘골에는 육색 여의두문을 넣고,하엽 쇠칩에 녹실 황실먹딩-기로 마감했다 뒷목은 양칭,

지l풍은장단바당과 뇌록바탕으로 칠하고 먹분긋기에 양록 변붙임을 하고 하엽빛을 넣었다

훌빼
[사진4-342]도리+잠혀문앙모사도 [사진4-343]도리+장혀 단정

·칭-방:도리장혀문양과유시-히나 창방은 주문양인 연화머리초 둘레실에 갈비실로장식했다

[사진4-344]칭방문앙모사도 [사진4-345]칭망 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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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량 :녹황실에 주문양은 주화머리초로 삼청골팽이 주위로 황색육색의 여의두문을 장식했

다 육색의 옆겹친주화에 양녹골팽이장단딱지 삼색항아리에 민주점을 찍고 하엽공터녹황실

낙은동에육색묶음,반바탕에 2개의갈비실 녹황에는 색항아리 위에 민주점을 찍고 육색 삼

청 황색의 늘휘를 하고 하엽쇠첩 녹황실 먹당기로 마감했다 뒷목과 계풍은 양청으로

계풍에는 먹분긋기하고 양론하엽 변붙이고 배면은 육색 바탕에 다자주홍 양변긋고

하고

주 아으
。 。 L-

[사진4-347]퇴량단청

분긋기 했다

퇴랑 문앙모사도

·주두 :녹횡실을 두르고 중앙에는 녹화 삼섹항아리에민주점을찍고장단양녹으로 결련한후

육색의 귀주화를 장식했다

·소로 ;녹황실을 두르고 장단공터에 황녹하엽의

[사진 4-346]

낙은동을장식하고 삼청묶음했다 삼섹항이

했홉

리위에는 민주점을 찍었다

[사진4-349]

소로;I:c=
-「 -「

[사진 4-348] Z 亡 A 군 다 처
-「 -「 , -」二ζ주두.소로 문앙모사도

벙머리초로장단직휘와 하엽직휘에 양록 육색주홍의삼빛을 넣은 광두정을 찍고 낙은·데량

삼청둘레주화와 다자석간주의 헝-육색묶음 속녹화에 장단파련화를 넣고 황색석류동에동에

삼색항아리를 넣고 나머지는 주홍 육색의 딱지를

녹색장단삼청의 질림과 장단여의두문이있는 비녀정-

중앙 골팽이에

둘레실에

넣었다

녹황색의

아리 양녹골팽이를

넣었다 하엽공터와

을 넣었다 반바팅은 낙은동에속녹화를 두고장단3빛의 연화와 석류동에삼청둘레주화다자

공터는 양청으로 했다 육색삼

하엽쇠첩녹황실에장식하고여의두문을

삼색항아리에

으 λll
「 「

석간주의 항아리,양녹골맹이와 장단 황녹색의

휘골에는L게「
효 4-청황양녹장단의 인휘에 3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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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딩기로 마감했다 제풍에는 구름과 칠보를 찌검질로 장식했다

i?깨T」객;”j펀펄편辦 [?핀:깐灣f

j쇄!「산잖:〕2!fr?찌3때헬덴떤s팍펙;펴줬때떤편i줬줬)꼬;깨)11페1

[사진4-350]대량문앙모사도 [사진4-351]대랑단정

·도리+장혀(네부) 내부의도리장혀문양과유사하나외부가 광두정직휘인데비해내부는 장

단직휘로장식했고주문양의둘레실주변에삼청온질립주변이외부는녹화에직휘쪽은 하나

의장단파련장식인데 비해 내부는 양쪽 모두2개씩의장단파런장식을했다 외부의계풍은

장단과뇌록바탕이지만내부는장단바탕에양녹으로만자문을장식했다

·창밍(내부) 외부창방문양과 같으나 외부에직휘가광두정인데 비해내부는장단직휘로장

식했다

[사진4-352]도리+장혀(내부)문앙모사도 도리+장혀,창방(내부)단정

·우물반자 먹바탕의종앙에여의주를마주한청‘황색의용문을오색구름과함께장식했다

[사진4-354]우물반자문앙모사도 우물반자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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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라니 육섹겹친주화중앙에황방울을넣고양록골팽이하엽공터녹실에황색의늘휘하

엽공터에녹황실,먹당기로마감하고 배면은육섹 바탕에다자주홍 양변긋기하고중앙먹선

양변에 분긋기했다

l lll

|-Rr :;ii

뚫탐‘과;|a;폐
흩는 훌김

“ il

[사진4-356]종다라니문앙모사도 [사진4357]종다라니단정

·창뱀퇴칸) 반주화머리초 겹친반주회머리초로육색,삼청의늘휘로구성되었다

[사진4-358]복도각퇴량문앙모사도

라 단청공사

단칭공사는지붕공사및목공사가모두완료된후에실시하였다 수리공사전에미리각부위

의단칭을조사하고정밀하게단청모사도를작성하였다 단청공사를위해지붕변에 맞추어놓은

기존비계를단청공사가가능하도록낮추어설치하였다 내부의단칭은말비계및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작업하였다 단칭작엮은단청 면닦기및뇌록가칠을하고주요부재별로단칭을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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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360]단정면닦기 [사진4-361]노|록 가칠/타분

[사진4-364]반자채색

[사진4-366]즉조당정면처마부단정

-- L一

[사진4-363]연목채색

[시진4-367]즉조딩추녀부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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鋼협톨
‘

[사진4-368]즉조당대람단정

a

우물천장 단청

2-12.기타공사

가.마사토 포장

[사진4-369]즉조당현판

[사진4-371]동측 충랑단청

즉조당수리공사및단청공사가 마무리되고 적치된자재와 폐기물을모두반출하였다 가섣칭

고 및자재적치장으로 사용된 즉조당 분쪽 마당을정비하였다 우수에 의해 흙이 일부 유실되고

수리공사중 차량의 진입과자재적치로 인한 훼손이발생하였다 마사토를 마당 전면에 포설하고

고르게 펀후 롤러를이용하여 다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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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량 진입로 복구

공사현장으로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체하였던 준멍당 동쪽 진입로와 계단을 원형

대로복구하였다 차량을위해깔아 놓았던 흙을 제거하고해체하여보관하였던제단석과경계석

을 순서대로조립하였다

[사진4375]복구된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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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즉조당 관련 문헌

3-1.즉조당관련 문헌(~1897.10.7/1902.5.12~1911.7.20)

가.조선왕조실록(국역)

『인조실록』2권,1년(1623계해)7월12일(경재

상이 경운궁〈파j파;V)에 딸린 가옥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다 딩초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t써 자

선조가돌아온뒤임시로정롱동의민간백성집에거처하떤서경운궁이라일렀는데,그뒤에광해군이인목대

비((‘댐샤니)를 유폐시키고 서공(1l니까)이리 일걸었다 이떼애 이르러 선조(κ,11lU기 침전(싸jjiIij으로 쓰던 두 군데

를제외히고니머지는모두관주(4、1j애게되돌려주라고 하교하였다.

『숙종실록j8권,5년(1679기미)5월22일(을묘)

임긍이호조(미1lJ)에맹하여획급미(꾀|1*r;*)5O식(μ)과 면포6동{l1lj)으로경운긍(l꾀파끼)을개수할 것을 냉했

다.지평(끼↑)이한맹(쉬덴G)은쌀과 띤포를 친히헤아린다는것은 사세(’ji測에 미안하다고아뢰었다,경운궁

은 바로 선묘(’lY써1)기-쓰던 엣궁이다.

『영조실록』113권,45년(1769기축)ll월2일(경진)

임끔이횡회벙{lnt|FjlJ)·땅E1l궁(lUj래까)。1l거둥하였다.땅례궁은곧인조(fJ11|0가제해년에즉위힌곳으로 관

래의 이츰은 경운궁(따퍼낀)이었다.임긍이 〈실록(1i[j%)〉을 상고하도콕멍하여이를 알고마침내거둥하여살

펴본 것인데‘.양조애서 모두 7거l둥하셨디{|”4,j끼4씨!4”l”川jH{퓨P딘태f“뻐때J뻐삐U버]r.는네 글자외와-.2제|”l해년에즉위하신 딩f;섯‘“값E핀l”川미떼l”미”씨|UF씨;r끼l1γ끼l「F;?t

는 디셋필자룹친히쓰고‘거1괜}시써하도확 명하였으니나’대개선묘(rU’〕l/“’)]l(0υ페:〕)!h1

거i처|했있기II1!문이었다.임금이딩f;;;j에서내려가북띤(」대||)하여전배(따깨하고‘내딩{|셔Ii낀에들어가서유신을

불러 〈대학연의(시PfU짚)〉를 강하였다 궁옆에사는 벡성들 가운데니이 70세가넘은사람들을콸러쌀괴

비단흘 내려 주었디다.또 정관괜{“u삐此씨tt씨I]T깨|「j

.“τ.오오늘은n미l땅히지|헤년을뒤쫓이-생각하여이당에서친히정사를 행하겠다··하고 마침내모두게해년 공

신(」끼끼)의지손들로lll의(페llbU하도콕멍하였다.그러고이미하비(시jU한 다음궁문밖에서아울러사원l써,앤j

하게 하있는데.이날 자씨(|싸J|)된 자가 14인이었다

『영조실록』 l20권,49년(l773계사)2월 1일(경신)

임급이 정운궁(파j띤?;V)으로 나아갔다 딩초에 선조 대왕이 용만{tjki석)에서 환궁하여 정운궁으로 나이-갔는데

그 해가 지1시년이었고 오늘이 또 완롱(떠;갖)의 기신(난、ht)이었기 때문이었다-임긍이 추모하기 위하여 왕세손

(||ll써과 더불어 정운궁에 나아가 즉조딩페|lull패에서 사ullanolLlJ|싸〕를 행하고 삼공{公)과 구경(lLWll)에게

따리들어오도콕 멍하여예를행하게하였다 환궁(j꾀;,;)힌-뒤에덕유딩{rCt1꺼끼에나아갔는데.시임·원임대신

이 엽시(시3)하였다 정희공(파뱃FU이 있는 이문(lll1”0안에 거주하는 벡성들을 불러 모두에게 쌀을 내려주었

다

『영조실록』 l2l권,49년(1773계사)ll월4일(기미)

임금이 .석어댐{Pllu띠때Wl”FrF끼;q끼;”끼;낀rjr’세 글지를씨서 즉조딩댄{떠떠폐심셈바폐|川”씨l”M씨|『「끼ψ|FVl이;;η;”j께애 힌판펜{”싸폐웬폐|f”써‘Jψjωj을갤게 히였으니나‘H바}로경운궁권(낀따;〕

?낀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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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0권,30년(1893계사)8월2일(신해)

전교하기를.

”지난 선묘(페써)시기인 제사년(l593)10월 4일.정운궁(↓원파‘피)에 돌아와서 위태로운 나라 형펜을 수습하여

반석같이다져놓았다.딩시의나라형편을회상하면비통하고도다행한생각이늘마음속에간젤하다

또한 우리영조대왕{jElul人‘l〕은엣일을추억하고 의로운 생각을일으켜서 이헤이 날에 이궁에 나와서

축하를 받으셨으니,이에 대해서는 상고할 만한 옛 사적이 있을 뿐 아니라.바로 그 제사년(1773)회갑연이 거

듭 돌아온해를딩하여흠모하는 정과조상의뜻을이어 받들려는나의의로운마음을 더구나스스로 막을수

없다 그날경운궁에나아가그길로즉조딩떠써:폐애참배할것이니제반의식칠차를 예조(1렌맥)에서규례를

상고해서 마련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30권,30년(l893계ARl0월2일(경술)

예조(쐐멘)에서 아뢰기를,

“이번 l0월 4일 정운궁(t꽃파K)에 동개폐씌)할 때‘각 전궁(b앉서’)에 진해liltirU하고.이어 즉조딩얘|11|π’띤에서

예(mtS〕를 행하도록 멍을내리셨습니다 왕대비전(|]애바빠이동가한다는 명은 이미 취소하였으니‘왕대비전에

진하하는 절차는 어느 곳에서 거행합니까?--

하니,전교하기를,

--환궁(j펀파)한 뒤에 근정전(폐klj댄에서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30권,30년(l893계사)l0월4일(임자)

경운궁(↓원파띤)과즉조딩(G|1jl이:이;;j에나아가전배(따깨하였는데,중궁진(1|l폐j빠도함께동7Hfj씌)하였다.왕세

자와세자빈공(|Ur때피)이따라가서예(W씻를행하였다.이어하례(31런?를받고‘중궁전도하례를받았다.사면

(써ω)윤 반포하였는데‘교문(찌꾀에,

--왕은 디음과 같이 밀한다 이 해에 감회가 일어나 선조(λ깨lO의 공렬을 추모하여 이-름다운 되을 드러내고.

모두 옛 법을 따라 성대한 예를 거행하여 경사를 꾸였다.그렇더라도 간단한 교서를 반포하여 널리 필뱀/UJ)

에 은혜를 비1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산조대챔피nllkE)이 다시 회복하신 것은비로소 엠싸)이 소생하는 제사년(l593)l0월의 일이다.

월산대군(jl||1서!)의고댁(|lj℃)에 임어(|5파|0하시어초매(l’!’l]씨를경륜{침Z剛하는것과 같게하여다시 한관(넷

IlY)의성대힌위의가드러나도록하섰으니.매 세우신 공이크고넓도다,밝은명(샤)을 바로잡이-태샌챈l||)과

반석(빨4l)같은세(웹)를공고히 하셨으니전보다오히려빚남이 있으며.문녁(文/떼을 펴서후손을 면안하게

하는 제책을 전해 주셨으니 정도(|l;jE)로써 후손을 제도하신 깃이다.역대의 채용RIm-l〕이후로 이렇게 성대함은

없으니 오늘날까지 국가를 보존해 오가l힌 것은 누구의 혜택이겠느냐?

지난날 영묘(꾀배)께서옛일에대한감회에짖어처음 이궁(찌)에서욕의(웹關를거행하셨다 선조를받드는

효성스러운마음을공경히펴신것은진실로이해가다시 이르렀기때문이며,의(패를일으키는 의진(짧씨)을

바로소 갖춘 것은 실로열조(Y|l떼가 겨를을내지 못했던 것이다.경새때lh)와 서띤(l끼낀)이기쁨을함께하띠

헌축(짜In에하였고,정부{d3UU)와6부{빼에서축수{IiM좀)의잔을받들어정성을바쳤다 잔치를 베풀어즐기는것

을어찌한때의기쁨을표시하는것으로그치겠는가?널리정성을디헤 고해야길이만세토록 말이있게될것

이다.

이에내가무궁한대력(셔씬을이어받아구겐때l)으로중홍의바로그해가돌아왔다 선군(κ깐)을생각하

는것으로써 권띤하니어찌쓸쓸히 그냥지나쳐버렬수 있겠느냐?우리가례(家m밍〕애도 의딩그런고시{,l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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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옥력(1、!!”으로살펴국운(l폐패을어루반낀그해가육심감지{/;|11Il’)로다섯번돌아왔고,보갱3째펴을헤

아려경륜을폈던이법이300년에 다시있게되었다.더구나이세상신(씨|1;l)들이이엠(산1니‘)을끌어와아꾀띤

서옛날궁에서술잔을올려축하하는의식괴-같게하고지-함에평소에행하던법도를돌이보니풍성하게잔치

를배풀고자갑자기의논하기는어려우나.선%Rκl)의 성헌(|lk꾀을판받아어찌그에걸맞게하기를늦출 수

있겠는가?이에계쉴繼i꾀하는성의로마침내종묘(찌l써)에고하고백성들에게선포하는애를행하게되었다

공손히당우(‘;;「’i:)를바라보노라니어찌지난날을슬퍼하는마음을긍할수있겠는가q기꺼이신민들과더불

아선조의덕을게숭하는성대한거조를행하는바이다 묘새새jl11|〕의명인(1띠이께을이미올려나라의예로공정

히고하였고 전궁에축수히는 술잔을 올려하늘의아름다운 명을밝게 받았다.이딜이날에서로경사룹함께

히는 데서 윤음」剛t’”을반포히고‘또조야켄ljmv)에두루고하여 n}쉽내은택을 널리배푸는 바이다.묵은떼를

깨끗이씻어내고모두함께새로워지도록은혜를펴고인(f:)을미루는것을이제부터시작할것이다,

이달4일새댁이전의잡범으로서사죄(9k319이하는모두용서한다.

0꺼아름다운관성을공정히따라큰국운을크게 열어야할것이다.길이아름다운명에부합되게하면하

늘도 큰꽉을 내릴것이며‘두루너의 턱을 행하띤여띤(웬l사)들도나와함께 태평함을누릴것이다.그러므로

이렇게교시(?ιjJ하는바이니잘알았으리라생각힌다.--

하였다 【에문관제혁{랐X이’싸뭔!)윤용선(lf츄파)이지었다.】예가끝나고‘시임대신(1l씨「시;l)과원임 대신

(1씨 「k|h)들이 문후(lnlf씨히니.하교하기를

--이헤이 날에이예를이궁에서행하니강모(感꾀가더욱더카진다.이딩f덴은바쿄용만{파펙)에서환

궁할때 임이했던 딩-이다.그후 l6년간제속여기에서 칭정(}!}떠k)하였던것이다.그런데간개|씨?3가이렇게

비좁은것은흙으로계단세층을만든디-는뜻이있었으므로이번에도종전대로수리하였다.--

하니나.영의정젠(U;mjmLL‘J씨jAμ뻐{@μpJujψU심순딩텍테!n(”μyU때Ctti해해끽듀-Y까I

.“.성교(plFF!;찌ψ7기가l}-챔으로옳습니다.,.

하였디다다-:.하교하기가‘를를

.”‘선조데왕과의인왕후휘(;싫ir|{l다)는 시종 이공에임어하였는데‘삼가숙묘(j;lj써)가판에 어제(쩨써한시(1lt)

를읽으띤lJl루이알수 있을것이다,인꼭대비(f,젠샤미는그대로l0여년간여기에임어하였기때문에 인묘

(f써)빈징(1ι||〕떼이 딩{’까에서 즉위(싱|1페히였고,영칭네군(j이υ、μ)과정명공주(l’!!”l公1j도모두이궁에

서 탄생하었다··

하였다.판부새껴|lH-ji)김홍집(3;,jL씨이 아꾀기를.

--맥애건 ·즉조딩·이라는한판은영묘의어필(때l까입니까?--

하니,하교하기를‘

“그렇다 숙묘조에는네 차레이딩{‘덴에왔고.영묘조에는모두여닮 번왔는데,제사넌(1773)에는두 멘

왔었다--

하였디

『고종실록』 34권,33년(1896병신/대한건앵짧없)1년)l0월31일(양력)

청목재(h간웰체)에나아가총호새짧페lυ와의정(1값lI갓)이하를소견(f{꾀하였다

【종=호사조탱서|(꾀‘i||lj,의정(,UUlk)김병시(쐐씨h),특진관{사페|‘r)정뱀조(폐패quo-궁내부대신(피|시lH시비

이재순{신|폈lm,장례원경(?폐PiPPl!)이희로(쉬펙(사이다】생 |j이이르기를,

--신-롱(||1F성에관한여러사람의의낀이 일치하지않으므로 다시 상지괜{‘||jU|‘r)을여러곳에보내간심(끼

W)하고오도록하려고한다 그래서정들을불러서만나보는것이다”

하니,김벙시가 아뢰기를,

--인봉(1시」‘j)기일이지나중앙과지방에서근심하고초조헤하고있는네‘시긍하교륜받들어보니더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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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을긍할수없습니다 지금의빙도로는좋은자리를다시잡는것이하루가급합니다.이전에봉표(패씻

한곳이몇군데니됩니까?”

하니,상이 이르기를,

“및군데있을것이다··

하였다.김병시가이-뢰기를,

“모든 술엠(fdLI체은정통한사람이드물고‘풍수보는법은땅속을알기어렘기때문에 언제나 다른의견

이 많습니다,.

하니,조병세가 아뢰기를,

--이미서로다른논의가있는이상다시여러곳을잘간심하여좋은자리를잡지않을수없습니다·‘

하였다.정법조가 아뢰기를‘

--전날 연석(껍싸)에서이미히교를받들었습니다,이지l갑절더잘살피아좋은자리를잡은 다음 인봉하는

것이하루가급함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진전(때빠과 빈전(%에때을 이미 이원移씨힌 만람 짐(|떠도 이제 경운궁(↓원파까l‘)으로 이어(쟁때)할 것이

다--

하였다.김병시가 아뢰기를,

--먼저 경운궁으로 이어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하니,조벙세가 아뢰기를,

--온나라의신히외 맥성들이애타게바라는것은바로환어(j폐l|!)하시는한가지문제인데‘지금히교를 믿-

들고보니너무도기삐서더할 빌이없습니다.단지빨리수리하고좋은날을받아서이어하시기를더없이간

젤히 바릴 뿐임니다”

하였다.정법조가 아폐기를,

·‘환어하시는것을지금까지미루어왔으므로중앙과지방의여러사람들이매우걱정하고답답해하였는데

이제이어하선다는조칙(,바찌j)을네런후에는안티깜게바라던마음을아마위로할수있을것입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전각{따|쩨이완공되띤이이하겠지만.진전의처소가좁아서떼우송구스럽고답답하다.--

하였다.조벙세가아뢰기를,

--만약 전각이완공되띤진전을새로세운처소에옮기고,시어소(||씨f|j떠)는즉조딩떠jl|1↑’꾀으로정하는것도

좋겠습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터가 매우 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였다.이어하교하기를.

“요즘 예절이린없고단지제례(?채”만있을뿐이다”

하니,조병세가 아폐기를,

“예법이란 니라가 있으띤 있고집이있으띤 있는법이니‘이찌예법을없애버린나라와 집이 있겠습니까?

신이마음속으로몹시의심스럽고괴이하게생각하는것은기웬}따킹)입니다 고약한무리들과상친(폐않들도

모두 부모/없父lJj잉에27개월동안 상복을 입는제도를 아는데,지금은 기복을항식(↑|1」t)으로여겨l셔슬길에

나서는길로상으니,어찌효성을미루어충성을다할리가있겠습니까?이런습관을빨리없애윤리를바로잡

으소서’

하니,상이이르기를‘

.‘과연 옳다.--

하였다.조명세가아뢰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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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정(1미UK)을가지고 말하면연쇄談Al9시키는 형률은나라의큰댐인데지금은띤좌법을 적용하지 않으므

로,반역음모가드러난 역적들도 단지봄이나피할궁리를하고그지원쇠짧뜰도이-무일도 없는것처럼편

안히 지내게 히니 난신 적자{폐l:ilktr)들이 무잇을 두려워하겠습니까?이에 대해서도 역시 엣 법을 거듭 밝히시

않아서는 안 됩니다 ”

하니,상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국한문(패까꾀을 섞어 쓰는규정을신은정말이해하지 붓하겠습니다 신이맡고 있는모든 보고는 마땅

히엣규정대로하겠습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정법조가아펴기를‘

.‘근Ell에지방에서장겨1나첨보로지l문(!씨페)하는일이없는것은나라가생긴이래로들어보지못한일입니

다.개문하는 일이 없으면백성들의고통과어려움,수재(水…와한재(5]〈씨.기근{熾폐에 대해서어떻게환히

알수 있겠숨니까?백성들의 형편이위에알려지지 않으면 그윈통하고 억울힌것이 더구나이떠하겠슴니까?

재문하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히니,상이 이르기를,

··파연그렇디 지땅의형편을전히모른디-는것은사체상이와같이서는안된다.--

히였다 김벙시가 아꾀기가‘를를

.“.껴이어외인봉에대하여이띠멍렁이있었는데,심하게추워지기전에빨리했으띤하는것이간절한소윈입

니다.그 밖의 문제에 대히여는 신이 모두 잘 일지 못하므로 지긍 띤석에서 위아래가 서로 주고받은 말이 많지

만하니도귀담아듣지 못했으니더없이황송한니다.옛날에.말하기는쉬위도 해내기는어렘다는 밀이있는데

또한 밝게 살펴야 함니다··

하였다.

『고종실록』35권,34년(1897정유/대한건앵建陽)2년)8월l3일(양력)

징레윈정(l폐!”냄(1lO띤영구Hl삿lt/k셈가아뢰기를,

··연호(f|-꽤를정히는 것을 의논하여칠정하는것에대힌 문제는 의정부{l값U씨(f)에서이펙어밍링을 내렀숨

니디.의논하여갱한길일(1낀|)은음력7월7일로정하였으며연호를의논하여정할때시임의정(1패k)과원임

의장 의정부 당생,값Ukl시덴|〕‘뷔lW)와뷔페3의협판(|jj떼 ol상,관각딩상,관원(4;따의당상이함께 참가하

며회의하는것이어떻겠슬니까?--

하였다 또 아꾀기를,

·‘띤호를정히는 문제룹 의논힌후알리고선포하는젤차가있어야하니친지와종묘(자1써).사직(ll바썽에알

리고 명링을 빈포하고 축하를 올리는 등의 절차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또두 윤허하였다.또 아뢰기를,

·‘국생l체밍의 인산〈!셔l|1)전에모두알리고선포하는떼 임금이직진참가하기도하고혹은권정레이빠‘F끼1)

로교서를만포하고진해싸rU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l낀에는어떻게하며i-l소는어느곳에서거행합니까?

하니,제칙(;!씨써을 내리기를,

·‘권정례로 진행하고 조서만을 반포하라.대체로 법전(띠j셋에사 거행하는 의식은 우선 즉조딩떠lP|[’꾀으로

정하여 거행하라‘’

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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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뼈 l년)8월l6일(양력)

즉조딩샌ljp/|쉰;낀에서 연호(4lE꽤를세운것에대하여진해따않)하는 의식을가졌다 이어서사령(서令)을행하

는 조서(쉐컨)를 반포하였다.조서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니라는 천맹(λ命)의 돌보심을 받아 성(벚9스럽고 신묘하신 선대 임금들이

나라를서로계숭하여왔으며조종애|l;jJ의공픽은거듬세상을밝히시고충분히젖어들었도다.이러한큰기틀

을마련하고 제숭하시어 짐에게 중대하고 어려운위엽을 맡기셨도다.돌아보건대 짐은 덕이 부족하고사리에

어두운데도더없이크나큰나라를이어받으니깊은연못앞에선듯앓은얼음을밟는등밤낮으로조심하띤서

감히한가하거나펜안히여길수없었도다,

왕위에오른이후에 실로하늘의도움과종묘사직(찌폐lrtf썽이강링(따싫하시어나랴엔근심이없고경사스

러운 징후가 자주 나타났도다.그러하여 영원토록 복을 누리기률 바랐었는데 태평 세월이 오래 계속되니 편안

하게즐기는것이습핀으로굳어져정사가뜻대로되지않고온갖제도〔「|따〕가위축되었도다

근래어려운시기가거듭 닥쳐옴에생각지도못했던극도의화변(빠했을어찌차마말로다할수있겠는가.

짐이부믹한 닷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고비를 딩하게되었고온갖 액운을다겪었으니어찌하여이지경에

이르렀단말인가?

그때 역신(파|fI)들이저l마음대로권력을휘둘러법도는절문(節찌은 대부분무너지고향새팎:꺼비를 폐지하

는 지경에 이르렀다

침이 마침내 엣 법도를 회꽉하고 선대 임금들이 성한(1ι핀을 받들어 정시를 잘하여 일신할 것을 비랐다 이

웃 나라들괴화목을도모하여맹약을맺었고자주의 권갱lfl펴세을세우며지금것을참작하고 옛것을기준으

로 삼이-이에 전생”l↓l‘F)을 가감함이 있었디

대체로 주나라가 일어닌후 예절은 성왕{l싸l〕파강엠싸l:)의 시대에 처음 정ljl되었고 힌{I꾀 나라가나라

를세운 다음문제(文폐와경제(깡폐)의 띤간에연호를처음으로썼다.올해8월l6일삼가친지의신과종묘

사직에고하고 ·광무(光표U’라는띤호(《|:꽤를세웠디--

오직 친명의 도우심과 열성(列lF〕들의 중대한 제책을 우리러 받들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도다 선대

임긍들의 아름다운 덕을 빛내기 위하여 윤음{%fti판)을 반표하니,이-무리 만 곳이라도 묘두 이 은헤를 받아 살이

가게 하리라.

마땅히시행하여야할사항을조목별로아래에열거한다.【이히는생략한다.】

아,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정사를 하는 데서는 사물과 함께 갱신(lE쟁D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조정

에 있는 모든 문무의신료(l;i(랬들은 오히려나 한사람을 도와화충(4|1많한 방책을생각해내어 태평 성대를

함께 이콕하여 하늘의 도움에 보답하고 온 나라콜 영원토록 읽게 하라 사방에 널리 선포하니 모두 듣고 알도

록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36권,34년(l897정유/대한 광위光해 1년)8월22일(양력)

즉조딩{GWl펜낀에서 진δH씨itU를 행히였다.만수성절(파룹땀폐)이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 광무{光뾰 1년)l0월7일(양력)1번째기사

조링(낌까)을 내리기를,

‘·즉조당얘|j|YlE폐의편액을 ·태극전(太뻐뼈’이라고새겨걸도록역소(6퍼)에분부하라.”

하였다.

『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 광팎光패 6년)5월12일(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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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을 내리기를,

--이저l법진(바j빠을 지으떤 선호(lj씬삐를 종화진(1|lF11h삐이라 하고 이진 종회전(!|l씨j앉)은 도로 즉조당떠|1끼

기;)이라 부르라--

하였다

『고종실록』4갱3권’4때0년넨(nl9%03계묘/대한광무위{光료때m7년넨)lu2월2때6일웬(양력혜)

즉조딩{떠떠G덴lU씨씨jh씨씨”1”미『까1”r1//

『고종실록』44권,4l년(1%4갑진/대한 광무{光뾰 8년)4월l4일(양력)

경운긍(따파?끼에회재가났다.【힘녕전(1li폐빠‘중회전(I|l까|b많‘즉조딩(E|lVl:폐‘석아밍괴:“|ri낀과각전각이따

l찌)이 모두 탔다.】

『고종실록』44권,41년(1%4갑진/대한광무{光뾰 8년)4월14일(양력)

윈임 의정(!!;〔([싸떼파 침-정(參U씨 이하를 수옥헌(씨k|;l|l「)에서 소견(/{꾀하였디.【특진핀애써따Y)이근맹(f싸

…‘참정(參U씨 조l싱식(l|피ji」{;;).내부 대신(|세;1끼|:!)이재완(얀,|&i),궁내부 대신(낀1셔씨시;,)민1상석(1%ll서혜,

내부 대신(|1폐|;시;I)이도지l(fJE*).희부대신(lj세|;k|;l)민영환{|퍼써젠‘탁지부 대신샌(0l따또또-￡」ιai허;죄G테폐1”‘시:hh비lr9→〕)빅박-정%엠R4씨、4|、)i뇨

p써써)L’양엠1부 대신서E리레lU(ωu、Jr/페‘]깨”%;Jλ시＼J1U:hr1「’객썩1y끼lq”l”9박제순쉰(“씨4*씨、J샤|

운윈(0lh씨써JA싸에kU넨Ml””|”|ιi꾀피.권증한(이애lW써fww/「”.니flJ「펜iω9。이에lh띠lC디다;겨괴lL.J】우위l로하기 위하에 문안하였기 때문이다,이근멍이 아뢰기를,

--이띤공선의회-X|l는전에없던띤고여서 첸반번두럽기짝이없지만 칭황한가운데서도항시l(l;!쉐)의어

진(川l따)파 황떼재 l;lιr)의 회-상윤 이댐%4、)하였고‘정효진(;;t써빠의 신주까지도 이봉하였으니,불행 종 다행

입니다.,.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월행 줍 깐띤 다행이l;1-힘녕진(|1l웬;!j씬의 구들을 고지고 쏠을 지피다가 이 화재가 났는데,게다가 바람이

사닙게 부는 핑에 일시에 팔걸이 밴져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이근l정이 이꾀기흘‘

--하늘이 낸 불을 지l변이라 히고.사땀이 낸 불을 화재라고 함니다.이것은 사람의 화재이지만.히늘의 재변

이기도 힘니다 재띤을 만났으니 조섬하고 반성히는 동시에 깊이 새겨 두기도 해야 할 것임니다,상가 원히컨대

더더욱 험을 써서 조끔도 안생을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를 곽으로 돌려세울 깃입니다

데필의 회지l로 말하띤 진에도 없지는 않았지만.이번처쉽 혹심한 적은 없었으니,정말로 보통 재변이 아넙니

다 속히 윈인윤 조사하여 법에 따라 정죄()따|l)해야 하니.의정부(「값llklFj)와 공내뷔찌|셔lf‘j)애서 주달t4Sj렌해야

할 것임니디기--

히니‘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하늘이 재띤을 내려 정고를 보였으니 침으로 아흰 바외 같이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조l성식이 아펴기를,

·‘법뷔Uμ’;|;)·정위원(??ffIL‘J·경무칭(센찌MCj에서 화재 원인을 엄걱히 핵λH般헤하여 알아내라는 내용으로

물리가서 주본{씬ι)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니.윤허하였다 이근멍이 아폐기를.

“지금 페해따 F〕가 거처하는 곳이 Ul좁고 구차하기 때문에 한때 거처할 만한 자리가 못됩니다.처소를 이

어(1해1l)하는 처분을 속히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상이 이르기를.

--벙신넌(1896)에 이어하였을 때에는 오로지 즉조딩떠l|「li’젠 히니-뿐이었디-지금은 몽땅 꼴탔지만 기정딩서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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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돈펙전(↑땀쐐빠·구성헌(jUXl|!l)이 아직온전하게 있는 만큼그때에 비하띤도라이 낫다.즉조당으로 말하

면몇 백년동안 전해오는것이기 때문에서까래하나바꾸거나 고치지 않았는데,몽땅타 버렀으니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

하였다.이근냉이 아뢰기를‘

--즉조딩이 불탔으니 더더구나 가슴이 아픔니디.궁성 안이 모두 제가 되고,나머지 집들의 한 쪽 모퉁이가

성한채로있기는하지만,어수선하기그지없기때문에페하가갈수는없습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제물과비용이궁색하지만,만드시이궁궐을다시세워야할것이다··

하였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다시세우는데대한처분이있은이상 며칠안으로 공사를 시작해야지하루도헛되이끌지밀이야할것

입니디.”

하였다

『고종실록』44권,41년(1%4갑진/대한 광위光뾰 8년)4월22일(양력)

조령(낌쉬)을내리기를,

“짐(%)이덕이없어서 하늘을잘받들지못하여하늘이화재로써 정계하였기 때문에조심하고두려워하띤

서 수양하고 가다듬으며 망하지 않음까 두려워할 뿐이다 흙으로 세 개의 섬돌을 쌓은 것이 태평성세를 풀리

왔으나재물을겔약하고검소한것을숭상하는것이친하를다스리는기관도리이다.이즉조당밍|l|Yl까;t)으로 말

하면선조(1페lO가왕위애오른엣터인만큼중축하는일을빨리하지않을 수없으나‘딩장경1jl를 대기가 곤

란한조건에서호조(F센)에만전적으로맡겨둡수없으니,대탕고(|시챔lIli)의경비콜특별히내려보내서 수용

(파lH)하되 그 칸수와 규모를 되도록 간단하게 함으로써 두려워하고 가다듬는 나의 지극한 뜻에 맞게 하도록

중건도김RIEtl쇄|;|핍에 분부히라---

하였다

『고종실록』44권,41년(1%4갑진/대한광위光뼈 8년)4월28일(양력)

중건도갱lEtl챈|;땀〕에서주칭(4힐|5)하여즉조딩-상량문제술관{잉|lF|?띤|-댐X:1썼Et페에김벙국(쐐서|써)을.서사관

(l선젠1T)에민병석(|헤씨쩨을,현펀서사관(經싸l!firl끼에윤용구(Jlm싸)를,석어딩(fl「fJV2)의 현펀서사관에겸성

권슈!랜‘패을 차출하였다.

『순종실록』l권,즉위년(1907정미/대한 광위光뼈 1l년)7월25일(양력)

장례원경(환대잃WL9삐신기신(lfl3tfq)이이뢰기를,

“내ZHl셔때)의 아럼으로 인하여 황제의 대호(/펴l넨를 올리는 일에 대한 버지(}tt듀)에. ·대조(λ490의 처분을

받들었으니마지못해따른다.’고하셨습니다.이미대호를 받게된만람황제의자리에오르는 예가없어서는

안된니다 즉위처소는어느곳으로마련하떠,날짜는언제로잡겠습니까?”

하나,지1칙(f|ilj꾀)을 내리기를,

·‘처소는 즉조ERCll祚?;낀으로 하고 날짜는 유럭으로 디음달 보름 후로 잡아서 들여보내라 --

하였다 【8월27일,음럭으로7월l9일로잡아서들였다.】

『순종실록』l권,즉위년(1907정미/대한융희(隆團 1년)9월17일(양력)

경운궁의 즉조당으로 처소를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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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2권,4년(19ll신해/일명치(明治)44년)7월20일(양력)

픽수궁(암‘폐

나.승정원일기(국역)

숙종 2년5월26일(정미)l676년

!낀llfl낀ll.싸/lJl?F;l-fF‘l|’-l-,/디따)T/l|1l-」|‘/ljl,비i|싹E%써(1i.lunitFrl|l:‘L「lllL|1jL4/l갓。μ1|lClllγl‘

%!서까配Y|,f?j씬싸|폐jllJltlhij낀.;lI|:%‘따j파피lEO;l원fr;li‘l|i)긴j낀‘/l·|-μγ1‘”l??Yll끼핀깐,lL|-ιY!,l‘〕-떤配‘짜펙LL

fl}fitjilifltt1|1)ij낀,ji|;l↓-」1|μ‘fiζ젠,ddU#。h|}「|,저ljE。λ딱|l‘4이ll},꿰센1lilE.??ih↑*」1-/l-ll.뿐,ll캉h↑사flt:폐

갓。G|l|1t1fj1l쉰빠「以|‘1땀‘l|l닝|1l|ll|,;A;*,훼짜b’ljljy|써밸lll앙,}|짝f1/l↑씬r|1테‘iJ;던 때니jjlyfι。4시llllj써:上‘jL!따끼、↑-rf핑‘

l’llj;l聚및lhll↑ll니성;‘짜따;ttlli‘l!1씨|j{j껴lf센lj았j까‘|(1if|j/)修까I쉰Flf쉬,必j심;&장했j〔llj깨||(1힘ιjj。4시민|0jll빛lh킹,{/〈

!씬f91lollfjll상’싣|데|],찌y:까많;1!!lj끼;”띤ll원j꾀rιι따 샀f、jJj피j,(llI4|”패「|.允 。

숙종5년5월22일(을묘)l679년

--|.λl|‘따JE,;1.‘/1、(ll끼!11lll:9lP,낀‘jj「1λ1서내앉1;?r.|「|j多flfr5%ll션,따5%ljjEFIn,/1、1![니llL。j폐F↑낌짜I:1j,

!!lj취l|야|0!」「MULL(1잊lll,긴잊必f/f,↑、llfhGg|10%rl|i。米/||7l,木/1:/;|1lj‘|’|「I센||1쉐‘llIllL。--

영조49년2월1일(경신)l773년

Ottl,남、11ι/rf|(이f1.今||(llj|l??5-꾀lL피까.OlJ|김|l|?!칸;L|1「係꾀|llj|1써l|폐꾀‘}썼|만|l」|?1|셔λlrl,μλπll、},人lrI

U1꾀;jfψ

영조49년2월2일(신유)1773년

찍‘5lj}JU1lllJjtfcl”j,t1;|jlj6l빠’iijn1쩍l샤ll,ll1-ll때|꾀파jEl끼‘U센1뭔1l1l핸,ftι*fk|비.낀김쁨l쾌빠‘j‘[(1lI‘淡lli‘(1lI4띠씬

lllR·/서J|1ι폐.亦(1lIJll「?l;i「젠#:,:/짜|l랩‘,l츠’ll/＼li?‘찌쳤jF!’ii팡|’1:.|;lUj쐐피씌ιi沙,써|싸,fIlullr?|;(편씨E|,;J|1꾀상l쉰;‘

이k*|!!jlA’‘j;llltolll짜。깐ll.tl1펴‘jU-」.1’jf「.h↑/r/＼|‘;ifulllll‘ut〈1lm딴jili?셔,샤잉|1lrl낀L 「↑껑T-,ji,찌펴겠j지‘

jhinAψJj,씨;jEyl|lf.싸(l1미섯,hiR,l||·係싸(싸 -|J,시 ↓llf1iilihtfiiiA(}。

영조49년ll월4일(기미)1773년

섯니lll떼lι|ll4、l1、}.ljr|l파원t;5-。1ll씬j치/jk듀·/‘|/‘lfl|Jjk듀·UL,l:L|10찌시‘L樂l치퍼後λfill、kliljk듀↑{lr!l|&,J1tAO

/lk듀jlflj썼,|갖Jll1↑,;m!}Z,h’!”“뺏ijlJ!끼패,li니’li‘’l‘1|fl:(까·싸|파차·↑↑ir빠떼fh“!“;’以까次;j젠센떠lκk치닙파Z。η|짜JLμ’/l니}μ}”‘-쩨파 :?’7kL.〕l파}￡￡Zι‘|Ul「nn-기]lL‘

G마따|”씨씨lh川씨씨l”m『씨l”r띠i「끼/1↑|LV-)기페l이;

|「「”‘:」-」|nn기τ.U“““따;h“씨시Ji|;이il”l써f테떼i센Jμ＼JJ내l川川|”바|”ff맘때‘|Z,lft/jJ;4해|꺼,iZ。|!〔;l치싸’때ll|-띄션jtlr;j;。l.|기,lji듀λlldι。flf썼ll해/＼flJ,서까後i댄k,순。l

Il‘편!자λfj。{|나l,;% n|꺼jd1iL%선↓l、빠.과,JCjγ;;페|1,;|1llFi써싸lIEi’;!.以/kj다li。l-jI써lj싸쩍|1。L“GULfji.!lffl값퍼따 。체

|:(以/시간{|{。

정조7년l1월9일(병신)1783년

!띠9ili;힌,LJ、「llllll1←팎「l‘E|1댔|시찌EjI씨、-liN씩,lllj￠|lFl셔.싼j파?;}’잉|1|;/|;t;;tjilfjij상 戶llll파Uliι*後‘}센듀-카i시’/‘7f피lj꾀}

lF〈잣 。익|U깨:끼[」→m‘r(「-、’U띠l미띠luψ(v끼/4I폐:

‘쟁힘꿰fhjL’(U씨l”매l4I씨4띠|띠p(띠패9펴페/”1n디lL’f允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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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7년l1월l0일(정유)l783년

ze”E+l￠,以戶센득lJ#F|,댔inf샘’딛|1|센t파:htQI쉰(1*tkllrf,;?llTr}(EF원!!lj今|-←-j1|-LIllli|lj돼l|7i。以l바|-|l서‘짧￡fi

ιl텅;敢l깜。(파디,tfl펴 o

정조7년l1월 17일(갑진)1783년

”G4i-關,以j기펙득-l깜Fl,딸j파꾀잉|h띠:?;E4i삐l쉰‘今니修네〔/k,진‘td(l끽。(펴11.tjljE。

고종30년계AHl893)8월2일(신해)

신조께서제사년에경운궁에돌아온날을맞이하여경운궁에나아가참배할것이라는전교

O 송도순에게 전교하기률‘

·‘전에선조(’「페{lj께서게사년(1593.선조26)10월4일정운궁(↓필j낀낀’)어1돌아와서위태한나라형펜을수습하

여반석(여l섬,)。11올려놓으셨으니,아득히딩시의나리형편을상상헤보띤항상 Ul통함과다행스러움이교차되

어간절히 일어난다 영조대왕{짜IUUkl〕께서는 옛일을 추억하여 의로운생각을 일으키시어 같은 계사년(1773,

영조49)모월모일에 이궁에거둥하여 축하를 받았으니상고할 만한고새마’l1)가 있다.마침제사년이다시

돌이왔으니나소자의사모하는마음과신조(光l떼의뜻을계술하는의리에있어더욱그만둘수없다.이날경

운궁에나아갔다가이어즉조당떠|l|1/|5l꾀에참배할것이니‘제반의식철차를예조로하여긍규례를상고하여마

련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 30년계AHl893)8월6일(을묘)

경운궁즉조당의비가새는창호등을개수하는길일을l3일손시로정하여거행할것을칭하는호조의지l

O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운공(劉띤피)즉조당{EllV|f꾀의비가새는칭호(갚戶)를도배히고온돌과단칭등의탈이난곳을개수하

는일을 시작할길일과 길시를 일관(l「lT)최성필(?바|:폐에게 넥하게하였더니,8월l3일손시(괜|샤)가길하디-

고하었습니다 이날이시각에거행하겠습니다 감히아휩니디-.”

하니,알았다고전교하였다.

고종 30년계사{l893)8월 l2일(신유)

10월4일출궁할때왕세자가지영하는일둥을마런할것인지를묻는예조의제

O 또 예조의 말로 아펴기를‘

·‘오는l0월4일정운궁(밸j핑파)에나이간 다음즉조당애|1|”칸잉에전비l하기 위하여출궁하고환궁할때왕세

자가지영(1|ι迎)하고수7H많i펴)하는일은규례대로마련합니까?감히여풍니다.”

하니,전교하기룹‘

--규례대로마련하고지영은그만두라.”

하였다,

고종30년계AH189%8월l3일(임술)

즉조당에서교서를반포하고진히할때왕세자가치사둥을올리는예를마련할것인지를묻는예조의계

O 또예조의말로아뢰기를,

“오는l0월4일친럼하여즉조EHe|llrl?폐에서교서를반포한디음 진하할때 왕세자가치시{f값씨,전문,표

리(끓쇄를올리는예를행하는일은규레대로마련합니까?강히여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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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규례대로 마련하라고 전교하였다,

고종30년계사{1893)8월l5일(갑자)

즉조딩에서축하를받을때등록대로마랜할것인지를묻는예조의제

O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삼가등록을상고해보니,영묘조제사년에 즉조딩낸|llYI?폐에서축하를 받을때특펠하교로인하여상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백관은 흑단링(j폐l써을 입고예를 행하였슴니다 이번에는 어떻게해야겠습니까?갑

히 여쯤니다··

하니,전교하기를,

“계사년의 예대로 히라--

하였다.

고종30년계AH189%9월29일(무신)낮에는 맑고밤에는 비옴

경운궁 등에 전배힐 때 수가할 영문 등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묻는 l칭조의 2ll

O 또 벙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l0월4일애 대개λ115)가정운궁(원j파씨’)에 나아가고이어 즉조당(G|1|까‘펜에전매(h상lI)할때 수7HLi

폐)할 영문(;긴|1|0을 마련해야 합니다.어느 영의 군뱅이 수가하고,어느 영의 군벙이 유진({젠lii)하띠‘급군(3!’1|9

및 마군(l!jlll)과보군(!j/49은몇씬(%)‘맺대(|*).몇초(미’”로마련하고 여군(餘꾀의 유영(셈섣)은아떻게해

야겠슴니까?강히 여쯤니다.--

하니,진교히기를

--봉위영 탱정 2대.경리칭 벙정 2대.총이영 보군 2초‘기사 2밴을 통위사가 거느리고서 선/bRjt;때])이 되고‘

장위영 냉정 2대.총어영 보군 l초.기사 2번을 장위사가 거느리고서 후생後l써)이 되며.급군은 1번이 수가하

라 정리청 맹정 l대‘총어영 보군 l초는 총어영 병방이 대선 거느리고서 유진하고,여군의 유영은 그만두라.--

하였다.

고종 30년계λHl893)10월 3일(신해)비

정운궁의즉조딩에비가새는곳을게수하여공액을마쳤다는호조의지1

O 송종규가 호초의 빌로 아꾀기를.

.‘정운궁의즉조딩떠|lU|?펜에비가새므로창호(짚戶),도배(끼k헤,온돌(1없j처 단칭(「j펴)등,탈이있는 곳을

개쉬냈따)히였는데,지금공액(lj밍을마쳤습니다 감히아휩니다··

하니.얄았다고 전교하였다

고종34년정유(1897,광무1)9월12일(무술,양력l0월7일)맑음

즉조당의 편액을 태극전으로 새겨서 걸라는 조령

O 조령을 내리기를.

“즉조딩얘|ll|끼:폐 의 펜액(h되에’0을 태극전(太|1씨셋으로 새져서 걸도록 역소(앉페)에 분부하라.--

하였다,

고종39년 임인(1902,광무6)4월5일(을미,양력5월l2일)맑음

법전의 전호는 중화전으로 하라는 조령

O 조령을내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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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UJ빠을 지금 영건(쉰꾀 하려고 하는더l,전호(따빠는 중화전(l|!지lb빠으로 하고 이진의 중화전은 도로

즉조딩떠llVl?파)으로 칭하라”

하였다.

고종 41년갑진(l%4,광무8)3월7일(병술,양력4월22일)

내팅금을내리니즉조당종건의ljl용으로쓰라는조령

O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덕이 없어 하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화재로써 정계를 보이셨으니 두려워하띤서 수양하고 가디-듬

으며오직실추시킬까걱정할뿐이다,요(행임금이흙으로3계단섬돌을쌓은것이태평성세를불러왔으니‘재

원띠lll)을 절약하고 검소를 밝히는 것이 친하름 다스펴는 요도(핏j§U이다 이 즉조딩떠|jUl쉰꾀은 신조(j덴lU께서

왕위에오른옛터인만큼중컨하는일을속히하지않을수없으나,딩장 경비(띤웬)를충당하기가곤란한싱황

에서탁지부에만진적으로맡겨둘수없다.특밸히내딩급(1시%싫을내리니,쓰이는비용으로삼되그칸수와

규모룹 되도록간단하게 힘으로써두려워하고 힘쓰는 짐의지극한뜻에부응하도록중건도ι바EtE%13l핍에분부

하라.”

하였다

고종 4l년갑진(1%4,광무8)3월 l0일(기축,양력4월25일)

즉조딩등을증건할길일을 택히여 들이겠다는중건도감도제조윤용선의계

O 종건도감도제조윤용선(jl’싸판)이아뢰기를,

--궁전의터가모두드러났습니다.즉조댐넌|j|쉰낀파석어딩{칸쩨l덴을우선중건하기위해제딴길일을삼가

택히여 들이겠습니다.삼가상주합니다.,

하였는데,아흰대로하리는 칙지를받들었다

고종 41년갑진(l%4,광무8)3월10일(기축,양력4월25일)

즉조당둥을중건할길일을l2일묘시둥으로정하여거행하겠다는중건도감도제조윤용전의계

O 또아뢰기를.

··즉조당과 석어딩을 풍건할길일파 길시를 일관 김동표(金씨‘/j에게 댁하게 하였더니.정초()L{폐는음펙3

월 l2일 묘시(끼j|lj),입주(패-lj는 콩월 l6일 미시(사샤),상량(|」썼은 동월 29일 묘시가 모두 길하다고 하였슴니

다 이날이시각에거행하겠습니다 삼가상주함니다.,

하였는데,아펀대로하라는 칙지를받들었다.

고종 41년 갑진(l%4,광무8)3월13일(임진,양력4월28일)

즉조딩상량문제숲관실차둥의직역과성명을띨단에써서을인다는중건도감도제조윤용선의제

O 중건도감 도제조 윤용선(jf찌환)이 이꾀기를,

“즉조당상량문 제술관(E|llYl깐;il|썼文製izlLTr),상량문서사관(|;.텍X판’싸낀’),현판 서사관(웬사(파젠깐·)및 석

어댄fll때iEj의현핀서사관의실차{굉/센와예채ffi씨의직역(빠쩌파성명을삼가게록하여 별단에써서들엽

니다.상가상주함니다,.

하였는데,아흰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고종 41년갑진(1%4,광무8)3월13일(임진,양력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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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도감의 밸단

O 중건도감의 띨단은 다음과 같다

즉조당상량문 제술관은봉조하김벙국(값써|”쩨)이고,예차는규상각 학사이순익(↑야’jl따)이며‘상량문 서사관

은궁내부대신민벙석(태1시페이이고‘예차는원수부회제국 총장빅제쉰J、|、쐐;1m。l며.힌판서사관은종l품윤용

귀川l싸)이고‘예차는 궁내부특진관 조동희(떼1페내이떠,석어딩의 한판 서사관은 종l품 김성진(i’폐상이고‘

예차는 정2품 박기%애;샤패싸)이다.

2-2.태극전 관련 문헌(1897.10.7~1898.2.13)

가.조선팡조실록(국역)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빼 1년)10월7일(양력)

조령(1!”까)을 내리기를

--즉조당떠|lU|?폐의편액을 ‘패극전(서씨iU·이라고새지걸도록역소(YtFU)에분부하라.--

하였다.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 광무{光패 l년)10월9일(양력)

태극진(서떼삐에나아가친지(서때애고히는제시를지내고서계(↑’hjO를 받았다.

jL||。llHl시jujujfCt‘fj;llj〈j띠션:2센lk。

『고종실록』36권,34년(l897정유/대한 광무{光해 1년)l0월10일(양력)

씬전(MhRU애나아가주다페(,|f써세를 행하고나서태극전(시폐때에나아가윈구단{페||]→서‘0저l사에쓸향

(까)과 축분(패L)을 진히 전히였다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위光뼈 1년)10월13일(양력)

민전(VKlj때에나아가조진(4’1l헛)과1철전(써찌을행하고이어태극전(서1꾀j빠에나아가백관{!’l디)들의진하

플 딴있으띠 조샤(까지)를 반포하여 천하에 대사링(λ싸까)을 내렀디-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무{光해 1년)10월l4일(양력)

테극진(셔l패U에 니아가 땅헌패후{lOj파j이다)에게 옥책(lJlln과 금보(침”)를 올렸다.왕데자비(|太 j까미

민씨(|퍼띠를황태자비(lp-ιj까바로책봉하였디 이어빈전(댐140。l1나아가석상식(?|;ft)과석전(YC안을 행

하였다

『고종실록』36권,34년(1897정유/대한광위光뼈 1년)10월30일(양력)

장례윈 경(떤|웹진jfl|0김영목(ij;탤)이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레룹상고하여보건대!시호(lJi쐐를 올럴때에는 친럼(패싸)하거나사재씨%)를 보낸다

는 규례가 있습니다.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슴니까9,.

하니,제칙을내리기를,

.‘배극진(ι꾀씨빠에서 친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빈전(때괜에시호를 올랄때의정시{I|]lU외부시{;씨(lU는궁내뷔피l셰이)쿄하여긍사출하게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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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겠습니까.’.

하니‘제칙을 내리기를.

‘·아흰 대로 하되 정사는 전례에 의거하여 의정(짧ll찌으로써 차출하라”

하였다.또 아뢰기를.

·‘이번에시호를올릴때와인산{|찌|||)때옥책(|c川)과금보(싫앙)및갖가지의물(값物)들은한결같이 역

대의규례에의거하되국장도김{|펴쐐1;폐으로하여금거행히도록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하니,윤허하였다

『고종실록j36권,34년(l897정유/대한광위光해 l년)l1월5일(양력)

태극전(j＼해j빠U어1나아가대행황후(처1l;」꺼)의빈진(V싫많에올렬시호(l폐쩨를친히전하였다.

『고종실록j37권,35년(l898무술/대한광위光뾰 2년)2월13일(양력)

조령(l싸쉬)을 내리기를.

·‘태극진(서1씨삐을 중회-전(1|l씨1h셋으로 개호(냉(”f입하라.--

히-였다

나.승정원일기

고종34년정유{l897,광무1)9월12일(무술,양력l0월7일)맑음

즉조당의 편액을 태극전으로 새치서 걸라는 조령

O 조령을 내리기를.

“즉조딩떠|j써”꾀의핀액(AJi때rO을태극전(서l씨때으로새겨서걸도록역소(앉페)에분부하라.,

하였다.

고종34년정유{1897,광무1)9월14일(경자,양력l0월9일)맑음

태극전에서친지에고유제를지내기위해서계를받을때비서윈경김영목등이입시하였다

O 술시(lXll써.

상이테극전(서빼빠에나이-가친지(서l띠에고유제(암山쨌)를지내기에앞서서계(센l떼를받는 데에친럼

하였다.이때입시힌바서윈경김영목(슈永꽤),승강우형(2Eli’첼)정세원(뺑|L매찌 홍우%H싸때‘l|).낭이우

앤↑폐피)신헌균{l|l파J4j)김춘수(金츄싸)‘민영적(|써泳j꾀,규장각직각 조중목(꾀파않),흉문관시독신필

희(l||꿰빽가차례로시립({치1;〕하였다

떼가 되자,좌장레(/1-l한1뭔가외핀{싸洲)을 부릎 꿇고 주청하니,상이 원유관(폐파삼)에강사포(짜%、뺑를

입고여(剛를타고나왔다 장례가여에서내려규(|3를잡기를무릎꿇고주칭하니,김영목이규를올리고

상이 규를 잡고 핀위에나아갔다 찬의(해빠가 ‘국궁(뼈@j)‘사배(ll니자),흥(멧)‘평신(가핑Y)’을 창하니.띠

러향관{’;LIly)이하가몸을굽혀사배하고 일어나몸을폈다 독서문관{l뼈센文돼이동쪽게단을통하여 올

라외-서문(펙찌을 읽으니‘칭서문관(lIE카찌끼이서문을들었다 모두내려와자리로돌아왔다 찬의가 ‘국

궁,사배,홍,평신’을창하니,여러향관이하가몸을굽혀사배하고일어나몸을폈다 장례가예가끝났

음을무릎꿇고아뢰었다 상이규를놓으니,김영목이무릎꿇고받았다.장례가여를타기를무릎꿇고주

칭하니‘상이여플타고대내(太꺼)로돌아갔다 신하들이차례로물러나왔다.

고총34년정유{1897,광무1)9월l5일(신축,양력l0월l0일)맑음

천지에고할때축판에어휘를씨넣음장소를태극전으로마련하겠다는장헤원경김영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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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례원 경 김영수가 삼가 아뢰기를.

--이번친지(사뻐에고할때친히축펀{세tlO에어휘(떼ll샤)를써넣을장소를태극전(서1씨빠으로마런하겠

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아흰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뜰었다.

고종34년정유{l897,광무l)9월l5일(신축,양력l0월l0일)맑음

패극전에서원구단에친히제사지내는데쓸축핀에친히어휘를써넣을때비서윈승강우형등이 입

시하였다.

O 신시(l|씨).

상이 태극전젠(Uj시＼이4써페4써패U싸ulU。애|”1나아가윈구딘덴{떼l;밍씨iUlUm따lnn71-끼”。애1”l친히 지1사지내는데쓸 축펀{I11메lj에 친히이휘(“|ll페)를

써넣었다.이때 입시한비서윈승강우헝(갖ι딱),낭신힌균(l|l꾀:j서)김춘쉬if써;)가차례로나와 엎드렀

디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좌우로니누이앉으리η

하었다다.이어Ul서윈승에게앞으로나오라고멍하니.강우형이앞으로나왔다 또축판을올리라고명하

니‘강우형이축관을딴들고무릎꿇고올렀다 상이다실펴보신뒤에축문을살펴보도록명하니.강우형이

무릎꿇고읽으띤서살펴보았다 상이친히축문에어휘를써넣었다 물러가라고벙하니.숭파사관이차례

로 불러니왔다.

고종34년정유{l897,광무l)9월l6일(임인,양력l0월ll일)비

내일테극전에니아갈때출공할니l문로는이느문으로할것인지를묻는궁내부대신민영규의지1

O궁내부디1신민영규(|1ihk끼가싱가 아뢰기를‘

··내일 태극전(ι애이씬에나아가 백관의진해싸TU외표문(ktj을 받는일과관련하여출궁할내문로(1새

|”lt씨늑 이느 분으로 해야겠슴니까?감히 아휩니다··

히었는데.l섣든 칙지이1,

··치중분(j‘tl|1|”0으로 하라.--

히였다

고종34년 정유{l897,광무l)9월18일(갑진,양력l0월13일)맑음

어의들을거느리고임진하겠다는태의원정조벙호등의계

O 태의원 정 조맹호(떼펴폐Q1-소경 정세원이 아뢰기를‘

·‘꽁소원구단에고유제를지넨디음황xll의칭호를받고태극전(서1씨댄에임어하여진해싸꾀)를받으시

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밤사이성상의 처|후는 어떠하시띠침수와수라는어떠하십니까?신들이 어의들

을가느리고 서둘러임진하여성상의기후를자세히실펴야겠습니다.태후폐하의기후는어떠하시며‘황데

자 전하의기후는 이띠히며‘태자비전하의기후는이띠합니까q신들이구구한염러를이기지뭇하여감히

와서 문안드러며 아울러 이렇게 우러리 여품니다.--

하니,답하기를,

·‘알았다 태후의 기후는 한결같으사고황태자와태까비의기도도그런데로견디 나가고있으니,경들은

입시할 필요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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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34년정유{1897,광무1)9월18일(갑진,양력l0월13일)맘음

테극전에서황제즉위에따른조서를반포할때바서원정김영목등이입시하였다

O 손시(댐l#).

싱상-이이 E때H극진젠(A太서;Lj‘J빼{

서원 정 김영목왼(f令%/永k탱찌)l’승강우헝(짝갖ι댐).정세윈웬(때옛|”삐‘마따떼”페;띠9.민철훈훤(Ulr剛j퍼셈싱셈↑ji폐폐페페떼떼j”)l.낭 조기해’lu띠jI낀13i”맺헬잊꾀〕이우맨?f;

/파쉰폐 .신헌균뀐(0끼”l니ψ마|h끼l”;i단꾀;JJ씨싱끼).김춘수쉬{〈값i%;션/감Ffr씨싸씨;1*꾀|k샤;j)l‘규장각직각조중목(꾀lE따),홍문관학사 윤용구(jll|l求),시독신필

희(l|l꿰뺏j가 차례로 시럽(샤jj하였다

때가되자,좌장례가 외판{싸뼈을무릎꿇고주칭하니,상이통친관(jlljj펴3에강사포(經싸빼를 입고여

(뼈룹 타고나왔다 강여소(싸싼l꺼에 이르러장례가여에서내려어쪼Hm|ll떤)에 오르기를무릎꿇고주칭하

니.상이어좌에 윷랐다.장례가규(l3를잡기를무릎꿇고주청하니‘김영목이무릎꿇고 규룹올리고상

이규를 잡았다,찬의(贊뼈가 ‘국궁{폐j째,사배(llC|찌.홍(뼈),평신(/|i광)’을창하니,종친과 문무 백관이

몸을 굽혀사미l하고 일어나 몸을폈디-전조관{싸셈까)이조서앤l뭔llf댔을마주 들고,찬의가 ‘궤(폐·를

창하니,백관이오두무릎을꿇었다.선조펀{피테η)이조서를선포힌다음불러나자리로돌아갔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을칭하니,종친파문무 백관이몸을굽히사배하고일어나몸을폈다.장례가예가

끝났음을무릎꿇고아뢰있다.상이규를놓으니.김영목이무릎꿇고받았다.상이악채l|4다k〕에들어갔다

조긍 있디-가장례가악차에서니오기를무릎 꿇고주칭하니.상이띤복(셋llla으로길이입고나왔다 장례

가규를잡기룹무릎꿇고주칭하니,김영꼭이무릎꿇고규를흘리고상이규륜잡았다.찬의가 ·곽궁.사

ll}l‘흥.평신’을 창하니.황태자 이하종친과 문무 펙핀이봄을잠혀사배하고 일어나 봄을 폈다 찬의가

·궤(폐).진홀재션%),국궁.삼도무(‘땀i짜)’를 칭하니‘황태자 이하종친과문무백관이무릎꿇고홀(까)을

꽂고서옴을굽히고세번뛰고춤을추었다 찬의가 ‘산호(l|11lf)·를칭하니‘황태자이하종친과문무맥

핀이손을마주잡고이마에얹고서만세(폐혜를외쳤다.‘산호·를창하니,만세를외쳤다 ‘재산호(|1{lll

llT)·를 칭하니,만만세(파파해를 외쳤다.찬의가 ‘출흡(||!%),부꼭(씨(서,흥‘시-떼.흥.평신’을 창하니,

황태자가규를장고사배례를행하고,종친과문무 맥관이훌을꺼내고엎드렀다가일어나사배하고일어나

몸을 폈다‘선표관{꺼싸’|]·)이 표목(ιll)을 선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상이 규를 놓으니.깅영목이 무릎

꿇고 받았다.장례가 예가끝났음을무릎꿇고아뢰었다 상이여를타고 대내(시셔)로돌아갔다 이어제염

을 풀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고종34년정유{l897,광무l)l0월5일(신유,양력l0월30일)맑음

O 장례원경김영목(값永않)이삼가아뢰기를.

“상가역대전레(끼내ψ를살펴보니,시호를책봉하기 위해친림(빼바)히여사XHfh%)를보내는규례가있

슴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헤야겠슴니까?감히 아휩니다.’‘

하였는데,딴든 칙지에,

·‘태극진(ι빼빠에서 친림히-는 것으로 마련하리-..,

하였다

고종34년정유{l897,광무l)l0월l1일(정묘,양력끄월5일)비

태극전에서대행황후에게시호를 책봉하기위해친림하여사자를보낼때비서원경조동희등이임시

하였다-

O 손시(써|싸

상이 태극전(ι많뼈에 나아가 대행황후에게시호를 책봉하기 위해 친림하여사재따휩)를보내있다 이

때입시힌바서윈경조동희(웬|1ij熙〕,숭김학수(〈원싸;)강우형(핏j〈떻)정세원(빼l매꾀‘낭조기해따맺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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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균{l|l:쉰야)김춘수(싸감싸)장세기(폈|l니|J,규장각 대제 띤경식(ltlj신1fl〕‘홍문관시독조한원(떼페j디

이 차례로 시립(미1)〕하였다.

떼가 되자,좌장레(/1-/폐밍〕가 외핀{까씨n을무릎꿇고 주칭(것,;|5)하Ll.상이 익선관(했판패,무양흑단령포

(!!!!}사?|밍lfgi때).칭정(1해?j‘소옥대(값l、쐐)차럼으로여(?|19를터고 나왔다.좌장례의인도로상이강여소(P*

띤페)에이르렀다.좌장E1l가여에서내리기를무릎꿇고주청하니‘상이여에서내려어쪼H쩌IAi9로올라갔다

찬의(ttf빠가 ‘국궁(쐐%).사tll1(VLll|→)‘홍(삐).평신(1켜/)’을칭{|l싸하니,종친과문무백관이몸을 굽히사

llll하고 일어니-봄을 폈다 주사xHl?jt%)의 인도로 정새|1〕애인 의정(폐씨십순택(yt외펴)이하가들어오l-

자리에나아갔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을창하니,사XHFU%)이하기-봄을굽히사배하고일어나

몸을폈다 잔재관((센|11「|])인 비서원승김학수가어좌앞에나아가무릎꿇고아뢰었다 전제관이 중문(1|l

lllj)을통히여 니가고,진사지{싸‘ji셔)가시책보안(,폐j11tyr*)을 마주들고뒤따랐다.전재관이가운데21l단에

서 내려오고,집사자도안{짜)을 들고 따라내려왔다.진세관이제서(폐,니)가있다고말하였다.찬의가 ‘궤

(떼·를칭히니‘정사이하가모두무릎을꿇었다.전재판이이르기를.

--대행황후에게시호를 책봉하는일을경들이부젤을가지고가서대행하라--

하였다 애를 행하기를 마쳤다.

찬의가 ·부웬때{JJ.홍.사배‘흥‘평신·을장하니‘정사이하가엎드렀다기일어나사배하고일어나몸

을폈다.봉철괜4、페|])이부절을 정사에게주니,정사가무릎꿇고받아장젤xl{I펴iI%)에게 주고.장절자

가무릎꿇고 띤은다음일어나정사의왼쪽에섰다 집사자가각기책후Hl||jl써과보록{젠때을기-지고천제

관앞에니아갔다 진지l관이 젝함을 취하여 정사에게 주니,정사가 나아가북쪽을 향하여무릎 꿇고받은

디음 젝함올안(’￡)에 놓고 가안재씬*셔)가마주들었다,전제관이보록을취하여정사에게 주기를모두

책함을주는의식대로하였다.찬의가 ·부꽉‘흥‘시till‘흥,평신·을 창하니.정사이하가엎드렀다가일어

나사떼히고일어니꼼을폈다 주사자의인도로사자가동문(싸|llO을통하여나갔다 장절자가정문을통하

여나가고‘거책보안새뿌lllfFt짜%)가다음으로나갔다 사자가 책함과보록을요여(빠뼈와치l여(彩뼈애각

각넣고의생없fU을갓추이앞에샤인도하니,정사이히가이를 따라빈전에니아갔다.찬의가 ‘국궁‘사

lj|l‘홍 평신·을창하니.종친과문무백핀이사tll1하고 일이나봉을폈디 장레가예가끝났음을무릎꿇고

이꾀었다 싱이어좌에서내려오l-띠를타고 대내쿄돌아갔디 신하들이차페로물러나왔다.

고종35년무술{1898,광무2)1월23일(정미,양력2월13일)맑음

O조렁윤내리기룹,·‘데극전(서1패i잉을증화전(l|lF||l1퍼으로가l호(따끼렌하라.··히였다.

2-3.중화전 관련문헌(1898.2.13~1902.5.12)

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7권,35년(1898무술/대한 광무{光폐 2년)2월 13일(양력)

조령(1씬까)을 내리기를,

‘·E|l극진(서1패빠을 중화전(l|l씨lhlU으로 개호(따센임하리---

하였다

『고종실록j38권,35년(1898무술/대한광무{光빼 2년)l0월23일(양력)

권정레(↓싸1시애를 거행하고중화전(1|1f|lh샌에서 진해|씨lrU를 딴고 대사링(λ서쉬)을반포하였다 성상파 래자

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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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f{찌에’

--왕은 다음과같이말한다 내가음식을삼가지않아몸이떤치않았으며 데자도같은증세로앓았다-이것

은천만 년동안듣지도옷했고 있지도않았던큰변고였으니차마말할수있겠는가?

약원(藥WJ에서는심지어윤직(1l폐l덴을 서기까지하였으며신하와 백성들치고속을 태우지않은사람이없었

다.하늘이돕고조종이|li)이묵묵히도와주어기쁜일이빨리있게되어 두가지경사를아울러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조대신(례멕시F)이번갈아가떠진하할 것을칭하였으나‘이러한때에이러한일은너무크게 벨이

는것이기에짐이즉시 윤히하지않았던것이디-그러나여론이 일제히원하고경사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만큼 짐에게관계되는 일이라해서줄곧 겸손하게사양할수는 없었다.더구나또태자가새롭게복을 맞이하

여짐의 마음이기쁘고온나라가같이기뻐하는만큼이에관년음력9월9일에찬지와종묘사직에상가고하

고 진하하는의식을거행하여큰은혜를 배l끊려고한다 응딩-시행해야할사항들을아래에띨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oF임금이아름다운것을맞이했고 태자가복을받았다.나라의운멍이 더욱길어져 만년토록니맛일이 잘

되는운수를늘여나가게되었으니은혜로운영령을크게 펴서온나라에끝없는정사를준다 용세상에알리

니모두 듣고서알도록하라--

하였다

『고종실록j38권,35년(1898무술/대한광위光뾰 2년)끄월30일(양력)

경효전(웬:씬빠의 R신주(세||llj를B중화전(l|1꺼lh빠으로이안(修깃)하고전비l하였다.

샤?j앉,{정lk‘jl|1씨l빠.fjUGf|→。

『고종실록』39권,36년(l899기해/대한광위光뾰 3년)2월17일(양력)

중화전(||111l뼈에나아가경효전(상싼ll빠 춘향대제(fFI섬‘j;찢)에 쓸 향축(츄I삐을 친전(때피하였다 이어서 경

효진에 나아가제사에쓸희생과제기들을살펴보았다.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위光뼈 3년)3월7일(양력)

중화전(l|lll|M잉에나아가선농단(κ많l1;19어1지내는재사에쓸향(짝)과축문(빼￡)을친전(빠패)하였다.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l대한광위光뼈 3년)3월19일(양력)

종화전(lll4|ll때에서 권정례(lttVFW”로 진해때꾀를 행하였다

f얘l’쉰께씨따’ij‘l|대|l빠 。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l대한광무{光패 3년)5월l2일(양력)

종화전(1|lF11b빠에나아가경효전(채칸뼈에지낼 하향대제(딩l;ι太쩔)에쓸향{츄)과축문(써X)을친진(IU폐)하

였다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 광무{光패 3년)5월28일(양력)

중회진(l|l꺼|b빠에나아가사직단(1ll|댔tl1딘에지낼t휠우제(”lj‘E쩔)에쓸행진)과축문(써찌을친진(jQ{피)하였다.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패 3년)5월31일(양력)

중화전(l|4|lh빠에나아가종묘(〉i폐)에지낼별우제(써’자쨌)에쓸향(전)과축문(끼t찌을친전(폐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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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해 3년)ll월13일(양력)

종회진(l|!끼|따잉어1나아가황태자가시죠Hfj|49한상폐에서 하례(r’끼씻를 받고 사변(삐r떼을만포하였다 조문

(,iffU에‘

--짐(l!서은생각컨대,도리는때에맞아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방법과임시적인 방멤을적절하케 하는것

이고‘예법은 사람의심정에근본을둔것이기 때문에 은정과의리의지극함을다하는것이다.그러므로선왕

(λ1)은이것으로제승하여훌륭한효성을다하였고이것으로발양히여 크게보답하였던것이다.

상가 생각건데‘λ사}도수덕돈경홍인경지장윤융볍기명칭휴친원힌성”지제l”1상헌희장힌서세1x재HκJ)|넨딘ι넨、t↑꺼l(;hl*따자쉰rt앙t잉!U:녔k싸kl따갚j따꾀lLμ、J(「;ib싸j상;띠끼메|”|1「세‘j끼;3;h……

F따fJ패퍼젠패lL”깐lJL|N‘펴페G샤G’t1?…n

고 자손들을보호해주는큰제책을이은것은능히효종{젠、)과마찬가지였으며‘지손이번성하는경사를 맞아

훌릅힌이들을낳았디 〈주역(1서싸)〉을 공부하여희문을 일상생활에적정하였고‘법서(!고지)를 연구하여 책럭:

이 저젤로 전법에 맞았다

그러므로l4년동안정사를대리할때문회가널리퍼지고군사장비가빠짐없이갖추어졌다 비유해서말하

면왕계(l;추)가아lH지였고무엠바1)이아들이었던주(써)나라문왕{Xl;)이근심 없는것과같았고 딩시의

모든사람들의마음이쏠렀으며태평성대를노래하는자들이돌아왔으니진실로왕위를이을만하였다

그런데갑자기우리선왕에게큰슬픔을끼쳤으니아무리성인(lF서이라도 면할수없는일을어떻게하겠

는가q오직사람들에게젖이있는픽화만은세싱을 떠났어도잊을수없다.

또한효강지희정신휘목유징헌정혜띤홍씨(싼Ljk쓴패llrl’〔댔!셀샤l!i폐/냈파댐싸jC)는큰집안의띠느리이고 성인의

어머니로서안일윤 정게하여안으로 대리칭정(ft1lI5{안JK)을 하고,시부모를 잘봉양한칭송이자자하였다.어찌

하여아름디운 턱이드리니-지않았던가?그러나큰의리는 제한되어있있다.비록궁(패과 원(l폐의의절((값따)

은펄껴졌으나높은덕에대힌칭호는땅위(예ι)에보답하지못하였다.왕위를잇는예법이엄격하기에당시로

서는응당그렇게하였지만어낀이룹가끼이하는생각이간절하기에후지l자의입장은다른깃이다.옛날을상

고힌다띤주 나라에는왕으로추숭{피파)한 제도기-있었고 조종(세[기J을본받는다면이미닥묘(암써)의고사{llk

‘ji)가 있다

이려하기에 처음에는 Xll신(찌끼)이글을흘렀고지l속해서조정의의진이다 같았다 이는 바로권도(|%폐이

띤서도윈칙에맞는것이고인정에기초하여예법을만든 것이다.이미올해음럭l0월7일천지(JJω와종묘

시직(찌찌|11댐에공정히고하였다.

이에음력l0월l0일에문무관리들을거느리고 책보(|1|Hlt)를삼가반드는동시에장한서lx씨|폐||1:j’)의시호

(J꾀l뇌를 추/없jUl〕하여, ·신문환무장헌광효대왕{l1ll|ltf|ljt;ll굉씨N￥:kF)’이라고 하였고‘묘호(1써쐐를 ‘징종

(씨가、)·이라고 하였으띠 혜빈(파l때은 ·힌경왕후{폐/kl!l극)·라고 하였다

이띠추숭하는 애식을기행한만콤마땅히 백성들에게은혜를베풀어야할젓이니,시행해야할사항들을아

래에열거한다,【이히는생략한디-】

아‘아름다운 덕이크게후세에밝혀지니왕실의빛을드리우고훌륭한이름이영원히빛나니임긍의가문에

경시-가크다.세상에포고하니모두듣고서알게하라--

하였다.

『고종실록』39권,36년(l899기해/대한광위光해 3년)ll월19일(양력)

줍화전(1|I씨1h써에나아가경모전(;;써싸U의동향대저1(4’;rk씬)에쓸행까)과축운(세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폐 3년)11월21일(양력)

중화전(l|내llh빠에 나아가 종묘(’씨써)에부제새mft센l|1미를 지내고 서제(↑낀lk)름 받았다 황태자도 따라나아가

예를 행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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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위光뾰 3년)끄월25일(양력)

장종대쟁;||;〉ji太lJ의부묘례(폐l폐l[랜〕행하였다.중화전(l|1짜|뼈에나이-가황테재’iJ太Y)가시쇄샤찌한상태

에서 하례(t에웹를 받고 사연(서떠)을 반포하였다.조문(테X)에.

‘·예법에는 정상적인 것과 변통하는 것이 있으므로 인정은 굽히는 때도 있고 펴는 때도 있게 된다 굽혀이:

할때에 끔히면굽히는것이옳은것이되고,펴야할때에펴면펴는것이옳은것이되는것이니‘완진히옳

게 하는 것이 곧 바른 예법이다

삼가생각건데,장종신문환무장헌광효대왕{}lF까lI11|I따lTJ씨l폐j원받太|:)은하늘처럼굳건하고해처럼밝으섰다

명령을 받고서 대리청정(ftFl펴돼k)을 하는 l4년 동안에순(웰)임금처럼정사를 대행하였고 제(따)와같이 뒤를

이었다 한 맹의원랭yiE&)이있고아래로 만백성의기대를받았다 성대한 덕과지극한선행을 끝내 잊을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앙어도 시땀들은 오래칠수록 더욱 깊이 사모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이둘이어서는안된다는 예경(lits%씬의의리를삼가지켜아직까지큰 덕망에반드시얻게 되는

이름을올리는의식을거행하지못하였다 이것은딩시의의리로서는굽히야하였기때문에인정을펼수없었

던것이다.그러나친도(시렌는 한번가고다시 돌아오지않는 법은 없기 때문에공의(公짧가 오래되어서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오늘의의리로서는인정을펴야하는것이다.

그래서 이해음력10월23일에종묘(찌l떼에함께모시니이것은완전한의리이며바른예법이다.어찌감히

지난시기에대하여자랑하겠는가,실로오늘을기다린듯하다 인정이에법에맞으니감격이기쁨과함께새롭

다

또한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I-찌찌友武烈빨(}lE싼)대왕은하늘이내신성인이고날로향상펀순수한학문이

역데 제왕 이후로 가장 훌륭하였다 심뱀(心파은 요(파 ·순{필)·우{파)·팅{씨)처럼 서로 진수((패앙)하였고 정사

의 규구는 전(싸)·모(퍼 ·훈(떼 ·고(펴낀처럼 서로 안팎이되었다.그 성과가 더없이 높고 컸으므로 사란들은

그깃을 형용할 수가 없었다

단지 평생을가는그리움이 있었으므로남면(떠|씨하는즐거움도없었다.조신(끼j|끼)들이호소하는것도 여러

번거칠헤버리고왕대를마쳤으니‘이것이대체로24년동안견지해온깊은의리였다

평소에 혐의를분탤하고은미한것을 밝힌깊은뜻을우러러생각하띤물콘오늘날에그뜻과 일을이어기-

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줍을 알고 있다.그러나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의리이고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

이예법이란것을생각하였기때문에종묘에배향하고추숭하는이때에다같이높이는의식이있어야하는것

이다

아,예정자수효의왕후(깜/kggFF칸싫 |·l다)김씨(싸LL)는 상인으로서 성인의 배필이 되었으며 하늘이 되고 땅이

되었다 지극히어려운경우를당히여서도지극히순종하였으므로성조(펀490가아름디운 며느리라고 자랑하였

고‘가정을바로잡는것으로부터나라를바로잡았으므로영고(펀강)는 실로남모르는도웅을받있다.비록옛날

에는겸손하여진실로깊은뜻을따랐지민오늘에외서높이자띤어찌찬양하지않겠는가?

삼가 책보(1||f펀)를 받들어 정종대엠1!자太l〕께 ·경친맹도홍덕한모(싸시”jj때펌勳폐’라는 존호(션떼를

추상fjElj하고효의왕후{孝談l‘l5)에게는 ·장휘(;ll→뼈·라는 존호를추상하는 바이다.이미우리열조(젠에띠를

도와서 소목(ll/{않)의위치가정해졌으니돌이-가신영흔도임하는듯오르내랄것이다.큰에식을빛내기 위하여

특벨히넓은은혜를 배푸노니실행해야할사의(l찌’|j들을아래에죄는다.【이하는생략한다.】

아,존호를올리는 책문을태실(t젠어l보관하고보니 옛날을그러는생각이더욱간젤해지고,같은감실(맘

폐 에서 제사를 지내니 나라를 세홉게 할 운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친하에 포고하니 모두 듣고서 알게 하라”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행 3년)l2월6일(양력)

선희궁(던lF템l)에 시책문(剛바찌과 인생F|j페을 대신 올리고,중화전(l|4ll뼈에서 진해씨itU를 권정려l(서땀

써로행하고사령(뼈쉬)올반포하였다.조운(셈찌에,

“짐(li갓)은 생각건대 효성은 조상을 높이는 것이 크고 예는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 증하다고 본다 그래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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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훌륭한임금과 명철한왕들은누구나다조상을높이는것을우선시했으며또힌조상이태어난선조를

융숭하게하여근본에보답하는예로삼지않은적이없었다.짐이큰터진을이어받았으니공정스럽게닦아나

가연서 감히 늦출 수 있겠는가?

공손히생각건대소유영빈(1l샘찌펴)은온화하고어진마음과방정하고휠달한뱀젤로여러조상들을받들고

착실하게지내오띤서39년동안기쁨은비록끝이없었지만갖은어러움도다겪었다 일찍이아들에게땅하여

정사를대리한지14년동안은혜는물론깊었고돌보아준것도지금까지끝이없다.이전에는간절하게걱정

해주고이후에는돌보아주떤서할수있는모든일을다하였다.전(lj때과궁(;1;,J들사이가화기애애하였는데,이

것은우리영빈이공력을들인먹이었다.

애 임오년(1882)간에천도(시인)가정해지지뭇하여큰덕을지난이가장수하지못하자어머니의심정으로

곧바로힘께가려고하였다 그러나오히려의리로억제하고3년을참고지내띤서담재(떼떻)를지내는달에이

르러서야조용히갔으니,그마음이두가지를다보전한것이다 후손들이야어떻게알수있겠는가?조상들의

가르침이그러했던것으로서이깃이어찌부녀자들이능히할수있는것이었겠는가?또한역사에서보기드문

일이니어찌아룹답지않으띠어찌훌륭하지않겠는가?

히나의이치는순환하여굽혀졌던것은반드시펴이는법이다.l때대후에공의(公l詢가ul궁{[펴띤)의묘호(1써

빠를정하고난곳을소급하여높였으니,윈(|1패으로봉하고시호(5꾀꾀를올리는조치가어찌없을수있겠는

가?이것이이른바근관에보닦하는에인것이다

이에올해음력ll월4일에상가옥책문(6!||}띠을받뜰어 ‘소-유{ll/{찌·라는시호(폐꾀와 ·수경(싫원’이

라는윈(l씨)이름을4얄댔다,lIl}에맞는타딩함과인정에따르는예절두가지가다유감없이재대로되었다.의

리기-이미조상에게멀리미쳤으니어짐도응딩-아래에 미쳐야할것이다.일체시행해야할사항들을아래에

조목l셀로띨거힌다.【이하는생략함】

이|조상이힌일을그대로따르고저소영이/{젠)의엣규례를지켜자손들에게부낭한복을내리고우리자

손괴-맥성들을보호함을천하에포고하니.모두들어서알게하라--

히았다,

『고종실록』39권,36년(1899기해/대한광무{光뾰 3년)12월20일(양력)

중화전(l|l씨씬에나아가원구딘{꽤|1:lYO대제의축분펀{써씨tl꾀을친히썼다

『고종실록』39권,36년(l899기해/대한 광무{光패 3년)l2월23일(양력)

중화전(1|l씨때에나아가하례(ril빠를받고사렁(삐쉬)을반포하었다

조문(1lf{꾀애‘

--왕은다음피같이말한다.예댐에서는주나라를본받아야하는데,주니라의도라는높일사람윤높이고가

까운사람을사랑하는것이다 그러므로후직(l펴썽을tlll천(|%시한것은그를높이기위한깃이었고,패왕{太

l)·왕개(lr싼)·문엠Xl〕을추존(jE??)하여왕으로봉힌것은그들을사랑하기위한것이었다.높일사람을

높이고가까운사란을사랑히는 것은 의(않)를 다하고 인((-)을 다힌것이니‘어찌후세에 마땅히본받이야 할

것이 아니겠는기?

아!하늘괴조상들이우리나라를말없이도운결과부덕히고암둔한짐이여러사람들의의사에몰려서외람

되게 황제의자리를 차지한지가오늘까지3년이되었다 하지만무슨 닥이있어샤하늘의 명링을 크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실상은 우리조상들이쌓은공적파인자함이 정사를내리고복을물러준것이오늘에이르리

히늘의명평이니에게내린것이다.그러므로밤낮으로근심하고두려워하면서하늘을공정힐도리를생각하다

가이에남쪽교외에원구단{|퍼띠펌)을세운것이다.

그리고또생각해보컨대만물은하늘에근본을두고‘사람은조상에게근본을두는만큼근본에보담히려띤

조상을높이고‘조상을높이려띤하늘을섬기지않을수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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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생각건태우리패조(太jh|0는하늘과사람의의사에순응하여왕업을이룩하고그것을선대임금들에게

물려주있으며,열성(갖|j띈은진대의엽적을두더이하여위업을이어받고,그것을후세에굳건히지켜낸절과

엽적을거둡빛내고하늘의의사를잘받들있다 그러니감히쥐1돼)나라에서떼천하고추존한예법을따라우

리열성조가하늘을공경하는정성으로보살펴준하늘의명령에우리리보답한것을드러냄으로써보잘것없

는이옴은관계없다는돗을보여주지않을수있겠는가?

이에이번음력l1월l7일에모든신하들을거느리고종묘(치써)에나아가책보(jl|}핀)를받들어패조대명{太

jbll太|〕은 태조지인채운응천조통광훈영명성문신무정의광덕고황제(太buff깎덴땐λ딴統값뺑j永命멜文세|I파IF잖光

핑l치l같t헤로,숭인순성신의왕후(까f:1|1li뿐lln||談띈lE)는 고황후(끼1던|5)로,순원현경신덕왕후(1l|혀yl輝써!ln|l짧띤임)도

고황후(1낀jI;ll듭)로,고조할아버지장종대왕fjlι긴太l〕은장조신문환무장헌굉효의황제(}l1-i|에|l찌꺼패!l;랩떼[孝認낚ri;:)

로‘고조할머니헌경왕후(짜싸l-l핀)는의황후(꿇및l;)로,증조할아버지정종대웬inκlF;〉강;j太i|U〕은정죠경천명도홍덕헌

모문성무열성인장효선황제(U띠InlE-게페”세빠lu川lUt싸냈」大치〈J|네끼””jj펴힌j파}까5얀f셈잉쇄핵n5따짜文찌lκι파tR젠烈!9lf많믿Lι.〕}”씨|”lE-:f?싼펀fr‘]깐1

후휘(“씨}”씨lnlF-랬?깜f/싸싸%양忽증깊‘x1싹f:￥認lF:꾀암돼.))는선황후(디딘lS)로높였다.

할아버지 순조대왕{*면jill太l〕은 순조연덕현도경인순회체성응멍흠광석경계친배극융원돈휴의행소륜희화준띨대

중지정홍훈철모건시태형칭운홍기고명빅후강건수정제통수럭건공유범문안무정영정성효숙황제(*l때lil;;|펀웰U헐Ett純

l댐뿜?F잎껴tr암$k光￡%{월繼λ:i%E4!센|젠/tj*f4;認fIll/{(폐딱、띠l맞烈大l||fll페자떼j센체dZk하끼쉰斗llj댄1〕l、-핸1:퍼l씨|tFI당剛{앓tf%!iI감험i

jIi따;{l핀j찌JEjci고til찬짜/때Jt양n|;1ljfrb;)로,할머니인맹경문인광성융희정열선휘영덕자헌현륜홍화신운수목예성홍정

순원왕후(l씨/k文仁光맘핸뼈l!젠rEr微짜德양펴k앓폐싸fbm|1j따↑짝깐liι파純ytl-!즙)는숙황후(1싸띈l듬)로높였다.

아버지 익종대왕{랬짜太|〕은 문조처l원찬화석극정명성헌영철예성연정융덕순공독휴흉경홍운성열선광준상요홈

순공우근딩정계친건통신훈숙모건대곤후굉-업영조장의장륜행건배녕기태수유희범창희입경형도성헌소장치중달화계

력협기돈문현무인의효영익황제(文jill쁨/cfffk없빠파命fF꾀:폈lr깜싸il;;|/페;젠싫lE」기젤(때滋싸jilil;딴!!펴光WimriEik짧

AR펴￥Jjj꺼-Il;땀人않*bulll폐jn!;}파?ZjJl|ll?l끊뽕샤;”l|:}|i::짧“hfnfl{il:lNU젠j￡짜IEF?}뺀‘l떼ll야함1):*‘;i쉰딘l4X않lll/{rnj핏||댄Jll繼牌

써센*k:k;행ttf:않?싼l”l쩌l;l쉐-)로‘어머니인효유헌성신경정인자혜홍덕순화문광원성숙렐맹수협천융목수녕희강헌정

휘안홈륜홍경태운칭복희상의모경훈철범신정왕후(쑤F밥멤깐썼II-f」양;파μtt펴lE(k文光7E!λ}!|;1烈l써fil|4j서;f탱파젠1딴

씨싫!’/E微jt’ikh얘싸↓파Z*j파|lU11낌햄LM‘(t/섬짜;;t‘훨서liJ삐1|li’i|-f긴)는익황후(깎lfJl핀)로높였다

그러고 동지(4셈날인20일애난쪽 교외에서하늘에 삼가 제사를 지내면서 태조고황x제세!”MlK(Ujι샤시니애j”폐빠i피떼|uιιlh“uJ바:「끼‘V끼:

제사지냈으니’높일사람을높이고가까운사람을사랑하는점의정성을표시하고 우리태조의큰엄적과왕업

의터전을닦은것을밝힐수있게되었다.

이때는여섯기지기운에회복되기시작하는떼로,크게보답하는의식을대번에거행하니하늘의도리에ul

추어보아도어긋나지않고‘인정을참작해보아도부함되는것이다 점의기쁜마음을무어라고형용하겠는가?

신하와백성들이다같은심정인만람감히하늘의은혜를헤아려큰은전이미치게하고,생맹을귀중히여기

는픽을 골고루펴는데사링(서쉬)조항을아례에띨거힌다.

【이하는생력함】

아l옥책문(h||1}文)을올리는것으로네임긍을높인것은사랑을다하고융숭함을다한것이며,태조를하늘

에함께제사지낸것은공로에보답하고덕에보답한것이다 의식을지내고제사를지내기시작하였으니경사

가온 나라에차넘친디-.온니리에공포하니모두듣고서알도록히라”

하였다.

『고종실록』40권,37년(19m경자/대한광무{光뾰 4년)1월29일(양력)

중화전(l|IJ1l없)에나아가건원롱({않元|썼,정롱(jill폈,인롱(仁|폈,수롱{談泌,경효전(뭘孝뼈,홍롱(써썽의세

모제(歲람쩔)에쓸향축{휴뼈을친히전하였다.이어경효전에나아가진배(k강쩍한후희생(짧qlU과제기(쩔채)

를살폈다 황태자가따라나아가예를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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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37년(1900경자/대한광위光해 4년)1월31일(양력)5번째기사

증회전(1|내|lh빠에나아가정조하레(|1가Ult’띠ψ를받았다 황태자가치사분(j갓JlljU을올렀다.이이조서(,jf,서)를

내려사령(서;)을반포하였다 예플 마지고상이이르기를,

--영헌태후{1Oj꾀시끼)는보렁이칠순(디lJ)이되었으므로끝없이경축하여야하겠지만짐(!}씬이야무슨딘이

있기에갑자기이훌륭한칭호를받겠는가?과연동궁의효성에니온일이기때문에부득이이렇게한것이
다.--

하니‘의정(l뻐갓)윤용선(jllf샘)이아꾀기를,

--동궁의지극한효성으로이러한나라의정사를만낮으니따땅히이러한칭이있어야할것임니다.폐하께

서어찌그정성을기특하게여겨허락하지않을수있었겠습니까q,,

하였다 이어 이뢰기를.

--신은팔안한심정으로감히염치를무룹쓰고참여할수없어서성밖으로니-가서삼가엄한추궁을기다

리고있었는데‘은혜로운칙유가거듭내려이지1야바로소침석하였습니다.하례의식을지체시킨죄는신의죄

가막대한데도신은요행히처벌을연히고 다만조벙식(,떠4」퍼에게만처벌을내렀으니,신은황공하고위축되

어불안한마음이이찌끌이있겠습니까?

신때문에중신(까|;l)을귀양보내게되었으니갈수록마음을놓을수없습니다.마땅히그를용서하여놓아

주는처분이있은다음에야구속에서벗어나반열에참여할수있을것입니다.그런데오늘의형편은파연법

식을갖춘것이없고도리어선도된상태에서멍에응하였으니,신의불안스러운생각은갈수록더해집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축하의식이지체된것은사실조댐식때분이지경때문에그렇게된것은아니니정은이렇게생각할것

이없다 조볍식은70살에가까운사람으로서행동이해괴하기에이와같이경잭한것이다,더구나오늘날나라

의형편이어렵고걱정스려운데경은무엇때문에여지없이땅백해진문제를가지고서로겨루는것처텀하띤
서 떠나겠디고 히는기?--

하였다 윤용선이 아꾀기룹.

--신이서로겨푸느라고그테는것이아넙니다.이띠 R조병식이B말하기를.·믿해서입음더립히려고해

도·리고 히였는더l임을다랩힌다는것이무슨일을말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나라의체모와조정의기

강이쓸어버린듯이없어졌는데신이어떻게처신을생각하지않고편안히여슬자리에니가겠습니까?신의거

취는이미논할만한것도없으니삼가바라건대신을빨리불러쳐주소서,”

하니‘상이 이르기를.

”ljl록여러빈간칭한디-해도들어줍 리가만무하다··

하였다

『고종실록』40권,37년(19때경자/대한광무{光해 4년)2월9일(양력)

중화진(1|lF|ll때)에나아가영힌데후{lUl깐·시간)의존호(f‘윈빠룹가상(0lllj하는데따른책보(1|lf젠)를친히올렀다.

『고종실록』40권,37년(19애경자/대한광무{光해 4년)2월17일(양력)

중화전(l|1까lhi잉에가서존호(i1떼잉를가/bHhl1|〕하는데따른책보(1l!}1세)를받았다,황태자가백핀{「「1’1)을거

느라고예를행하였다 이어경효전(싫센j빠에나아가서전배(1f상L)하고희생(1짧l|j과제기(%525)를살펴보았디-

황테자도따라가서예를행하였다

『고종실록』40권,37년(19m경자/대한광무{光뾰 4년)2월19일(양력)l번째기사

줍화전(1|l씨ω애나아가하례(꾀1|1씻를받고조서(,펴,니)와대사령(새μ;)을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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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37년(1% 경자l대한광무{光해 4년)5월1일(양력)l번째기사

【음력경자년(jJ핀:4lC)4월3일】

숭화전(l때l뼈에나아가서종묘(찌l떼하향대제(5ijελ:짤)에쓸헝:축(香빼을친히전하고이어경효선(싫쭈

빠에나아가전배(많13하였다 황태재l샤 γ)도따라나아가예를 행하였다.

『고종실록』40권,37년(1900경자/대한광무{光뾰 4년)5월14일(양력)

중화전에나아가수릉기신제에쓸향축을친진하다

『고종실록』40권,37년(1聊 경자l대한광위光뾰 4년)8월17일(양력)

충화전(1|lI|l뼈U어1나아기황XHf;i-j강를 책원|l|f쇠)하였다.이강(쭈껴폐은의i씬줬!〕으로삼고이원추”값은영왕

(짜|〕으로삼았다 반조문(때테찌에,

“봉천숭운황xll(4§λ1댐1l;J폐·)는마음과같이조령(파쉬)을내린다 옛날의황제들이천명(λ命)을받아여러

아들을책봉한것은자손을융성하게하고나라를더욱굳건히하기위해서였다 지나간시대룹죽보더라도

모두이도(j윌)를따랐었다.짐(li자)은천지사이의오든신의도움과조종(1떼지;)신령의도움을받아데위(서꾀

에올랐으므로가까운신하들을널리들여세우고황실을좌우에있게함으로써나라의만년기초를공고히하

려고 생각한다.

둘째횡재l닌了)이강과셋째황지이은은모두횡-제가문의귀중한사람들로서마땅히높은칭호를주어이:

한다.그래서예조(1|1떤lI)의신하에게멍하여옛제도를널리상고하여종묘(찌l써)에미리고하고좋은날을받이-

음력7월23일에이강은의엠꿇l-)으로봉하고이은은영쟁짜l]으로광하였으띠긍책(싫|1n과긍인(4산1l)‘칠

장복(tjFlllU을하사하였다.이는짐한사람의사사로운일이아니고바로천하의공적인일이며만대의법이

다

아|망조에는경사가많았고황실에는복이뻗어나갔다.한{폐 니라 헌제(짜싸)는문흐H찌U를좋아하여종

실(기펀9의모범이되었고 〈주역(j사까)〉에서는제후를잘세움으로써사직(j|「|{쟁을영구히편안하게하였다

그러므로조시(jf{示)하여모두가암게하는것이디-.,.

히였다

『고종실록』40권,37년(1때 경자/대한광위光해 4년)8월18일(양력)

중회진(1|4|lj해에나아가횡-태xHl닌太f)가올리는치새jjEl,0외-전문(훗찌을받고‘이어하레(힘펀〕를받았다.

『고종실록』40권,37년(1때 경자/대한광위光해 4년)8월19일(양력)

중화전(1ll꺼|b빠에나아가황태지{IJ太j’)가올리는치사{fjillngl-전문(훨文j을받고히폐(1’이뭔〕를받았다.만수

성절(1합,칠믿剛)을 축하하였기 때문이다

『고종실록』40권,37년(1때 경자/대한광위光뼈 4년)l1월30일(양력)

중화전(1|1씨|뼈에나아가종묘(짜폐의동향대제(4팎λ쨌)에쓸헝{츄)과축문{빠찌을친히전하고이어경효

진(핑행j빠에나아가전배(h상|j하였다,

『고종실록j40권,37년(l聊 경자/대한광위光뾰 4년)l2월22일(양력)

중화전(l|1꺼|뼈에나아가동지진해4헌l짜강)를받았다.황태자가백관(펴꺼’)을거느리고치새fj폐하는전문

(쫓찌을 올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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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l권,38년(19Ol신축/대한광무{光뾰 5년)2월5일(양력)

R영희전(/klh’4lj빠 어진(때l뒀을B 봉심한 대신(재l)이하를 소견(…υ하였El--【의정(l값ll쩌윤용선(jl’싸픽),윈

임 제학 민영환{!강lr永뺏)‘직제학{lrlJ삼덴)김성근(〈il썩빼)‘비서원 정(미￠l|따폐ll)이정로(↑l|4씨이다,】를 소견(꺼LJ)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각실(까l」서의영정을 차음에는올해안에봉인하지못할것같았는데‘이지l다끝났으니참으로천만다행

이다 ··

하니,윤용선이 아돼기를,

--오늘은 게다가 날짜마저 길한데 여섯 성조(멘l씨의 어진을 환안하였으니 경사스립기 그지없습니디η..

하였다.또 아뢰기를‘

“선윈진(j써!씨j셋을 영성푼(/kl&lllO안에 중긴(이/ψ하는 일과 관련하며 이ul주히{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살펴보건대자연히흥덕진(l셋t쐐빠과매우가까워자칫하띤헐리게될것이니임시로봉안할곳을품지(필

뮤)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슴니다.--

하니나’상이 이르기가‘를를

‘“.패태조 고황x치제세1”ν1K(jι시애새에페lNιlhU1j“:「끼.]기:Ujl;nlL샤l?깨ψ폐rmιUU떠.7)엔의 준원선본원(r해감l씨h끼씨;”lh따g많tι시)영정은 임시로 정관헌헨(hl폐?젠Gt때Ml4|h베!바R에 봉안하고‘열성조(VIj랜l씨의

진전본(1패jFt4、)영징은 임시로 중회진(lllF||b빠에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직 전봉(1채4~)도 못한 데다 제

사도 용리지 봇하였으니 이 침이 송구스립다.--

히였다 윤용선이 이뢰기를‘

--일찍이 지닌 볍신년에 종회전에 임시로 봉안할 때에도 제사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하지민 이곳이 아니띤

이봉(%씨힐 곳이 없으니‘이렇게 정해서 즉시 멍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니‘상이 이르기를.

--조칙윤 내리겠다··

히웠다.

『고종실록j41권,38년(1901신축/대한 광맘光패 5년)2월5일(양력)

조령(1,r{까)을 내리기출,

‘·Ell조고황지l(j、lF|l사l;l헤)의준원전본{yf폐빠4시)영정을임시로정관헌(l펀빠lUl)에봉안하는 일과 열성조(씨뿐

l띠l)의 진전펀l깐싸4、)영정을 임시로 중화진(l|1J1lh때에 봉안하는 일은 길일을 텍하여 거행하도콕 종건도갱 따tjf

%|;lE;J애 분부하라---

하였디.

『고종실록l41권,38년(1901신축/대한광무{光뾰 5년)2월19일(양력)

중화전(l|I꺼||1삐에니아기-진해|씨j’9를 반고사령(싸앙)을 반포하였다.성상의 성쉬llFu써가5O서1가되고명헌

태후(1씨꾀J＼l,1)의 보령(판剛 이 7l세가 되는 것을 경하하였기 때문이다,

빈-조문(M113f{지에.

--왕은 다음파 같이 밀한다 하늘과 조종{lPll’/jJ께서 묵묵히 도우시고 안정시켜서 정사스랩고 상서로운 일이

모두 모여들고니라기-오페도록유지되어왔다.짐이무궁한왕업을이어받아 깎낮으로두려워하는 마음을 품

고 지극히근검히띤서선대의법을 거울산아 길이허물이 없고자하였다.이처럼나라가다난한 때에천땅(κ

l?)을 받들어 황제에 오르고 대한{서따)이라 칭하게 되이,오래펀 나라가 새롭게 되고 나라의 멍운이 다시 회복

되었으니,이것이어찌 되이없는 짐이이룩한것이겠는가?실로열성조(씨펜때께서누대에걸쳐쌓아오셨딘

크고넓으신이-름다운공훈에기딴힌것이다 그러므로위로하늘과종묘를 만드는일로부터봉즈Hjj땀)을내려

주는 성대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이것은 바로 삼대(;씨의 재쟁-들이 남긴 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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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이 생각건대,l꾀성은 나라의 근봉이며 근봉이 튼튼해야 나라가 펀안해지니‘날마다 정성을 쏟으며 한 사

람이라도세상낌을얻지 못할까걱정하였다.그런데지긍어찌하여나라가안정도l었는데향촌의 민가에도적

이 설친디는 소문이 수시로 들려오고,기후는 순조로운데 백성들의 고생은 날로 심해지니,이런 생각에 휩싸이

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도 편안치 않았다.이 때문에 그만두어도 될 만한 형식적인 의식들은 모두 시행하지 않

았던것이다

하늘이 복을내려올해를맞이하여 짐의 나이가 오순{fI]이에접어들게 되었다 동궁은부모가나이드는것

을안타까워하는효심으로 직식을갖춘 성대한경하 의식을행하려고 지난해동짓날에 대궐의섬돌 맨바닥에

엎드려세차례나글을올려간절히청하고도그만두지않았다.이에짐은아비를생각하는동궁의공경스럽고

도 효성스러운 마음을 딱하게 여기고,또 온 백성들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생각하여 그저 위로 하늘과 종묘

에 고히고 아례로 백성들에게 반포히는 의식만 거행하도록 히락하였다 위호(f패섬를 용라는 일의 경우에는 해

마다거듭행하는것이온당치않고.성대한의진((짧|9은지금나라의재정과백성들의형편으로보아역시논

의하기어렵기때문에 U동궁。1B 누차간절히청하였는데도윤허하지 않았던것이다 삼가생각건대,명힌숙

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단희 수한 의헌 강수 태후휘(U”씨l매씨””jr펀힐돈관쉰’〈:”뻐l/싸k?깜F(LC←」:」l시[!F?4탱찢μp괜Er덴;rF1?펴lr혜-*純*

여없i*紙짜太l듀하)께께서는 아름다운 범절과 정결한 인품이 궁중에서 칭송이 자자하고 복을 길이 누리시어 장수하고 계시

다.올해 보령(판뼈헤이 71세가 되셨으므로 상규(템’)체에 따른 경하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해야 하겠으나,정월 초

하룻날 종묘에 공손하게 고하는 의식만 행하고‘짐 또한 정전(l때뼈에 나아가 하례를 받으며 멀고 가까운 지방

을 막론하고 은혜를 두루 펴려 힌다

시행해야할사항들을아래에조목별로열거한다.【이하는생략하였다】

아!제왕의지위에있으띤서장수하게 되었으니,부담스러우면서도 기쁘다.백성들을 펀안케하여국가가영

원하기를 하늘에기원함으로써백성들과함께즐길 것이고,임금의표준을세워천하에복을내림으로써 우리

의 태평함을 함께 누리도록 할 것이다.이를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j41권,38년(1%l신축/대한광무{光패 5년)2월28일(양력)

홍덕진(멧쐐 빠에 나아가 전알{k쐐 )하고,이어 경운딩{따j파ti;낀에 나아가 준윈전펀rFi짜U따木)의 태조고황제(k

피|lI히l값K)의영정을임시로봉안한뒤작헌레(에꽤씨임)를행하였다,이어중화진(1|내|b삐에나아가진전본{때많木)

열성조(Y|1뿐I때의영정을임시로봉안한뒤작헌례를행하였다 황때자가따라나아가예(끼렌를행하였다

『고종실록』4l권,38년(1901신축l대한광무{光해 5년)6월26일(양력)

의징(패찌 윤용선(J|깎힘)을 소견(꺼꾀하였다.영희전(k폐빠의 어진(값|!한)을 이앤移i’)할 때 봉심(쭈따)한

뒤 꼭맹(따命)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진연칭 딩생j止감:뻐Ci파lj【민영휘(1퍼泳랬)‘김성근{깜꽉패‘이지횡싼1l:짧)이다.】과 전선사 제조(씨펴lij

괜폐 【윤정구(jl파求)】를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회동{셉|피)을 인제 하겠는가?”

하였다 민영휘가아뢰기를,

“연석에서 물러간 후 즉시 회동하겠습니다,.

하였다.이어 아뢰기를,

“내외낀연(써싸進꽁)장소를어디에마련합니까?”

하니,상이 이르기를,

“웅당 조칙(5f{찌)을 내리겠다.”

하였다 이지용이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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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전(1|l씨||f삐에 보재(h|i빠)를설치하는 일은 영선λH꽉f한lj)에서거행하며‘월대(11싸에 평보계(1꺼ljPf씬를

섣치하띤 손넘을 맞을 만할 것입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동궁(싸씨·)에게 진달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띤영휘가 아뢰기를‘

--진연의절(잃패)을이슴(텐??)하는장소는어디로합니까?,.

히니‘상이 이르기를‘

--장레윈(?’J페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히였다.민영휘가 아파기를

.‘회동은장례원에서하고지l반의절은주본(씬、)으로품정(차ii)하겠습니다..,

하니‘상이 이르기를.

--의젤중에서주봉으로할수밖에없는것만들여와아뢰고,그 밖의여러일들은동궁에게진달히-여거행

하는 깃이 좋겠다··

하였디 이어 조령을 내리기플‘

--외떤장소는중회-전으로하고,내연장소는함녕전(j1ψ피셋으로하라··히였다 또조령을내리기를‘

“이씬진떤은동긍이 간칠히칭하여마지않고성의가 대단힌것을기특하게여겨 마지뭇해허락한것이지

만 지l딴의진을되도콕간소히게함으로써나라의형편을생각하고백성들의일을걱정하는 짐의지극한뜻을

체현하도확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4l권,38년(19Ol신축/대한광무{光패 5년)7월26일(양력)

중회전(|1lF1l!ji%

『고종실록j4l권,38년(190l신축/대한광무{光패 5년)9월7일(양력)

종회전(l|lf1l!jFU에 나아가하Ell(t끼ψ를 받았다 황태자기 치새jj1il1l)를올렀는데,황자l의 생일〔l찌II:i씌’iiiI〕이

었기 때분이다.

『고종실록j4l권,38년(l%l신축/대한광위光패 5년)9월8일(양력)

종회전(1|1씨|hFU에나아가 외진연(싸j센파)을행하였다.【샘 |j이 익선관{랬폐페에 황포(jl간바를 입고 자리에

오르자‘음악이연주되고 항패자이하종친(지페J)들과칙임관애씨(「/1‘「)이상의문무관리들이국궁사배(펴빼j|lL|f|-)

를하자음악이빚었다,큰상을올리고찬안{웰짜)을올린다음화반(따샘을올리자음악이연주되었는데 〈만

년황락쟁1파/1팎k했1‘;‘「)〉을띤주하였다-그것이끝난다음 횡테자가칫l긴쩨 술잔을올리고‘이어치사를올리

자치l칙(;|1|페)을선포하기를,··술잔을올리는때이니황때자와경사를 함께즐길것이다··하였다 등개젠빠

가 〈수요남극지곡(l,댐!Flfj|lh긴|ll)〉을노래하고.무동이들어와 〈헌선도(따서l|1{빠〉를추었다.탕을올리고두어

가지 안주를올리고만두를올리자음악이연주되었다.만열의우두머리인의정(,값뻐)심순택(lt꾀펴)이두밴쩨

술잔윤올리고,이이치사를올리니‘제칙을선포하기를.··경(WlO들의술잔을삼가들라··하였다 등가는 〈풍

운경회지에싸일떤파tZ폈〉을노래하고황태자이하자리에 참석한모든사람들이국궁하고 3밴춤추는동작

을 하였다 찬의(썼값)가 만세를 외치니 황태자 이하가 ·‘만세”를 부르고‘다시 딴세를외지니 ··만만세’·를

부르니음악이띤주되었다.황테자가자리에나아가고종친들파문무관리들도각각자리에간다음전선(씨ll안)

이황태자 전하에게위와같은절차대로음식상을올리자등가가 〈일중광지곡(||lF:ycι山1)〉을노래하고 회반

을 올리자 음악이빚었다 집새파네)가종친들,띤회에 참가하게펀 문무관리들의음식싱을 차린다음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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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렀으며또모든관리들에게도꽃을뿌리니음악이연주되었다 특진관{特;따킨조벙세(빠것lE)가세번째술잔

을,영몬녕원새ftj俠흰院훤)윤용선(」l깜획)이네번째술잔을,완평군(完/태)이승용{frfl폈이다섯밴째술잔

을,특진관(싸逃까)민영휘(1헤泳徵〕가여섯번째술잔을,농상공부대신(1뀔때」;떼太|jl)김규홍(金/|5꾀이일곱번

째술잔을,의정부찬정(誠짜贊l떼 김성권값l찮{헤이여넓번째술잔을 내부대신(內페이lfl)이건해f乾상)가

아홉 번째술잔을올리자음악이맞었다.찬안을물리자힌개l|l「씻가 〈여민댐 l따樂)〉을언주하니,황태자

이하자리에있는사람들이국궁사배를하였다】치사문(j파G!찌에‘

“성수(띨,,잠)가50세가된것은 〈주역(jl딩까)〉의 ·희띤(짧끼)’의수(1빠와맞아서친만년장수하는것이

이해부터시작되며세월이흐르는것을아쉬워하는정성으로드문경시를 맞이했으니성대한의식을가져만

년장수를축원합니다.높고낮은모든관리들이공경스럽게절히고 춤추니기쁨의환성은온나라에넘칩니다.

더없는경사스러움율이기지옷하여천년만년장수하기를삼가법니다··

하였다.악장문(樂쉰찌에,

·‘상서로운날금누각위에,

화려한 띤회를 벨였어라.

이 딜에 경사를맞이했거니

옛 임금의음악을띤주힌다네.

오운각과 봉레괜찮짜|빼엔

빛나는 왕염과크나큰공이로니

50세 그 나이에 어울리도다

하늘이 딴물을 내려줬기에

모든관리들절하띠인사드리며

황제에게 장수의 술잔 올리고.

조정애 차고 념친 모든 신하들

거룩한황제와마주했도다.

저밝게빛나는곳을보니,

냥극성(떠뻐)l낀이 었도다

봉황새날아오고기린이춤추며.

훌륭한세상을밝게비추았디네.

기이한상서러움으로대회주 빚어내고,

북두성국자로천만년장수를따랐으니,

흉사 만년환이겹친듯하도다.--

하었다

『고종실록』41권,38년(1901신축/대한광위光패 5년)12월26일(양력)

풍화진(l|L{|1b빠에나이가황태자가직침올리는치새겠파와백관(l타까)이올리는표문(表찌을받고이어하

례(갚띠’윈〕를 받았다,

『고종실록』42권,39년(1%2임인l대한광무{光해 6년)2월8일(양력)

중화전(,|l찌l뼈에나아가진히{싸/떠를받고사령(싸쉬)을반포하였다,봉친승운황제(후λjr탬띈웨;)가조령을

내리기를,

“컴은하늘의보살펌과조종(페l젠의도웅을받아왕위를이어받고세상을다스렸는데날마다정사가많아

서왕위를감당하기어려웠다.그러므로살얼음을밟듯이감히안일하게지내지못하였다 증도에간고한일을

많이겪었으나몹쓸운수를좋은운수로비-꾸어비로소황제의칭호를받은다음하늘에제사를지내고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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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까l491)에배향(꺼dj)하였다 묘든예법이구비되어귀신과사람이화합하였으며나라는오래되나운수는새

로워지고사직(l|ilf껑의운멍이그덕으로장구히케 되었디 오늘까지내려온그상서로운일은어찌덕이없는

점이 이룩한 것이겠는가?

지난번동지때황태자가상소를올려.짐이5l세가되고즉위한지40년이되는것은나라가생긴이래로

드문경사라고하면샤,열조(列l때가이띠시행하여온예법을원용하여온나라사람들의한결같은마음을따

라서연회를차려의식을가지자고거둡청하였는데그간절한정성이갈수록더욱철절하였다.

짐은타고난지극한효성과부묘의장수를기삐하는간절한정성에서경사를만나떤기쁨을표시하는것은

인정과에법으로보아딩연한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올해에흉년이들이백성들의신음소리가높고경용

(싼이l)이 고갈되어대농(서밍들도지탱하기어려운형편에서 밤낮으로걱정하디보니tll단옷에쌀밥을 먹어도

마음이펜치않디-,이런떼에떤회를벨이는일을무슨겨를에의논할수있겠는가?

하지만거둡아퇴는간절한정성을이해히여주지않을수없기때문에그저경사를축히하는절차만윤허

하였던것이다 그러하여친지와종묘사직(지폐M|:柳에삼가고하고정월초하룻날전(때에나아가진하를받

음으로써히늘파조총이경사흘비l풀어준데보답하고온나라신하와백성들의바람에부응하였다 이런큰

경시플 만나떤의당사령(껴꺼)을내리는은텍을베풀어야할것이니시행해야할사항을아래에조목별로열

거힌다.【이하는생럭:힌다.】

아!좋은운수가거둡띨리고새해의정초를만났는데임금의꽉은장수하는것이라고들하지만경사가어찌

한사람의억민년끌없는장수에만그치겠는가?온나라가경사를함께즐겨야할것이니,천하에선포하여

다 들이서 발게 하라---

히였디

I고종실록j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패 6년)2월12일(양력)

중회전(l|깨|1h때에나아가옥책문(|페|f)과균보(G?젠)를지원“;젠한다음종묘(찌1떼영녕전(j;꽉새앉)에나아가

진일{싸ll씨)히였으띠‘그대로정숙{침〈까i)하였다 횡-패자도따라니이가서의식을행하고역시정숙하였다.

『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위光뾰 6년)2월22일(양력)1번째기사

종화진(l|네||h때에니이가영헌태후(세}젠시긴)에게가상존호책보(hllh??liKIlltFf)를직접올리고,이어경효전(녔

센멘에나아가띨다례(씨써웬룬행히였다 횡-터1자도따라나아가예를행하였다.

『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해 6년)3월5일(양력)

중회전(l|l씨l때에니아가진하를맏고사령(폐야)을반포하였다 봉천숭운황제(잭λlj서파싸1‘i377}조령을내리기
트츠
E3,

--상고하컨대.황제의집안에서공픽이후세에진하띤시호(1펴ll빠를올리고장수하여정사를축하하자띤연

희흘차리는것은,훌륭한미픽을칭송하고높은칭호를내걸어끝없이후대에보이기위한것이다 생각긴대

세상을떠난아버지인처l윈찬화석극정멍성헌영철예성띤정융덕순공독휴홍경홍운성열선광준상요

훔순공우근탕정계첸컨통신훈숙모긴대곤후광업영조장의칭륜행건배녕기태수유희맴창희입정

형도성한소장치중달화지1력협기강수정목준혜띤지돈문현무인의효명문조익황제(밝hC섬fti써‘iUE命

JF;핀파센츄JAil:;|/ik|;젠싫lE」기ff:(4;,μ‘딸1共j띤l환!!’다Y〔;팎mr굉￡k쩌:ASlIih폐j?까l|팎」이jfi*1lll|l떼n|훼팽人ll|l1년!원꿨씨꾀|-찮쉰

“nfrl많에G寧j밑ASIFi짜?FRJ퍼선페l):*〈F’Fj얀Ij패tll꺼l‘n-ftl|1j훨F1l繼}찍:|4j紀해|11ry;상탱|맞파j1f4”|꽉jC빽ulf,談???I”lX게|l랬되tri;)께

서는심오하고멍칠한천품을타고나셨고어질고효성스러운턱을지니셨으며밝고진지하여훌륭한소문이

일찍부터드러났다.황조(l닌l씨의 ·구경(l퍼씬·의가르침을체헌하시고나라의정사플대리하는4년간에정사

를 잘하시어 ‘삽멍{---|〕’과 ‘오Xll(/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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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처럼튼튼하였으며백성들은안정되고온나라가태평하여관리들은사람들을공정하게대해주고백성들은

생활에서즐거웅을느꼈다 그리하여모두다칭송하여잊지못해하는생각이간절하였디 또한황비(띈뼈인

효유한성선경정인자혜홍덕순화문광원성숙릴명수협천융목수녕희강현정휘안흠륜흉경 태운칭-

복희상의모예힌돈장경훈철범신정익황후(꽁總j;펀쉰/짜I|;仁慧핑弘總IEfhj〔YtJUlitn|9f!!|꺼센|써」이찢{칠젠l댐

없앓kE微je폐;fi1i파떨천ji§,탑16낌딱피、F認1핏참;과:강kl맏i관핍d낀lFIilhl|1↓1f’ilJI;)께서는너그럽고공명정대하시어심오한뜻을

도움으로써 원대힌위업을이룩하셨다 짐이어린나이로세지{|止7)가 되자한껏 극진하게길러주시고가르쳐

주셨으며국모(國다)로서60년간온나라에자애로운사랑을베푸심으로써거룩한엽적은역사책에빛나고혜

택은백성들에게홉족하게띠친결과사직(llr|%이익딴년토록무궁하게되었다.늘그막에는대궐에서편히지

내면서높은대접을받으시고자손들을돌보면서장수하셨으니아l훌륭하시도다.

이소자인짐은큰위업을물려받고밤낮으로조심하면서감히안일하게지내지뭇하였으며마침어려운때

에유신(紙f꺼하는명(命)을당하여임급자리에올라교외에서하늘에제사를지냈는데이것이어찌짐의힘으

로이룩한것이겠는가?모두황고와황비께서물려주시고도와주신되이다,지극한은혜와크나큰덕을생각하

면바다와같아헤아렬수없다 묘호(b써빠는이미높였지만존호는아직도올리지못하였으니이것이송구스

러웠다.경새9PU;|;)들에게널리묻고성대한의식을가졌으니부모에대한그리움이이제는조금풀렀다.지난

번에동궁이상소를올려짐의나이가5l세가되고왕위에오른지40년이된다고하연서존호를올리고연회

를차리겠다고하였다.그런데 ·나라를물려받아지켜나간업적에다나라를세워후대에불려주는제책을겸

하였으며제도는한시대에빛니고훌륭한교화는온누리에미쳤으니그공로와그영적은옛닐부터제왕들에

게없던것입니다.’라고한것은그서술이너무도요란하였으띠가령그런것이있다고하더라도지금이어

찌그렬만힌시기이겠는가?백성들이굶주리고나라의저축이거덜니서근심걱정으로lJl단옷에쌀밥을먹어

도마음이편안치않으니의문(f찮찌파전례(”|띠웬는밀할만한것이못된디그래서사양하다가거닫아뢰기에

경사를 선포할깃에 대해서만윤히하었는데또뒤이이추위를무룹쓰고모든 관리들을 거느리고대필뜰에서

칭하띤서여러날동안간절한성의를더욱더보이기에할수없어익지로따르기는하였으나본심은아니어서

점이실로부끄럽게여겼다.

아1명헌숙경예인정목홍성장순정휘장소단희수현의헌강수태후{|”l;EJ뻐/값ff:||-{씬、J윈폐lull淑}|El|/{

페빠굉까웰i認;생UJi談λ;팀)는부드럽고칙한 것을범절로삼고지극히조용한것을 미띄으로간직히여안땅의말을

문밖에내지않았으띠은근히도운공로는온나라에퍼졌다.점은일찍부터보살펌과도움을받아오늘의경

사를맞이하게되었다 이에우리왕조에서이미시행한규례에근거하여떳떳한의식을가짐으로써하찮은성

의니미-풀었디,또한효지-원성정회-합찬흉공멍성횡-후(ff慧jil믿ll.th감j시센끼l”lIX1;」l듀)는영특한211책과아

름다운규범이옛날의황후들중에서으뜸가며황태자를낳음으로써우리나라의명맥을잇고대업을도웅으로

써우리황실을공고히하였다‘칭호는이미높지만세상을떠난지오래되어짐의미-음은더욱슬프고그리운

마음은더욱간절히다.이런경사를맞아함께칭호를높인것도나라의규례가그러힌것이다 총묘(찌I떼와

사직(ir|f썽애고하고음력정월6일에상가옥책과금보를올려문조익황제(文패줬한펴)께는 ·굉유신휘수서

우복{宏剛fEf웹짜쐐띠lRD’이라는 존호를.신정익황후(피l|Il’i랬센히께는 ·2|1지(!짜ljll〕’라는존호를소급하여올

렸고같은달15일에심가옥책과금보를올려맹한태후(l씨파시딛)에게는 ·유녕(찌젠)·이라는존호를더용

렀디 같은달l8일에황테자가옥책과긍보를흘려점에게 ‘건행곤정영의홍휴(#쉽It!|lii:핏썼μ(木)’라는존

호를더올렀고이어25일에명성황후에게 ‘성덕(l파때’이라는존호를소급하여올렀다.큰규례를이미시

행하고큰은혜를베풀있으니일처l시행해야할사항을아래에조목별로열거한다.【이하는생략한다.】

아!짐에게경사가생기연온나라사람들이함께즐기는법이다.띄음{땀、퓨)을반포하니봄날같은따사로운

은택을배푸는데순응하고다같이장수하여온나라백성들에게까지그것이미치도록천하에포고하니다들

어서알게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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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패 6년)4월l3일(양력)

진띤칭 당상(파파臨t;;℃|j【김성근(i꽉|1Q,윤정귀jl)는싸),김학수(f끼-써;)이다.】.진선사 제조(씨j한rfj}뭔써)를

소진(fμυ하였다.【이지원 삼||삶)】 상이 이르기를,

--외진연(싸파rι)차소는중화전(1|1씨ll삐으로하고내진면(|시파i)처소는함녕전(1l￡꾀댐으로하며의식 절차

종어쩔수없이옴리는주본(4S/|R)외에그밖의여러가지일은황태자에게말하여시행하라.이번진연(파짜’)

은황태자의지극한효성을가상히여겨이미마지못해따른 것이지만나라의형편과백생들의일을걱정하지

않을수없으니제반의식절차를되도록간략하게하여나의마유을편안케하는것이좋겠다”

하였다 이지용이 아뢰기를.

“진띤 때의 음식 가짓수와 그릇 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상이 이르기를,

--황테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

하였다.

고종42권,39년(1902임인/대한광무{光때 6년)5월5일(양력)l번째기사

중회전(l|1F|1h빠에 나아가 축하를 받고 대사령(kh칩 )을 반포하였다.봉천 승운 황제(야λlrbail;lI헤가 조령을

내리기흘‘

--대체로 듣건대 우(폐)나라‘해꾀 나라‘왼!파 나라.쥐 써)나라 때에는 군자의 기로(욕g)와 일반 백성인

기로들은묘두상서(1fW)에서봉양하였는데오제(/Iψ)는그들의픽행을본받고삼왕{τ|:)은그들에게좋은말

을 해주기를 청한사실이 역사이l땅백히 실려있으니성왕{lFE)들이기로를 공경한뜻은 대단하였다.지극히

존엄한 치지를낮추어 기로듬을 빗으로삼고관새끼lfO를 설치하고 선물을 풍족하게 주는등갖추지 않음이

없었으니 옛날에도 없던 일이었다.

우리 태조(ι,plO는 히늘의냉을 받고나라를다스렸는데 존염한처지를굽혀기/、Hl욕|1il〕어1참여하여임금은

60세에‘신하들은 70세에 기로소(l뷰g페)로 등금을 언하게 하였으며 어첩(찌lPl|l)을 난기고 띤회를 열어준 사실이

띠담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런데 숙종(|;|;1i)께서 60세에서 1년 앞에 선대의 훌륭한 일을 이은 것은 좋은 일을

앞당기고울러지는않는다는뜻을취한것이었다 영조(파1떼가51세에미리기로소에들어간것도픽을앞세우

고 나이를뒤에놓는 옛사럼들의윈칙을판받은것으로써 엄띤히한시대의 문헌(文않U을 이룩했고후대들이

법도가되기에진실로충분히-다,

똘이켜 보건디1짐은 넨건지 못한 자질로 외람되게 장구한 위업을 이어받고 tiO띠 년간 오로지 잘 다스러지기

를 간진히 바랐건만 백성들에게 태평성새로 만들지 못했으니마음속에서근심을놓지 붓히였다 더러나에게

나라의운수에 대하여경계하기도하였는데백살도절반고개를넘어이미늘그막나이가되었으므로 때지가

하루에세번씩문안하니힌핀으로는기쁘떤서 한편으로는 두렵다 종친인신하들이 벤치상소를올리고 상신

(씨h)들이 뒤에 떤식(껄싸)에서 칭한 것은 불론 우리 횡-실의 예법이 그런 것이지만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내가

무슨 픽을 닦아서 선대에 견주겠는가?업무에 부지런한 것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 어찌 태평성대에 견좁

수 있겠는가?그러나황태자가규례에근거하여강력하게청하는형편에서 효성을끝내굳이불리치기는어려

운 일이었다,

기로소(1유ElVi)애들어가는어칩(빼lP|li)을쓰는것으로 말하면50세이후에 더러하는것으로써 원래 일정한

규례가없으띠떳떳한법도는세선조임금의엣법도는그대로따르는것이니이번이네 번째의경사가된다.

이것은선대의일을이어나가는것으로써반드시지나치게 겸손할필요기없겠기에기로소에직전가겠다고마

지못해허락히였디 이해음력3월27일새벽에하늘과 땅,종묘(’씨써)와사직(미|f씻)에상가고하고 먼저진전

(힌패을전앨lf갖6%)한다음 영수객념넙|쩨을참배하였다.궤(4U’”에서선대의어첩을꺼내고선대의사적을본받

아 직접 어첨을 썼으며 왼쪽의 궤(1U와 오른쪽의 지팡이는 상의λHUlliklij)에서 무릎윤 꿇고 바쳤다 전 년에 한

맨 있는임긍과 신히의 경사스딘기회이므로남극싱이빛을 뿌리고5때년 세월을이어치오는 일이므로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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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샌방)가 더욱 찬란하다.

다같이경사를축하하는이런때에응딩특별히은혜를비l풀어야할것이니일체시행사항들을아패에열

거한다.【이하는생략한다‘】

아|황태자가따라오}시쪼Hf#j꾀하여장수를축하하는기쁨을표시하고기로들이나와대청에함께참가함으

로써나이든분들을숭상하는뜻을부여하였는데천하에포고하니모두알게하라”

하였다.

『고종실록』42권,39년(1%2임인/대한광위光빼 6년)5월12일(양력)

조령을 내리기를,

“이제 법전(파뼈을 지으연 진호(따꽤를 중화전(1|대ll빠 이라 하고 이전 중화전(l|대|j꽤 은 도로 즉조당센|1祚

폐 이라 부르라.”

하였다.

나.승정원일기

고종 35년 무술{l898,광무2)1월23일(정미,양력2월13일)맑음

태극잔을종화전으로게호하라는 조령

O 조령을 내리기를‘

--태극진(太빼빠을 중회진(l|l저llieu으로 개호(L폈꾀하라.,.

하였다

고종35년 무술{l898,광무2)2월22일(병자,양력3월14일)맑음

중화전현판서사관에의정부찬정민병석을임명하였다

O 중화진현판서사관(l|l꺼l빠젠싸l단싫1?)에의정부찬정민병석(|펴IAl쩨을임멍하고,중화전현핀-서사관 예차

(fa/셈에 궁내부 특진관 조벙펼(돼자j폐을 임명하였다,

고종35년 무술(1898,광무2)10월8일(무자,양력l1월2l일)맑음

개수한경효신의신탑을배설할때이안할장소는어느곳을할것인지를문는장폐원경이호익의계

O 또 아뢰기를,·‘게수힌 경효전의 신템을 안으로 들여서 배섣할 때에 이안할 장소는 어느 곳으로 거행함니

까?감히 아펌니다-,.하였는Lll,받든 칙지에,--중화전(l|대|lh빠으로 하라.“하였다.

고종36년기해(1899,광무3)l0월4일(무인,양력11월6일)맑음

시책등을배봉하는젤차가경모전동가와상치하므로임시로봉안하게 할것을 칭하는장폐원경조벙필

의 게

O 장례원 경 조벙필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에 존호(쩔網를추/bHi〔L티할 때 시책(制lI|n과 시보(論쩡)를 내출(內出)한 뒤에 배봉(|팎쭈)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하는데,그날은경모전(웰삶j랬동개파l쐐)외상치(애l폐합니다 동일출궁(出퍼)하기전에 시책과시보

흘내출하여중화선(「|lI1lb빠에 임시로 봉안해 놓고‘경모전신주를 배봉하여종묘(짜꽤에나아간다음.도감과

도제조 이하가도로중화전에나이-가시책과시보를배봉히-여종묘남신문(!띤꾀|llI네밖에 이르러서황제와황태

자가 막채힘次)를 나외-지영(j파迎)한뒤에,시책과 시보를남신문밖에 임시로 봉안하도록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어떻겠습니까?삼가상주합니디-”

하였는데‘아흰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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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38년신축{l9Ol,광무5)ll월2일(갑자,양력12월l2일)

법선의영건을위해마련한재목은정위원에게수직하게할것을칭하는영건도감제조윤정구의제

O 영건도감 제조(?rtlfl에;lE;너j마쩨 윤정구(jlyE싸)가 삼가 아파기를‘

“이번법전(감빠U의영건(깐tln에들어가는각양의재목(444시)가운데이미마련한것은중화잔(l|l411h셋월랑

(jl『씨밖으로들여오게됩니다.재목으로이미들여와쌓아놓은것은마땅히수직(댄lfl〕하는일이있어야하는

데엄중힌궐내는다른곳과는차이가있으니,경위원(얄까펴i)에분부하여땀닛으로관리하도콕하는것이어떻

겠습니까?상가상주합니다”

하였는데‘아련 대로 히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고종39년임인(1902,팡무6)4월5일(을미,양력5월 12일)맑음

중화진 상량문의 재술관에 대해 묻는 영건도강 제조 윤정구의 제

O 영건도강 제조(꽉tl펴l;맙끊쾌)윤정귀 jl파싸)가 삼가 아뢰기를,

--인정진((:폐삐을갑자년(l804‘순조4)에영건할째에는상량분(上않찌을 문형(文쩨으로하여금 지어올리

게하였고‘근정선(폐jk찌찌을정묘년(1867,고종4)에영건할때에는판부새씨l川’li)로하여긍지어올리게하였습

니디-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숨니까?삼가 상주함니다··

하였는테,받든 칙지에‘

··도김으로 하여긍 지출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39년임인(1902,광무6)4월5일(을미,양력5월12일)맑음

법전의 진호는 중화선으로 히라는 조링

O 조링윤내리기를,

··뱀진(니싸ψ을지긍영건(꽉l마)하려고 하는데.선호(싸헤윈는 중회진(l|l씨lb빠으로 하고 이전의중화전은 도로

즉조딩떠|1”F;;j으로 칭하리---

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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