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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나타내듯이, 이 책은 조선의 다섯 궁궐을 주거공간이라는 입장에서
다룬 것이다. 이렇게 궁궐의 침전(寢殿)을 주거공간으로 다루는 시도는 드물었
다. 이제까지 궁궐에 대해서는 의례를 통한 공간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자연관(自然觀)을 통해서 후원의 조경과 정자를 살피려는 연구도 적지
않았다. 주거공간으로서의 궁궐에 대한 연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궁금(宮禁)’이라는 말도 있듯이 궁궐 내부의 사정이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은 매우 궁금하지만 잘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실마리로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을 살피고
있는 것인가? 저자는 각각의 궁궐에 대한 도형(圖形)과 회화자료를 1차
자료로 삼고 있다. <동궐도(東闕圖)>, <동궐도형(東闕圖形)>, <서궐도안
(西闕圖案)>, <북궐도형(北闕圖形)>, <경복궁배치도(景福宮配置圖)>는 이

책이 의지하고 있는 핵심자료들이다. 각종 영건도감의궤(營建都監儀軌)
에도 도설(圖說)이 실려서 주요 전각들을 도해하고 있다. 이러한 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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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자료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지만, 이렇게 다섯 궁궐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침전의 각 영역을 도형과 회화자료와 실록을
통해서 집중 조명한 것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그림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는 컴퓨터의 발달이 자리하
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림 파일을 쉽게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비교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동궐도형>의 복사본을 넓은 바닥
위에 이리저리 펼쳐가며 메모하면서 연구하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궁궐에 대한 도형과 회화자료는 대체로 19세기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로써 조선시대의 궁궐을 통시적으로 논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자도 ｢머리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궁궐
건축이 갖는 항상성으로 그 한계를 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외는 있겠지만 궁궐 내 주거용 전각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법식으로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궁궐 법식에
따라 전각들을 배치하고 건물의 공간을 구성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대가
뒤떨어진 전각일지라도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호현,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6쪽

이 ‘상식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
내내 같은 궁궐 법식이 이어져온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료와 기술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적어도 19세기를 중심에 놓고 임진왜란
이후까지는 같은 법식의 궁궐을 지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향후 토론의 재료가 될 것이지만, 조선 궁궐을 주거공간으로
보고자 하는 매력적인 시도는 500쪽이 넘는 단행본으로 집필되었다.
주거공간이라 함은 자고, 먹고 배설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를 담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궁궐의 주거공간은 이러한 행위를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잠을 자는 침실이 있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부엌이, 배설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실 구성 요소가 궁궐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살펴보는 과정을 기본 틀로 삼았다.
‒남호현,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5쪽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실 구성 요소’를 궁궐 안에서 기능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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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통주저음(通奏低音)의
문제의식인 것인데,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궁궐을 주거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저자의 선언은 통쾌하기만 하다.
또 저자는 궁궐 안의 계급구성에 따른 쓰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궁궐 안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대비의 세자가 있을 것이고,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아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왕자와 공주도 있었을 것이다. 왕의 승은을
입은 후궁들도 여럿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보통 왕실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주거공간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또한 궁궐에는 왕실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았다. 상궁, 나인, 환관 등으로 부르는 지원 인력들의 주거공간도
미흡하지만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남호현,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5쪽

이렇게 궁궐 안의 생활을 평면상의 기능으로 살피는 것은 앞서 말한
도형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도형에는 각 칸의 성격에 따라서 청(廳),
방(房), 루(樓), 주(廚), 문(門), 고(庫), 허(虛), 퇴(退), 측(厠) 등의 글자를
기입해놓았다. 이 글자들의 배열을 찾아서 공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이 책의 중심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글자들은 도형에 따라서
상이하기도 하였고, 각 실의 기능은 도형과 회화자료 간에 상이하기도
하였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이 책을 읽는 재미임에
분명하다.
이 책은 다섯 궁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목차를 살피면 총론에
해당할 ｢조선궁궐의 주거공간｣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 덕수궁이 나온다. 각 장에서는 왕실의 침전,
왕실의 부엌 및 관련 시설, 왕실의 화장실, 기타 시설이 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4개의 절은 이 6개의 장에서 반복하고 있다. 똑같은 분석의
틀에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실의 구성이나 궁궐의 제도, 각 궁궐에 대한 학술적 서술은 이제까지
의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고 있다. 나는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추정하는 데 궁궐마다, 시대마다 가감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이 책은 그에 대한 관심은 적어 보였다.
앞에서 말한 도형상의 기능 해석을 본격적으로 꾀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일 것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오려서 표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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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에서 실 구성을 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옆에 특징을 서술하였다.
특징과 본문의 서술에서 “~한 듯하다”와 같은 추정이 많은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이 다루는 대상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공간의 해석에서는 분명할 것 같은 내용을 “~한 듯하다”라
고 조심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실 구성을 색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특색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색칠이 잘못된
곳이 있었던 것 같다. 색은 마루방, 온돌방, 주방, 문, 곳간, 툇간, 측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은 앞에서 말한 도형상의 청, 방, 주, 문, 고,
퇴, 측을 따른 것이다. 또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궁궐 안의 우물에
대한 서술도 빼놓지 않았다.
5년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며칠 동안의 서평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조선 궁궐을 주거공간으로
다루고 있는 이 새로운 시도를 궁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읽고서
평가하고 앞으로 연구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차 이 책을
통해서 더욱 고증할 내용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이 책을 활용할 분야도
많을 것이라고 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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