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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762년 세손으로 있던 정조는 효의왕후와 혼례식을 거행하 다. 혼례식의 

구체적인 과정과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반차도 등을 정리한 (정조효의후)가례도

감의궤 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왕세손의 결혼식인만큼 의례나 물품

의 준비 등에서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식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례도감 대신에 가례청이란 명칭을 쓴 것이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 대

신에 제조를 책임자로 임명한 것, 三房이 아닌 二房만을 구성하여 혼례식을 준비한 

것, 반차도가 18면 밖에 그려져 있지 않고 왕세손빈의 가마만을 그렸다는 것은 이러

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궤의 본문 내용에서도 복식이나 물품 조

달, 참여 인원의 수 등에서 규모가 축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혼례식은 왕세손의 혼례라는 점과 국왕 조의 사치 방지 의지가 함께 하면서 

정조의 세손 시절 혼례식은 가장 규모가 적은 형태로 치루어졌다. 혼례식에 사용된 

물품들은, 1759년 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을 정리한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등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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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의궤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문화에 대

한 재평가와 왕실문화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왕실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의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의궤에 대한 관심과 연

구를 증진시키고 있다. 2007년 6월 14일에는 고려대장경과 함께 규장각과 장서각

에 소장된 의궤가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의궤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는 의궤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규장각에서는 2002년 규장각 소장 의궤종합목록을 만들어 의궤에 대한 

전 목록을 체계화하 고,2)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규장각 소장 개별 의

궤 해제와 유형별 의궤 해제 사업을 수행하 다.3) 또한 규장각 소장 전체 의궤에 

대한 해제를 총정리한 연구 성과와4) 의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유형별로 

주요한 의궤의 내용과 가치를 소개하는 연구서도 간행되었다.5)이외에도 의궤를 

활용한 각종 연구 논문이 나오면서 의궤 자료에 대한 가치와 함께 조선시대의 왕

실문화, 나아가 기록문화의 면모들이 일부 밝혀지고 있다.

1761년( 조 37) 10월부터 1762년 2월까지 왕세손으로 있던 정조(1752~1800)는 

왕세손빈 김씨(후의 孝懿王后: 1753~1821)와 혼례식을 올렸다. 그리고 이 혼례식

의 과정은 관례에 따라 의궤로 정리되었다.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는6) 당시 

 1) 2007년 6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는 한
국이 등재 신청한 고려대장경과 조선왕조의 의궤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

정하 다. 등재된 의궤는 규장각 소장 546종 2,940책과 장서각 소장 287종 490책으로, 파리
국립도서관과 일본 궁내청 소장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규장각소장 의궤종합목록 .

 3)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사업의 성과는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3과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제집 으로 출간되었다. 

 4) 한 우, 2005 조선왕조의 의궤  일지사. 

 5) 김문식․신병주, 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6) 원래 표지의 제목은 ‘가례도감의궤’라 되어 있으나 편의상 가례의 두 주인공을 노출시켜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라 제목을 붙 다. 현재 규장각한국본도서종합목록 과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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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식의 과정에 대한 보고서이다. 본 의궤는 현존하는 유일한 왕세손빈 의궤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7) 정조의 가례가 유일한 왕세손 가례가 된 것은 조

의 이례적인 장수와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8) 정조의 가례는 빈도가 높은 왕

세자나 왕의 가례가 아닌 왕세손의 가례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왕실 가례의 격을 

비교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를 기본 자료로 하여 조선시대 왕세손의 

혼례 과정의 구체적인 면모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정조와 효의왕후의 

혼례식 과정을 비롯하여 의궤에 나타난 주요 의식과 물품 내역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실록이나 일성록 , 승정원일기  등에서 산견되는 정조 가례 관련 자료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2. 世孫嬪의 揀擇

1762년 세손으로 있던 정조는 효의왕후와 혼례식을 치루었다. 그 혼례의 과정

은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로 정리되었다. 본 의궤에 기록된 혼례식의 두 주

인공은 정조와 효의왕후 다. 이 중 정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왕이지만, 효의왕후

에 대해서는 의외로 별다른 정보가 없다. 아마도 왕자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효의왕후는 1753년( 조 29)에 태어났으니 정조보다는 한 살 아래 다. 아버지

는 좌찬성에서 의정으로 증직된 金時黙으로 본관은 청풍이다. 청풍 김씨는 현

종의 비 명성왕후를 배출할 정도로 조선후기에 들어와 명문가로 성장한 집안이

다.9)청풍 김씨는 金堉의 아들인 金左明과 金右明에 이르러 특히 현달하 다. 김우

소장의궤종합목록 에는 모두 가례의 주인공을 노출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냥 간지와 
가례도감의궤라는 제목만으로는 각 왕대에 행해진 가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정조가 왕세손으로 가례를 올린 점은 역대 왕들의 혼인을 정리한 부록의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말미에 정리한 조선 역대 왕의 혼인 연령과 혼인 때의 신분 등을 참조할 것.

 8)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 정도 다. 따라서 60세 이상 장수한 왕은 태조(74
세), 광해군(67세), 숙종(60세), 조(83세), 고종(68세)에 불과하다. 대략 20세 정도에 자식을 
둔다고 볼 때 왕세손의 혼인 까지 보려면 최소한 60살은 넘어야 했다. 결국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서 왕세손의 혼례를 지켜 본 왕은 조가 유일하며, 정조의 가례는 조선의 유일한 
왕세손 가례가 되었다.   



156 奎 章 閣  30

명의 딸 명성왕후는 현종의 왕비가 되었고,10) 김좌명의 아들 金錫冑는 숙종 초반 

서인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다. 김시묵 역시 김육의 후손이었다. 김시묵의 증조부

가 우의정 金錫冑, 조부가 진사 金道泳, 부친이 병조판서 金聖應이었다.11) 부친 김

성응이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에 오른 점이 눈길을 끈다. 김시묵은 특히 조

의 총애를 받아 조 재위 시절 병조판서, 어 대장, 판의금부사 등의 요직을 맡

았다.12)  

김시묵이 先祖인 김육의 후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는 당시 注書이던 金時默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故 相臣 김육의 畵像 

및 甲會帖을 모시고 올 것을 명하 다. 그리고 친히 열람을 마치고 이어서 肅廟御

製畵像贊 및 甲會帖 가운데의 七言 四韻에 次韻하 다.13) 조가 김육에 대한 존

숭의 뜻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훗날 세손빈의 간택에서도 김육 집

안의 후손이라는 후광은 김시묵의 딸인 효의왕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이 틀림

이 없다. 김시묵의 卒記에도 김시묵이 명성왕후의 부친인 김우명의 奉祀孫임을 

기록하고 있다.14)

효의왕후는 1762년 10세의 나이로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에게 시집을 왔다. 

시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조와의 사이에 후사가 없어서, 정조가 후궁인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왕(순조)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 다. 1800

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왕대비로 진봉되었다가, 1821년 3월 9일 창경궁 자경전에

서 69세로 승하하 다. 그해에 시호가 孝懿로 되었고, 1899년에는 정조가 황제로 

추존되자 宣皇后로 추상되었다.

 9) 대동법으로 유명한 효종대의 학자 김육의 아들로 김우명과 김좌명이 있었다. 김우명의 딸이 
명성왕후가 되었고, 김좌명의 아들로는 숙종대 서인의 중심 인물인 김석주가 있었다. 

10) 명성왕후는 왕세자빈, 왕비의 정통 과정을 거쳐 적장자 아들인 숙종의 즉위까지 지켜 본 인
물이다. 소위 정통 왕비의 코스를 모두 거친 유일한 인물이다. 변원림, 2006 조선의 왕후  
일지사 참조. 

11) 萬姓大同譜 , ｢淸風 金氏｣.
    錫冑(右相, 淸城府院君, 李厚源女, 黃一皓女) → 道泳(進士, 尹夏明女) → 聖應(武 兵判, 洪宇
寧女) → 時黙(文 兵判, 淸恩府院君, 洪尙彦女).

12) 조실록  조 48년 7월 29일(임술).

13) 조실록  조 25년 4월 13일(경인).

14) 조실록  조 48년 7월 29일(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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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년 효의황후는 세손빈으로 간택되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김시

묵의 딸이 세손빈으로 간택된 되에는 청풍 김씨라는 名家의 후광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15) 사실 왕실 가례에서는 간택이라는 公募의 과정을 거쳤지만 실

제 왕비(왕세자빈, 왕세손빈) 후보감은 내정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효종이 의정 

김육의 손녀를 왕세자빈으로 맞았으며, 숙종비 인경왕비가 왕세자비로 결정되자 

그가 김장생의 4대손이라 하며, 명문대가 집의 자손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인현왕

후가 서인의 핵심인 민유중16)의 딸이었던 사실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권세

가의 딸로 왕비 혹은 왕세자빈 후보를 내정해 놓고 간택을 하여 간택은 하나의 

허식으로 되어 갔다.17)

조선 왕실 혼례에서는 納采,18) 納徵,19) 告期,20) 冊妃,21) 親迎,22) 同牢23)와 같은 

여섯 가지 왕실 예법이 지켜졌다. 그리고 이러한 예법에 앞서 일반 私家의 금혼령

이 내려진 후 적령기에 찬 처녀들에게 處女單子를 올리게 하 다. 이후 왕비(왕세

자빈, 왕세손빈) 후보감에 대한 세 번의 간택을 실시하여 왕비를 뽑는 과정을 거

쳤다.    

세손빈의 삼간택은 1761년 12월 22일에 거행되었다. 그 결과 감사 김시묵의 딸

15) 조는 청풍 김씨와의 혼인을 奇事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성록 , 조 38년 1월 8일.
    上曰誠行矣 淸風舊宅又爲結姻 尤爲奇事也

16) 송시열의 벗으로서 서인-노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17) 변원림, 2006 조선의 왕후  일지사 18~19면 참조.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에서도 간택을 
했을 당시 다른 후보와는 달리 자신에게 보 던 특별한 관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신병주, 
2001 66세의 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 효형출판 141~142면 참조).

18) 간택한 왕비(왕세자빈, 왕세손빈)에게 혼인의 징표인 敎命文을 보내는 의식이다. 이를 받아
들이는 의식은 受納采儀라 한다.

19) 혼인 성립의 징표로 왕비에게 폐물을 보내는 의식. 지금의 혼례에서 신부집에 함을 들이는 
것과 유사하다.

20) 혼인 날짜를 잡는 의식. 日官으로 하여금 吉日을 잡게 하 다.

21) 왕비 또는 세자빈을 책봉하는 의식. 왕비가 혼례복인 적의를 입고 冊命을 받는 자리로 나아
갔다.

22) 왕(왕세자, 왕세손)이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는 왕비를 궁궐로 모셔오기 위해 마중을 
나가는 의식. 지금의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식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육례 중 최고의 의식으
로 쳤다. 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그림은 모두 친  의식을 담은 것이다.

23) 왕이 왕비를 궁궐로 모셔와 함께 절하고 술을 주고 받는 의식. 지금의 혼례식 후 행해지는 
폐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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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택하 으며, 12월 26일 납채, 1762년 1월 3일 납징, 1월 7일 고기, 1월 8일 

책빈, 2월 2일에 친 과 동뇌연이 거행되었다. 왕실 혼인의 여섯 가지의 예법인 

납채, 납징, 고기, 책빈, 친 , 동뇌의식이 왕세손의 혼례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

음을 볼 수 있다.       

1761년( 조 37) 10월 21일 조는 세손빈의 간택에 관한 하교를 내렸다. 

하교하기를, “世孫嬪 初揀擇을 마땅히 光明殿24)에서 행하려 하니 단지 翼帳을 設

施하고 큰 遮日과 補階 등의 일은 그만두도록 하라. 갑자년의 稱觴을 떠올리면서25) 

이 궁전에서 어떤 마음으로 크게 베풀겠는가? 가례청의 도제조는 없애버리고, 당상 

2명은 호조 판서와 예조 판서가 겸하게 하라. 都廳은 定式에 의하여 대신에게 물어 

啓下하되 낭청 2원은 호조 낭관과 예조 낭관이 겸하게 하고 監造官 2명은 各司 參下

官으로 메꾸도록 하라.” 하 다.26)

조는 세손빈의 간택을 명하면서, 혼례식은 격을 낮추어 진행할 것을 명하

다. 1744년에 이미 왕세자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가례가 있었으므로, 세손

의 혼례는 간소화하게 치를 것을 명했던 것이다. 

3. 조의 사치 방지 강조

정조 가례의 실제적인 주관자는 왕인 조 다. 따라서 본 가례에서는 조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조는 가례에서 무엇보다 사치 방지를 주지시켰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儉德으로써 서로 전하여 왔었는데 근자에는 사치하

는 풍조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마땅히 王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백 년 종사

를 이을 사람은 곧 世孫이니 먼저 검덕을 보인 뒤에야 바로 列聖朝의 검소함을 숭상

24) 경희궁의 전각으로, 융무당 북쪽에 있었다. 조가 쓴 ｢光明殿記懷｣에는 선왕인 숙종이 계비 

인원왕후와 가례를 올리던 때의 상황과 추억이 묘사되어 있다( 궁궐지  중 ｢경희궁지｣ 참
조).  

25) 갑자년의 稱觴이란 1744년에 행해졌던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혼례를 지칭한다. 1744년 10세
의 왕세자 사도세자는 동갑인 홍봉한의 딸 홍씨(혜경궁)와 혼례식을 올렸다.

26) 조실록  조 37년 10월 21일(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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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德意를 본받을 수 있다.”하고, 세손의 嘉禮定例를 가져오라고 명하여 手書로 裁

減하여 이르기를, “풍성하고 사치한 데 있지 않고 오직 禮文에 있다.” 하 다.27)

또한 “세손빈 간택일을 다음 달 그믐날로 정하 는데 處子의 服色은 풍성하고 

사치하게 하지 말고 근본을 단정하게 하는 뜻을 본받게 하라.”고 한 것에서28) 간

택에 임하는 처녀의 복색에서도 사치 방지를 강조한 조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조의 사치 방지 의지는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의 ｢계사질｣ 첫머리에도 

잘 나타난다. 

“전교하기를, 先儒들이 이르기를, ‘혼인에 있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나 야

만인들의 할 짓이다.’라고 한 것은 격언이며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둘만하다. 하물며 

우리 조정은 검약한 덕을 서로 물려받는데 이름에서야. 韓史 역시 높이 올린 머리와 

넓은 소매는 나무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근자에는 사치 풍조가 날로 성행하

는 때이므로, 마땅히 王公부터 시작해야 한다. 300년 종사를 이을 사람은 곧 세손이

니 먼저 검덕을 보인 뒤에야 비로소 열성조의 검소함을 숭상하던 德義를 본받을 수 

있다.”29)

검약의 강조와 실천은 조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한다. 조가 평

소 무명옷을 즐겨 입었다거나 균역법의 시행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감소하려고 

했던 것 역시 이러한 정치 철학의 실천이었다.30) 

조의 검약 의지는 1759년( 조 35)에 행해진 자신과 계비 정순왕후의 혼례식

에도 실천되었다.31) 조는 1749년( 조 25) 국혼정례 를 정한데 이어 1752년 

탁지정례 (국가 재정에 관한 규례)와 상방정례 (의복에 관한 규례)를 제정하

다. 사치와 낭비를 방지하여 국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특히 국혼정례

는32) 왕실 혼례식의 과다한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다. 혼례 때 쓰는 물품에 대하

27) 조실록  조 37년 10월 8일(계유).

28) 조실록  조 37년 10월 21일(병술).

29)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啓辭秩｣, 辛巳 10월 8일.

30) 박광용, 1998 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참조.

31) 신병주, 2001 66세의 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참조.

32) 1749년( 조 25)에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책. 당시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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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적인 제한을 가하여 실속 없이 화려하기만 한 사치스러운 물품의 사용을 금

지하여 저비용으로 혼례식을 치르도록 유도하 으며, 지신의 혼례식에서는 몸소 

이를 실천하 다.33) 이처럼 검약 의지가 철저했던 조 던 만큼 세손의 혼례식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에 맞게 검소하게 치르게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가 다른 의궤 보다 훨씬 소략하게 정리된 것은 왕

세손의 가례라는 측면이 가장 크지만, 사치 방지를 정치철학으로 삼은 국왕 조

의 평소 신념이 반 되어 의식을 가능한 간소하게 처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세손의 혼례식을 전후하여 조가 사치 방지를 강조한 어록을 증보문헌비고

를 통해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34)

가. 조 23년(1747)에 하교하기를, 黼黻과 冕旒에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는 것은 

大禹 같은 성인에게나 맞는 것이다. 태묘의 범절은 벌써부터 무늬가 없는 것을 써 왔

는데, 바로 내 의장에 그 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옛날의 법을 따르는 듯이 아

니다. 그러니 이 뒤로는 홍양산에 무늬 없는 것을 사용하고 일산도 우리나라 명주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여의 의장에 사용하는 것 또한 이 예를 따르도록 하라.

나. 조 26년(1750년)에 하교하기를, 원손은 덮개가 있는 轎子를 타는데, 세손으

로 봉해진 뒤에는 그가 타는 것을 輦이라 부른다. 세자의 연은 7간에 14명이 메는데, 

이것은 5간에 10명이 멘다. 소위 덮개가 있는 교자는 비록 연에 비교하여 차등이 있

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부인들이 쓰는 것으로, 예에 있어서 무슨 차등이 있겠는가? 

연을 小輿라고도 부르는데, 제도와 양식은 연에 의하고, 5간에 10명이 메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義起이니 문의하여 아뢰라. 하니 문의한 뒤에 정례로 삼았다.

다. 조 27년(1751년)에 사복시에 명하여 모든 연과 여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 다.

라. 조 37년(1759년)에 명하여 연여에 금으로 장식하던 것을 주석으로 고쳐 꾸미

도록 하 다. 하교하여 말하기를 ‘가례의 연여를 동도금으로 장식한다 하는데 우리 

풍속이 사치가 심하여 국가 재정에도 향을 주게 되면서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를 줄여 쓰도록 하고자 한 취지에서 편찬되었다. 

33) 신병주, 2001 66세의 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189~190면. 

34) 이하의 내용은 증보문헌비고  권131, 刑考五 ｢禁奢侈｣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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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諸嬪 이하가 타는 것은 豆錫(놋쇠)으로 장식하 어도 그 빛깔은 금과 같다. 

이밖에 벌써 금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가례 때에 妃가 타는 

연여의 장식은 금을 사용하지 말고 주석으로 하라. 그리고 이 뒤에도 各殿의 輦轝를 

새로 만들거나 보수할 때에는 이 예를 사용하여 주석으로 장식하도록 하라.

마. 조 41년(1761년) 대소의 조정 의례에 마땅히 부련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 연

은 감히 새로 제조할 수도 없거니와 폐단도 있고 하니. 그전 해에 하사받은 잠저 때

의 駕轎를 호조에 회부하여 예와 같이 장식하여 수리하고 중추절인 15일에 展謁 때

부터 시작하여 쓰도록 하라.    

위의 하교들은 모두 혼례식과 관련하여 조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서, 가능한 

간소하계 혼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조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조

는 駙馬 혼례식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즉 駙馬의 婚具를 감하라고 명하면서, 나

라의 용도는 날로 소모되는데, 궁중의 혼사는 장차 거듭 겹치게 되어 지나친 사치

를 없애고자 樽燭․香花․조각․옻칠․鍍金 등의 제도를 혹은 없애고 혹은 감하

으며, 식품도 단지 다섯 그릇에만 그치게 하 다.35) 

조는 국혼정례 와 상방정례 의 제정을 통하여 혼인에서의 사치와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 으며, 1759년에 있던 자신의 혼례식과 1761년에서부터 

1762년까지 있었던 세손 정조의 혼례식에서 이를 직접 실천했던 것이다.   

4. 연대기 자료에 기록된 1762년 嘉禮의 과정 

조실록 에는 세손의 가례에 대해 국왕이 하교한 내용이 몇 건 기록되어 있

다. 먼저 이 부분을 통해 당시 혼례식의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의궤

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761년 10월 23일 조는 왕세손빈의 간택 의식을 정하도록 명하 다.

임금이 景賢堂에36)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 는데, 선혜청 낭관과 균역

35) 조실록 , 조 40년 1월 24일(병자)

36) 경희궁 내에 있는 전각이다. 경희궁지 에 의하면 ‘경현당은 양덕당의 남쪽에 있다. 남쪽에
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고 또 崇賢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자가 경서를 강독하고 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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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낭관이 같이 입시하 다. 임금이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왕세손빈을 간택하는 의

식을 講定하도록 명하 다.37)

조의 하교에 의해 처녀 간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0월 29일 초간택에

서 5명의 처녀를 뽑았다. 12월 22일에는 삼간택에서 김시묵의 딸을 세손빈으로 뽑

았고, 육례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실록 에는 세

손의 가례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는데 비해, 같은 날짜 일성록 의 기록은 매우 자

세하게 세손 가례에 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주목이 된다. 

일성록 이 정조의 세손 시절 일기부터 출발한 자료인 만큼 본 혼례식의 주인

공 정조에 대한 기록은 매우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일성록 의 기록을 쫓아가면

서 세손 가례의 과정을 살펴보자. 세손 가례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1761년 

12월 16일의 日省錄  기록이다.

도제조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이 어제 예조판서로부터 들으니 22일은 지극한 길일

이라 합니다. 이 날은 또 明聖王后38)의 嘉禮日이라고 합니다. 왕이 그러한가라고 말

하기를,  삼간택에 대해서 지금 들으니 예조에서 우선 택일하 으니 그 또한 경이한 

일이다. 22일로 정해 행하고 처소는 마땅히 興政堂으로 행하는 것으로 분부하 다. 

시각은 정오 二刻으로 하 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명성왕후 가례가 辛丑에 있었고, 

날짜가 금번 삼간택일과 相符하니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 왕이 말하기를, ‘귀하도다.’

하고 또 敎하기를, 삼간택일에 세자와 빈은 마땅히 궁궐에 도착하되 시각은 辰時로 

한다. 삼간택 入參人은 食後에 궁궐에 이른다. 또 敎하기를, 삼간택일에 元良(세손)과 

빈이 궁궐에 이르는 시각은 隆冬太旱하여 巳時에서 擧行한다.39) 

禮를 받는 正室이었다.

37) 조실록  조 37년 10월 23일(무자).

38) 현종의 비로 청풍 김씨 金右明의 딸이다. 김육의 아들인 김좌명과 김우명은 김육과 함께 17
세기 청풍 김씨 가문의 위상을 높 다. 세손빈 역시 청풍 김씨로서 두 사람의 인연이 강조되
고 있다.   

39) 일성록  조 37년 12월 16일.
上御診筵詢痘候仍定三揀擇日子 藥房入診上曰 灰洞消息今則何如 三揀欲擇故 以金履亨曰 數

日則不見 而昨於賀班聞已差復云矣 都提調洪鳳漢曰 臣昨日聞禮判言 則二十二日極吉 而此日

卽明聖王后嘉禮之日云矣 上曰然乎 仍敎曰 三揀擇今聞禮曹草擇日其亦異事 以二十二日定行

處所當行於興政堂 以此分付時刻午正二刻爲之 鳳漢曰 明聖王后嘉禮在於辛年 而日子又與今

番三揀之日相符 誠不偶然矣 上曰貴矣 又敎曰三揀擇日 世子與嬪當詣此闕時刻 以辰時擧行 

三揀擇入參人 食後詣闕 又敎曰三揀擇日元良與嬪詣此闕時刻隆冬太旱以巳時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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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12월 19일에는 조가 경연에 나갔다가 冊嬪 吉日을 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예조판서가 일관을 거느리고 入侍하자 조는 일관에게 날짜를 분배하여 

택일할 것을 명했다. 일관 池道涵40)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納采 吉日은 이미 26

일로 정했습니다. 정월 초 3일에 納徵을 하고 초 7일에 告期를 하고 8일에 冊嬪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하 다. 조가 좋다고 말 하셨다.41)

이외에 1762년 1월 19일의 기록에는 조가 경현당에 나아가 세손빈의 冊禮를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42) 이 부분에 기록된 구체적인 의식은 의궤의 기록만

큼이나 자세한 것으로 왕세손의 혼례식 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성록 에는 조가 11세 때 2월에 가례를 한 사실을 기억하며, 세손의 나이 역

시 11살이며 2월에 가례가 행해짐을 상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43)

1762년 1월 30일 조는 하교를 내려, 세손의 혼례가 3백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임을 강조하고 賀禮는 거행하지 말 것을 명하 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 다. 임금이 세손의 가례가 집안을 

바루는 시작이라 하여 醮戒의 의례를 더욱 중시하 다. 이에 儀仗과 禁旅를 모두 뜰 

가운데 열지어 있게 하고, 당상 3품 이상 및 玉堂은 문 안에서 절하게 하고, 당하 3품 

이하는 문 밖에서 절을 하게 하 다.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婚禮는 軒架를 베풀기

만 하고 演奏는 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3일 동안 음악을 울리지 않는 뜻인데, 유독 

賀禮만은 오히려 있으므로 이를 내가 한번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일

은 3백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차후에는 大婚에 비록 赦宥는 하더라도 賀禮 한 절

목은 거행하지 말라.”44) 

위의 기록을 보면 혼례식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으며,45) 조의 뜻에 따

40) 실록 등의 기록에 일관의 실명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일성록 에 기록된 일관
의 實名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41) 일성록  조 37년 12월 19일.
禮判率日官同爲入侍 上命 日官擇奏分排日子 日官池道涵奏曰

42) 일성록  조 38년 1월 8일.
上御景賢堂 行世孫嬪冊禮 掖庭署設御座於景賢堂北壁南向 設敎命冊印命服案 及儀仗鼓吹如

常 …

43) 일성록  조 38년 1월 28일.
上曰 予於十一載二月 行嘉禮矣 今番嘉禮在二月 而世孫亦十一歲 其亦巧矣

44) 조실록  조 38년 1월 30일(갑자).



164 奎 章 閣  30

라 賀禮를 거행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2월 2일에는 嘉禮의 핵심인 親迎 의식이 

있었다.46) 이전에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조를 찾아와 朝見하 고, 조가 景賢

堂에 나아가 왕세손 가례 醮戒47)를 행하 다.48) 조는 친히 초계 하면서49) 세손

에게 하유하는 을 발표하 다.  

“이제 네가 먼저 三加50)의 예를 행하 고, 또 醮禮를 행하 으니, 4백 년에 가까운 

나라가 장차 의탁할 곳이 있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3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追慕하고 기쁜 마음이 가슴 속에 간절하게 교차된다. 나이는 成童에 이르지 못했으

나 禮로는 성인이 되었으니 이후부터는 더욱 講學에 부지런하고 本心을 잃지 아니하

여, 우리 宗枋(:종묘)을 계승하고 선조의 業을 이어받으라.” 하 다.51) 

이날 申時에는 光明殿에서 嘉禮를 행하 음을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혼례식에 

관한 실록과 일성록  기록의 마지막은 論賞과 관련된 것이다. 왕세손의 가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論賞과 죄수들에 대한 석방은 다음 날인 2월 3일에 이루

어졌다. 조는 왕세손 嘉禮都監의 堂上과 郞廳에게 차등 있게 賞을 주었으며, 의

금부와 형조에 투옥된 죄수들의 석방을 명하 다.5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세손 정조의 가례는 실록, 일성록 , 승정원일기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관찬연대기 자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성록 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쓴 일기에서 출발한 만큼 그 내용이 가장 자세하며, 실

록의 기록에는 왕세손의 혼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조의 하교와 같은 

45) 혼례식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종수, 1989 ｢재변과 국혼에서의 용악｣ 한국학보  59.

46) 일성록 의 조 38년 2월 2일의 기록에는  醮戒禮와 親迎禮의 과정과 의식이 자세히 나타
나 있다.    

47) 초계례는 왕이 친 을 앞둔 세손에게 훈계를 하면서 신부를 맞이하러 별궁인 어의궁에 나아

가게 하는 의식이다.

48) 조실록  조 38년 2월 2일(병인). 

49) 조는 경현당 동쪽 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왕세자(사도세자)는 북쪽을 향해 엎드렸다. 
왕세손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가 초계를 거행했다.  

50) 관례 때 관을 세 번 갈아 씌우던 의식으로 세손이 관례를 치루었음을 설명함. 

51) 조실록  조 38년 2월 2일(병인).

52) 조실록  조 38년 2월 3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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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지시가 주류를 이룬다.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왕의 동정을 기록한 승정원일기 의 2월 2일의 기

사에는 ‘왕세손이 친  후 환궁을 했다.’는 정도로 짤막하게 혼례식을 언급하고 

있다.53) 1759년에 있었던 조의 가례 의식이 승정원일기 에 자세히 기록된 것

과 비교하면,54) 왕세손의 혼례식은 왕의 기록인 승정원일기 에 세 하게 기록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연대기로서는 일성록 의 기록이 가장 구체적이며, 의식

의 구체적인 과정과 동원 인원, 조달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정조효왕후)가례도감

의궤 가 가장 치 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궤의 기

록을 중심으로 정조 혼례식의 주요 과정 및 의궤 제작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의궤의 구성과 주요 내용

｢儀軌事目｣의 기록에 의하면 본 의궤는 총 5건이 제작되었다. 어람용 1건을 비

롯하여 예조,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적상사고에 각 1건씩 보관되었다.55) 이 중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3건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태백산사

고본<규13114>과 오대산사고본<규13115> 2건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학 중앙연구

원 장서각에는 적상산본<2-2602>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완질의 의궤는 상, 하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표제는 ‘壬午 二月 嘉禮都監儀軌 

上(下) 五臺山 (太白山) 上’으로 되어 있다. 內題는 ‘乾隆 二十七年 壬午 二月 嘉禮

都監儀軌’라 하여 청나라 연호를 먼저 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장서각 소장본은 표

지에 ‘嘉禮都監儀軌(王世孫=正祖) 全’이라고 되어 있으나 완질로 남아있는 규장

53) 승정원일기  조 38년 2월 2일.

54) 신병주, 2001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규장각  24 15~16면 참조.

55) 의궤는 보통 5부에서 9부 정도를 만들었다. 국왕이 친히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 1부는 규장각
에 올리고, 나머지 의궤는 의정부, 춘추관, 예조 등 관련 부서와 지방의 각 史庫에 나누어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고 등지에 나누어 보관한 의궤는 分上用 의궤로 지칭되었다. 
분상용 의궤는 사고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와 관련한 부서에 보내졌다. 결혼식을 
정리한 가례도감의궤류의 경우 가례를 주관한 부서인 예조에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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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장본과 비교하면 2책 중 상책에 해당한다. 장서각 소장본은 제목 또한 후대

에 덧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오대산본과 태백산본은 체제와 분량이 완전히 같은 

본으로 보관처만 다른 완질본이다. 上책은 95장, 下책은 138장으로 구성되었다. 

下책의 內題는 ‘乾隆 二十七年(壬午) 二月 日’로 되어 있어서 일방의궤로부터 시

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대산사고본을 기준으로 표지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지의 제목에는 ‘壬

午 二月 嘉禮都監儀軌 上(下)’로 干支와 ‘가례도감의궤’라는 제목만 쓰여 있다. 그

러나 내용상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 왕세손빈(후의 효의왕후)을 맞이한 의궤

가 분명하고, 의궤의 주인공이 제목에 표기되어야 이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의궤의 제목은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로 표기하 다. 규장각소장한

국본종합목록｣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고, 기존에 간행된 의궤의 

경우에도 제목에는 사후에 추존된 왕실의 주인공의 호칭이 붙어 있어서 이를 표

준으로 삼았다.56) 

1) 上冊의 구성과 주요 내용

상책 의궤의 첫머리에는 ｢嘉禮都監儀軌目錄｣이 나온다. 목록은 座目, 啓辭(附世

孫冊嬪儀續覽), 禮官, 移文, 來關, 稟目, 甘結, 書啓, 論賞, 附儀軌, 一房, 二房, 別工

作, 修理所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본 책의 편집은 목록과는 약간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附儀軌 다음에 일방의궤가 나오지 않고, 별공작의궤, 수리소의

궤까지가 上冊에 수록되어 있고, 일방의궤와 이방의궤가 下冊에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일방의궤와 이방의궤의 내용이 많아서 따로 1책으로 편집하고, 분량이 비

교적 적은 별공작의궤와 수리소의궤 부분은 상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좌목은 담당 관리들의 명단을 수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 의궤는 다른 의궤

와는 달리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등의 명단이 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첫 부분부터 1761년 10월 26일 국왕이 초간택과 관련하여 내린 傳敎로부터 시작

하고 있다. 좌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10월 30일의 ｢吏曹別單｣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거하면, 제조는 예조판서 南泰濟와 호조판서 金尙福이었다. 왕이나 왕세

56) 서울대 규장각, 2002 규장각소장의궤종합목록  참조. 2002년에 간행된 장서각소장의궤해
제 의 경우 표지의 서명에 충실한다는 원칙 하에 간지와 의궤 제목을 표기하 다. 그러나 중
국 연호의 간지를 쓰고 ‘기묘 6월 가례도감의궤’로 쓴 목록 방식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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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嘉禮 때 최고 책임자로 정승급 도제조가 임명되는 것을 감안하면 왕세손의 

가례이기 때문에 한 단계 직급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都廳은 부호군 李潭, 前 

執義 鄭光漢 2명, 郞廳은 예조정랑 李仁黙, 사복시 첨정 李憲鎭, 호조좌랑 鄭景淳 

등 3이었다.

‘계사질’은 국왕이 내린 전교와 신하들이 올린 계사를 모아 놓은 부분이다. 

1761년 10월 8일 조가 하교를 내려, 왕세손의 嘉禮를 검약하게 실시해야함을 강

조한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초간택의 장소는 光明展으로 한다는 것, 금

번 세손빈의 朝見禮는 삼백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날 大殿과 中殿은 광명

전에서 조현례를 행하고, 世子宮 嬪宮 조현례는 祥輝堂․興政堂에서 행한다는 것 

등이 실려 있다. 10월 29일에는 초간택이 있었다. 경기감사 金時黙의 딸과, 부사과 

尹得養의 딸, 유학 閔鼎烈의 딸, 참의 徐命膺의 딸, 부사과 兪彦鉉의 딸 등 5명이 

재간택에 올랐으며, 재간택일은 11월 8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1761년 10월 3일에 올린 계사에는 가례 때 필요한 물목을 따로 올린 

單字가 나타난다. ｢王世孫嘉禮時擧行物目別單｣이라 올린 단자를 통해서는 당시 

혼례식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물품 내용을 행사별, 인명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납채, 납징, 고기, 책빈, 친 , 동뇌 등 六禮 및 朝見禮, 聘財 등에 사용된 물품을 

비롯하여 定親예물, 納徵예물, 本房예물, 世孫宮法服, 衣襨, 世孫嬪宮法服, 衣襨, 

世孫宮進排, 別宮進排, 同牢宴器皿, 世孫宮器皿, 別宮器皿, 水刺間所用, 輦轝儀仗

을 비롯하여 상궁, 나인, 유모 등 행사 참여자들이 착용하여야 할 복식들이 기록

되어 있다. 

1761년 11월 8일에는 재간택이 있었다. 감사 김시묵, 참의 서명응, 부사과 유언

현의 딸이 삼간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혼인을 허용한다는 전교가 있었다. 이날 

왕세손빈의 교명문 제술관이 중추부 판부사 鄭翬良(예비: 우의정 尹東度)으로, 죽

책문의 제술관이 한성부 판윤 金陽澤(예비: 이조판서 李鼎輔)로 각각 정해졌다. 

12월 22일 삼간택이 興政堂에서 있었다. 이날 조는 하교를 내려 김시묵의 딸을 

세손빈으로 정했는데, 의정 홍봉한 이하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를 물었다. 

재간택과 삼간택 사이가 한 달 이상 지속한 것을 보면 이미 왕세손빈은 김시묵의 

딸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날은 발표하는 절차만을 남겨 농은 것이다. 세손

빈의 간택이 이루어지자 왕실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에 따라 물품을 준비하는 일

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啓辭秩’에 이어서는 ‘禮關秩’, ‘移文秩’, ‘來關秩’, ‘稟目秩’, ‘甘結秩’ 등 각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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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이 나온다. 가례를 주관하는 가례청과 관련 부서들 간에 업무 협조를 위해 주

고받은 문서들이다. 

예관질은 혼례를 주관하는 부서인 예조에서 보낸 문서들을 모은 것이다. 삼간

택 후 세손빈이 머무를 별궁을 정하는 문제, 왕세손 책빈 때에 式印 마련 여부, 

별궁 처소는 於義洞 본궁으로 했다는 것과 함께 육례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 왕

의 복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납채는 12월 26일 辰時(오전 7시~9시), 납징은 1월 3일 午時(오전 11시~오후 1

시), 고기는 1월 7일 巳時(오전 9시~11시), 책빈은 1월 8일 巳時, 친 은 2월 2일 

巳時, 동뇌는 2월 2일 申時(오후 3시~5시)로 잡았다. 가례의 시간을 1759년에 행해

진 조 가례의 경우, 납채와 친 이 모두 辰時이고 동뇌가 午時임을 볼 수 있는

데,57) 왕세손의 가례는 국왕 가례에 비해 치르는 의식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

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납채일에 국왕( 조)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도록 하 으며,  납징 때는 원유

관과 강사포를 갖추도록 하 다. 납채, 납징, 고기 의식 때 嬪氏家에서 준비해야 

할 찬품은 가례청에서 모두 알아서 거행하도록 하여 嬪氏家의 부담을 없애도록 

하 다. 冊嬪日에는 국왕이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臨軒醮戒日 에는 冕服을 

갖추도록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가례를 주관하는 부서를 왕세자

나 왕의 혼례식의 경우 가례도감이라 한 것과 달리 ‘嘉禮廳’이라 언급한 것이 주

목된다. 세손의 혼례식이어서 등급을 낮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移文秩’은 가례청에서 업무 협조를 위해 호조, 병조, 삼군문, 경상감 , 전라감

 등 각 관서에 보낸 공문을 모은 것이다. 각 공문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

어 있지 않고 월별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 관서에서 살필 일(爲上考事)을 기록하

고 있다. 인원의 차출이나 급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가례청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 원래 소속된 부서에서 급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부분이 주목된다. 

‘來關秩’은 선공감, 훈련도감, 어 청 등 각 관청에서 가례청으로 도착한 문서들

을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문서에서도 ‘첩보한 일(牒報事)’, ‘시행한 일(施行向

事)’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는 12월에 병조에서 올린 왕손의 경호원 

배치 계획, 왕세손빈 삼간택 후에 별궁에 이를 때의 경호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

57) 신병주, 2001 66세의 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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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稟目秩’은 품목을 모아 놓은 문서철로 품목은 위로 여쭙는다는 뜻으로, 가례

청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都廳의 녹사, 서리, 산원, 서사, 

고직 등에게 每朔에 점심미 3두씩을 謄錄의 예에 의거하여 지급하자는 건의 등이 

실려 있다. 甘結秩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지시한 사항을 모은 문서들

로, 가례청에서 지시하여 호조, 병조 등에서 올라온 米布의 수량 등을 기록하고 

있다.

문서철에 이어서는 奉命官의 復命書를 모아 놓은 서계가 나온다. 제조, 도청, 낭

청, 감조관 등 행사를 추진하는 관리들의 명단과 함께 납채, 납징, 고기, 책빈 등의 

의식에 참여하는 正使, 副使, 賓者, 교명문 제술관, 죽책문 제술관, 화원, 서리, 고

직 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공장별단’이라 하여 銀匠, 豆錫匠, 彫刻匠, 刻手 

등 전공별로 장인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朴石伊, 成老味, 梁次乭  

등 천인처럼 보이는 장인들도 등장한다. 

1762년 2월 3일에는 비망기를 내려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 다. 본문에는 특

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지만, 목록에는 ‘論賞’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육례 때 正使 韓翼謨와 부사 洪麟漢에게 숙마 1필을 지급한 것을 비롯

하여 행사 주관자와 실무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조실록 의 같은 날 기록에

는 시상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의궤의 기록이 상으로 준 물품까지 적는 

등 보다 구체적이다.  

이어 목록상에 ‘附 儀軌’로 기록한 ‘儀軌事目’이 나온다. ‘의궤사목’은 의궤의 

제작과 보관에 관한 기록이다. 제작된 의궤는 어람 1건과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에 각 1건씩을 분상하도록 하 다. 어람건은 상품 초주지로 제작하고 분

상건은 저주지로 만들었다. 의궤사목에는 의궤 제작과 관련하여 올린 ‘품목질’과 

‘감결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의궤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어람건 의궤에는 상품 초주지 11권, 분상용 의궤에는 매 건마다 저주

지 11권이 소용되었다.58) 

반차도 5건에는 唐朱紅 12량을 비롯하여 靑花, 眞粉, 黃冊, 臙脂, 三碌 등 천연 

58) 현재 규장각에 소장 중인 의궤의 실물을 비교하면 어람용에 사용된 초주지의 품질이 분상용 
보다 훨씬 뛰어남이 확인되고 있다. 실록청의궤의 기록에는 경종실록  때까지 실록 제작에 
초주지를 사용하다가 조실록  제작에 초주지의 조달이 어려워 저주지를 사용한 것이 나

타난다(송기중․신병주 외, 2005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출
판부 86~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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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재료가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59) 표지에 있어서도 어람건과 분상건에 차이

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어람건의 표지에는 草綠輕光紬(2척 2촌)를, 제목감으로는 

白經光紬를, 紅挾감으로는 紅輕光紬를 사용하 으며 豆錫(놋쇠)으로 邊鐵을 둘

다. 분상건은 正布(2척 2촌)를 표지 재료로 사용하 으며, 正鐵로 邊鐵을 댔다.

‘의궤사목’ 다음에는 ‘乾隆 二十七年 壬午 二月 日  別工作儀軌’라 하여, ‘별공

작의궤’와 ‘수리소의궤’ 부분이 나온다. 대부분의 가례도감의궤 의 경우 일방의

궤, 이방의궤, 삼방의궤, 별공작의궤, 수리소의궤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궤는 도청의궤 다음에 별공작의궤와 수리소의궤로 이어지고 있다. ‘별공작의

궤’는 각 방에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기록한 부분이다. ‘別宮進排秩’, ‘世孫宮進排

秩’, ‘水刺間進排秩’로 구분하여 별공작에서 지원한 물품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날로 치면 ‘추가지원업무’ 사항을 기록한 ‘의궤속의 의궤’다. 선공감의 감역이 감

역관이 되어 책임을 맡았고 書員 1명, 庫直 1명, 사령 2명, 포도군사 2명, 수직군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상부에 올린 문서인 手本秩과 실제 들어간 물품의 내역인 實

入秩, 사용 후 되돌려 준 물품의 내역인 用還秩, 참여 장인의 명단을 기록한 工匠

秩을 기록하여 별공작에서 소용되었던 물품과 빌려 썼던 물품들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공장질에는 13명의 목수를 비롯하여 冶匠, 조각장, 석수 등 작업에 참

여한 장인들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다. 

‘수리소의궤’는 행사와 관련된 건물과 물품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

속의 의궤’다. 선공감의 감역이 감역관이 되어 책임을 맡았고 算員 2명, 書員 2명, 

고지기 1명, 사령 1명, 수직군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상부에 건의한 문서들인 手

本秩에는 계단 보수와 설치, 器皿의 제작에 필요한 炭石의 공급 관한 내용들이 기

록되어 있어서 수리소의 구체적인 임무를 알려준다. 마지막 부분에는 實入秩과 

工匠秩이 나온다. 공장질에는 15명의 목수를 비롯하여 칠장, 야장 등 작업에 참여

한 장인들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다. 

별공작의궤와 수리소의궤의 기록을 통해서 혼례식과 관련하여 아주 세 한 부

분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의궤의 기록을 통하여 철저하게 

행사 의식을 정리하는 한편 행사에 동원되는 각각의 인원과 소용되는 물품 하나

하나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당시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59) 천연 염색의 색깔과 재료에 대해서는
이종남, 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현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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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下冊의 구성과 주요내용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下冊은 일방의궤와 이방의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

로 가례도감의궤 에는 일방․이방․삼방식으로 각 방의 의궤들이 독립적인 구성

을 하고 있다. 이들 의궤는 가례도감에서 업무 분장을 위해 설치한 각 방에서 준비

해야 할 일과 오고 간 문서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방의궤｣․｢이방의궤｣․｢삼방의

궤｣로 분류되어 ‘의궤 속의 의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왕이나 왕세자의 가례는 

삼방의궤까지 편찬되었으나, 본 의궤는 이방의궤까지만 편찬되었는데 이 역시 왕

세손의 가례이기 때문에 삼방에서 하던 업무를 이방으로 통합하여 일을 처리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各房의 의궤는 전체적으로 가례도감의궤 의 체제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

며, 첫 부분에 ‘本房所掌’이라 하여 각 방에서 주관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稟目․甘結․實入․用還․工匠 등 각 방에서 주고받은 문서

라든가 비용 및 인원 동원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일방, 이방의궤

는 ‘의궤속의 의궤’의 형태를 띠면서 전체 가례도감의궤 의 내용을 업무별로 설

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방의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맨 앞에 ‘본방소장’이라 하여 일방에서 

담당한 업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敎命과 銀印, 衣襨, 鋪陳, 床卓函樻, 各樣袱, 儀註, 

班次圖를 담당하 음이 나타난다. 낭청은 호조좌랑 鄭景淳이었고, 감조관은 내시 

교관 金龜柱 다. ‘교명’은 상방(상의원)에서 직조한다는 것과 함께 ‘敎命繪粧圖

說’이라 하여 교명문을 작성하는 비단과 기본 문양을 그려놓은 것이 주목된다. 

이어 ‘敎命封裹式’이라 하여 교명을 보자기에 싸는 방식을 기록하 으며, 교명

을 배안한 床의 모습, 銀印, 印筒, 護匣 등의 모양을 그려 넣었다. ‘各樣擇日’의 항

목에서는 왕실 혼인의 여섯가지 예법을 習儀한 날짜와 실제 행한 날짜가 함께 기

록되어 있다. 

납채, 납징, 고기 등의 습의는 1791년 12월 25일이었으며, 책빈, 醮戒, 친  습의

는 12월 27일에 행해졌다. 受冊 親迎 습의는 1762년 1월 2일에, 동뇌와 조현례 습

의는 1762년 1월 9일에 각각 별궁에서 행해졌다. 본 의식은 納采 1762년 1월 3일 

午時, 告期 1월 7일 巳時, 冊嬪 1월 8일 巳時, 醮戒 親迎 2월 2일 巳時, 同牢宴은 

2월 2일 申時에 광명전에서 행해졌다. 

이어 ‘六禮擧行秩’이라 하여 육례에 구체적으로 소용되었던 물품들이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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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납채와 친  때는 生雁(산 기러기) 1首가 소용되었다. 산 기러기는 믿음, 예

의, 절개, 지혜를 상징하는 새이기 때문이었다. 요즈음에는 木雁이라 하여 나무 기

러기를 혼례식의 징표로 선물하기도 하지만 왕실의 혼례식에는 반드시 生雁 즉 

산 기러기를 사용하 다. 이것은 기러기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기러기는 

음양에 순응하여 평생토록 한 배필을 따라 절개를 지킴으로써 전통시대에 ‘남녀

음양 교통의 새’나 ‘백년해로의 새’로 여겨졌다. 조선후기 여성생활 지침서인 규

합총서 에는 기러기가 지니는 상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러기의 작은 것은 雁이요, 큰 것은 鴻이니, 이 기러기는 네 가지 덕이 있다. 

첫째 추우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날아가고, 더우면 남쪽으로부터 北雁門으로 

돌아가니 이것은 信이요, 둘째 나는 것에 차례가 있어 앞에서 울면 뒤에서 화답하

니 이것은 禮요, 셋째 짝을 잃으면 다시 짝을 얻지 않으니 이것은 절개요, 넷째 

밤이면 무리를 지어 자면서 한 마리가 순시하고 낮이면 갈대를 입에 물어 주살을 

피하니 이것은 지혜이다. 기러기를 폐백으로 쓰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六禮擧行秩’은 육례에 필요한 각종 옷감과 보자기를 비롯하여 교명, 은인, 호

갑, 요여 등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어 ‘各樣禮物依點下別單擧行秩’

이 나오는데, 聘財, 별궁예물, 본방예물, 정친예물, 납징예물, 본방수송, 세손궁진

배, 세손빈궁진배, 별궁진배 등 각 분야별로 들일 물품의 내역이 나오며, 정사와 

부사, 주인, 儐者, 본궁나인 등 행사 참여자들이 갖추어야할 복식도 기록되어 있

다. ‘품목질’은 상부 관청에 보고한 문서철로 일방에서 가례청에 주로 여쭙는 내

용들이다. 

일방에서 작업하는 각 장인들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아뢴 부

분을 통해서는 小爐匠, 柒匠, 小木匠, 乼匠, 彫刻匠 등에 소용된 물품의 내역이 구

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방의궤 역시 상책에 수록된 도청의궤와 같이 품목질

에 이어 甘結秩, 의주질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도청의궤의 

체제와 같다. 따라서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방의궤는 직접 실행한 사

항을 기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실입과 용환을 상세하게 적어놓

은 것이나, 물품 제조에 참여한 장인들의 실명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의궤가 철

저한 기록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儀註秩’은 혼례식의 의식 절차를 기록한 부분으로 당시 혼례식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납채의, 수납채의, 납징의, 수납징의, 고기의, 수고기의, 왕

세손책빈의, 수책의, 臨納醮戒儀, 친 의, 동뇌연의, 敎命冊印內出儀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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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좌의 배치와 방향, 집사자와 참여자의 위치를 비롯하여 그들의 역할, 왕세

손과 왕세손빈이 갖추어야할 복장, 준비 물품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전통 

의식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된다. 납채, 납징, 고기 의식은 경

현당에서 행해졌으며, 친여 의식은 嬪氏家, 즉 별궁에서 행해졌고, 동뇌연은 광명

전에서 행해졌다. 혼례식이 경현당, 광명전 등 경희궁에서 이루어진 것은 당시 

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경희궁에서 주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0)  

이방의궤는 일방의궤와 비슷하게 본방소장, 품목질, 감결질, 이문질, 내관질, 실

입질, 용환질, 공장질의 순으로 되어 있다. 輦輿와 竹冊을 비롯하여 金立瓜, 銀立

瓜. 白澤旗, 金粧刀, 銀粧刀, 靑蓋 등 의장과 깃발 등 물품을 담당하 음이 나타난

다. 낭청은 예조정랑 이인묵과 사복시 첨정 이헌진이 맡았다. 일방과 이방의 의궤 

속에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타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實入秩’과 ‘用還秩’로 기록한 부분이다 ‘실입’이란 소용

된 물품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용환’이란 쓰고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오

늘날 리스의 개념에 해당한다. 의전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

해서는 빌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행사에 따르게 마련인 낭비적인 요소들

을 억제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던 점이 돋보인다. 용환질로 분류된 물품들은 

방석, 요여, 채여, 방석, 토화로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방의궤 다음에는 행사 책임자들의 명단과 함께 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제조

인 예조판서 남태제와 호조판서 김상복, 도청 사복시 정 정광한, 낭청은 사복시 

첨정 이헌진이었다. 처음 가례청이 구성되었을 때와 도청과 낭청이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이들이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궤의 말미에는 18면에 걸쳐 반차도가 그려져 있다. 반차도를 그린 화원은 김

응환, 장벽만, 이복규,61) 안명설, 최성흥 등 5명으로 ‘工匠秩’에 그 명단이 기록되

어 있다. 김응환은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한 인물로, 정조의 신임을 받은 화가이다. 

이 반차도는 현존하는 가례 20 건 중에서 유일하게 왕세손의 가례에 대한 반차도

로서, 친  의식을 마치고 당일 저녁에 동뇌연을 치르기 위해 어의동 별궁에서 본

60) 이 즈음 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있었지만 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 다. 정조의 혼례가 있은 후 불과 3달 후인 윤 5월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참극인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61) 이복규는 (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의 반차도 제작에도 참여한 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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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으로 詣闕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當部都事가 행렬의 선두에 배치되고, 哨官

이 그 뒤를 따른다. 前牌軍 25명이 행렬의 앞을 호위하는데 왕의 가례의 경우에는 

前射隊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왕의 가마에 이어 왕비 가마가 등장하는 국왕 가

례와는 달리 바로 왕비와 관련된 가마들이 등장한다. 향룡정에 이어 교명을 담은 

교명요여, 죽책을 담은 竹冊腰輿, 銀印을62) 담은 은인요여, 命服을 담은 명복요여

가 나타난다. 이어 의장 행렬이 조금 화려해지면서 왕세자빈이 타고 있는 연이 나

타난다. 연 뒤로는 輦陪餘軍, 사복시관, 의관, 分講書院官이 모습을 드러낸다. 분

강서원관은 세손을 가르치는 시강원의 관리로 보인다. 행렬의 마지막은 제조, 도

청, 낭청 등 행사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차도를 그린 당시 화원들의 소용 도구는 沙漠子 1개, 사발 3개, 甫兒 3립, 紫

硯 1면, 사발첩 5립, 鎖鑰 1부, 剪板 2개, 鍾子 2개, 唐貼匙 2립, 黃毛 1條, 地衣 1부 

등이었으며, 기본적인 행렬 구성은 조의 혼례식을 그린 조정순후가례도감의

궤  반차도와 비슷하다. 

가례도감의궤의 친  반차도는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양

상을 볼 수 있는데,63) 본 의궤만은 세손가례인 만큼 18면에 걸쳐 간략하게 처리하

다. 왕세손빈의 가마만을 그리고 왕세손의 가마를 그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분

위기를 단적으로 반 하고 있다. 본 가례 직전인 1759년에 치루어진 조와 정순

왕후의 가례 때의 반차도가 50면에 걸쳐 그려져 있고 왕과 왕비의 가마를 모두 

그려낸 것을 고려하면 왕과 왕세손 가례의 격식의 차이를 반차도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가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정조효의후)가례도감의궤 를 중심으로 1762년 정조와 효의왕후의 

세손빈 가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에게 있어 왕세손으로 책봉된 정조는 사

이가 좋지 않은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따라서 조는 왕세손

62) 대개 세자빈에게는 玉印을 내려주고 세손빈에게는 銀印을 내려 주었다. 玉이 銀보다 비중을 
두었음이 나타난다.

63) 조선후기 가례도감의궤의 의식 절차와 의궤반차도에 대해서는
유송옥, 1991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학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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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간택이나 가례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 다. 특히 이 가례는 조 자신이 계비 

정순왕후를 맞이한 1759년 6월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왕실의 결혼식이었

기 때문에 자신의 혼례식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자 하 다. 가례에서 유독 사치 방

지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 가례에서도 반 되기 바랐기 때문이었다.

가례의 구체적인 과정과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반차도 등을 정리한 (정조효

의후)가례도감의궤 에는 당시 결혼식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

나 왕세손의 결혼식인만큼 의례나 물품의 준비 등에서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식보

다는 격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례도감 대신에 가례청이란 명칭

을 쓴 것이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 대신에 제조를 책임자로 임명한 것, 

삼방이 아닌 이방만을 구성하여 혼례식을 준비한 것, 반차도가 18면 밖에 그려져 

있지 않고 왕세손빈의 가마만을 그렸다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궤의 본문 내용에서도 복식이나 물품 조달, 참여 인원의 수 등에서 

대부분의 가례와는 달리 규모가 축소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가 1742년 국혼정례 를 정하면서 혼례에서의 사치 방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1759년에 있었던 자신의 혼례식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했던 만큼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왕세손의 가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다. 왕세손의 가례라는 점과 국왕 조의 사치 방지 의지가 함께 하면서 정조

의 세손 시절 혼례식은 가장 규모가 적은 형태로 치루어졌던 것이다. 가례 의식에 

사용된 구체적인 물목 등에 대해서는 1759년 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을 정리한 

｢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등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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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혼인과 혼인 때의 지위

왕 혼인
연도

혼인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인

연령 자녀 비고

태조
(1335-1408)

신의왕후
(1337-1391) 안변 韓卿 6남

2녀
조선개국 전에 사망
1398년 정종 즉위후 
신의왕후로 추존

신덕왕후
(?-1396) 곡산 康允成 2남

1녀
1392년 조선개국으로 
왕비 책봉

정종
(1357-1419)

정안왕후
(1355-1412) 경주 金天瑞 무 1398년 정종 즉위로 

왕비 책봉

태종
(1367-1422) 1382년 16세 원경황후

(1365-1420) 여흥 閔霽 18세 4남
4녀

1400년 2월 정안대군
의 세자책봉으로 貞嬪
에 봉해짐
1400년 11월 태종 즉
위로 왕비 책봉

세종
(1397-1450) 1408년 12세 소헌왕후

(1395-1446) 청송 沈溫 14세 8남
2녀

1418년 4월 충녕대군
의 세자책봉으로 敬嬪
에 봉해짐
1418년 9월 세종 즉
위, 12월왕비책봉

문종
(1414-1452) 1437년 24세 현덕왕후

(1418-1441) 안동 權專 20세 1남
1녀

1437년 純嬪이 폐빈후 
세자빈 책봉
1450년 문종 즉위로 
왕비 책봉

단종
(1441-1457) 1454년 14세 정순왕후

(1440-1521) 여산 宋玹壽 15세 무 1454년 왕비 책봉

세조
(1417-1468) 1428년 12세 정희왕후

(1418-1483) 파평 尹璠 11세 2남
1녀

1455년 세조 즉위로 
왕비 책봉

예종
(1450-1469)

1460년 11세 장순왕후
(1445-1461) 청주 韓明澮 16세 1남 1460년 세자빈책봉

1472년(성종3) 장순왕
후로 추존됨

1462년 13세 안순왕후
(?-1498) 청주 韓伯倫 ? 1남

1녀
1462년 세자빈책봉
1468년 예종 즉위로 
왕비 책봉

성종
(1457-1494)

1467년 11세 공혜왕후
(1456-1474) 청주 한명회 12세 무

1467년 세자빈책봉
1469년 성종 즉위로 
왕비 책봉

1480년 24세 정현왕후
(1462-1530) 파평 尹壕 19세 1남

1녀
1473년 숙의
1480년 윤씨 폐출후 
왕비 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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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혼인

연도

혼인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인

연령
자녀 비고

연산군

(1476-1506)
1487년 12세

폐비 신씨

(?-1537)
거창 愼承善 ? 2남

1487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
1494년 원손 출생
1494년 연산군 즉위
로 왕비 책봉

중종

(1488-1544)

1499년 12세
단경왕후

(1487-1557)
거창 愼守勤 13세 무

1506년 중종 즉위로 
왕비 책봉

부친 신수근(연산군의 
매부)으로 인해반정 
이후 폐위됨

1739년( 조15)복위

1507년 20세
장경왕후

(1491-1515)
파평 尹汝弼 17세

1남
1녀

1506년 淑儀
1507년 왕비 책봉

1517년 30세
문정왕후

(1501-1565)
파평 尹之任 17세

1남
4녀

인종

(1515-1545)
1524년 10세

인성왕후

(1514-1577)
나주 朴墉 11세 무

1524년 세자빈 책봉
1544년 인종 즉위로 
왕비 책봉

명종

(1534-1568)
1545년 12세

인순왕후

(1532-1575)
청송 沈鋼 14세 1남

선조

(1552-1608)

1569년 18세
의인왕후

(1555-1600)
나주 朴應順 15세 무

1602년 50세
인목왕후

(1584-1632)
연안 金悌男 19세

1남
1녀

광해군

(1575-1641)
1587년 13세

유씨

(1577-1624)
문화 柳自新 3남

1608년 광해군 즉위후 
세자빈에서 왕비 책봉

1623년 폐위 1624년사망

인조

(1595-1649)

1610년 16세
인열왕후

(1594-1635)
청주 韓浚謙 17세 4남

인조반정후 왕비 책

봉

1638년 44세
장열왕후

(1624-1688)
양주 趙昌遠 15세 무

인렬왕후 사후 왕비 

책봉

효종

(1619-1659)
1631년 13세

인선황후

(1618-1674)
덕수 張維 14세

1남
6녀

1645년 세자빈
1649년 왕비 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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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혼인

연도

혼인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인

연령
자녀 비고

현종

(1641-1674)
1651년 11세

명성왕후

1642-1683)
청풍 金佑明 10세

1남
3녀

1651년 세자빈
1659년 왕비 책봉

숙종

(1661-1720)

1671년 11세
인경왕후

(1661-1680)
광산 金萬基 11세 2녀

1671년 세자빈 
1674년 왕비 책봉

1681년 21세
인현왕후

(1667-1701)
여흥 閔維重 15세 무 1681년 계비

1702년 42세
인원왕후

(1687-1757)
경주 金柱臣 16세 무 1702년 계비

경종

(1688-1724)

1696년 9세
단의왕후

(1686-1718)
청송 沈浩 11세 무

1696년 세자빈
경종 즉위후 단의왕

후로 추봉

1718년 31세
선의왕후

(1705-1730)
함종 魚有龜 14세 무

1718년 세자빈
1722년 왕비 책봉

조

(1694-1776)

1704년 11세
정성왕후

(1692-1757)
달성 徐宗悌 13세 무

1704년 달성군부인
1721년 세제빈
1724년 왕비 책봉

1759년 66세
정순왕후

(1745-1805)
경주 金漢耈 15세 무 1759년 계비

정조

(1752-1800)
1762년 11세

효의왕후

(1753-1821)
청풍 金時黙 10세 무

1762년 세손빈
1776년 왕비 책봉

순조
(1790-1834) 1802년 13세 순원왕후

(1789-1857) 안동 金祖純 14세 2남
3녀

1802년 왕비 책봉
(1800년 초간택,
 1802년 삼간택)

헌종
(1827-1849)

1837년 11세 효현왕후
(1828-1843) 안동 金祖根 10세 무 1837년 왕비 책봉

1844년 18세 효정왕후
(1831-1904) 남양 洪在龍 14세 1녀 1844년 계비

철종
(1831-1863) 1851년 21세 철인왕후

(1838-1878) 안동 金汶根 15세 1남 1851년 왕비 책봉

고종
(1852-1919) 1866년 15세 명성왕후

(1851-1895) 여흥 閔致祿 16세 4남1
녀 1866년 왕비 책봉

순종
(1874-1926)

1882년 9세 순명효황후
(1872-1904) 여흥 閔泰鎬 11세 무 1882년 왕세자빈

1897년 황태자비

1906년 23세 순정효황후
(1894-1906) 해평 尹澤榮 13세 무 1906년 황태자비

1907년 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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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dding Ceremony of Jeongjo as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in 1762 and 

(Jeongjo Hyouihu) Garyedogam Uigwe*64)

 Shin Byung Ju

In 1762, Jeongjo,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solemnized a wedding 

ceremony with Hyoui Wanghu. The detailed process and mobilized number of persons, 

consumed commodities, illustrations of the procession are concretely recorded in 

Jeongjo Hyouihu Garyedogam Uigwe. However, as it was an wedding ceremony for 

the eldest grandson of the King, it is easily recognizable that the ceremony and 

preparations were not as formal as those for the King or princes. 

Using the title of Garye Cheong instead of Garye Dogam, appointing Jejo 

(vice-president) as the person in charge instead of Dojejo (president), preparing for the 

ceremony with the organization of Ibang (the second division) instead of Sambang (the 

first division), and the fact that the illustration of procession is only 18 pages long and 

that the palankeen of the bride alone is drawn are a few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demonstrating the situation. Al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stumes, supply of 

commodities, and number of participants are reduced in scale in the text of the Uigwe.

The wedding ceremony of Jeongjo was held in the smallest scale possible since it 

was for a son of the crown prince and also because King Yeongjo was determined 

to prevent lavishness at the time. The commodities used in the ceremony can be 

analyzed compared with Yeongjo Jeongsunhu Garye Dogam Uigwe, which is about the 

wedding ceremony of King Yeongjo and Jeongsun Wanghu in 1759.

 * Uigwe: Manual of stat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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