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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祖의 王世孫 冊禮 연구*1)

김 남 윤**

 

록: 이 은 정조의 왕세손 책  과정과 의식에 하여 구체 으로 살

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 다. 
먼  1751년( 조 27) 懿昭世孫의 책 에 해 世孫冊 便覽을 바탕

으로 정리하 다. 조는 왕세손 책 의 뜻을 밝히고 곧 講書院과 衛從司 

원들을 임명하 으며, 왕세손 련 칭호와 물, 격식 등에 해 인조  왕세

손 책 의 례를 살피고 미비 은 강정하여 世孫宮의 범례를 갖추었다. 그
리고 첫돌이 지나지 않은 의소세손의 책 의식은 경종과 사도세자 책 의 

례에 따라 遣使受冊 방식으로 정하여 거행하 다. 이듬해 의소세손을 잃

은 뒤, 조는 왕세손 책례를 해 강정한 내용을 편집하여 世孫冊 便覽
으로 간행하고 후 에 길이 행하도록 하 다.

정조의 왕세손 책 은 정조가 8세가 된 1759년( 조 35)에 거행되었다. 2
월에 조는 책 의 뜻을 밝힘과 함께 곧 강서원을 설치하고 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세손 교육을 강화하 다. 6월에 책례도감을 설치하여 의물을 조성

하고 의식을 비하는 과정은 冊禮都監 軌를 통해 살펴보았다. 책례는 

臨軒受冊 방식으로 거행되어, 정조는 윤6월 22일 창경궁 명정 에 나아가 

조에게 직  책 을 받았다. 정조의 책 을 해 조는 다시 왕세손의 의장을 

확 하고 국조오례의의 왕세자의 책  의식에 하여 註를 마련하 다. 

 *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지원한 규장각 국가 자료센터구축사업에 의한 

논문임.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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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하여 정조의 왕세손 책례에 이르러 세손궁의 범례와 책  의식이 

완비되었다. 이것은 세손궁의 상을 강화하고 왕통을 확고히 하기 한 

조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핵심어: 英祖, 正祖, 王世孫, 冊禮, 懿昭世孫, 世孫冊 便覽, [正祖王

世孫]冊禮都監 軌

1. 머리말

조선시 에 왕세자의 책 은 차기 왕  계승권을 부여하는 의식으로 국가의 통

치질서를 확고히하는 의미가 있었다. 왕  계승에서 왕세자의 다음 서열이 되는 

왕세손의 책  역시 왕세자 책 과 같은 뜻이 있다. 왕세손의 책례는 왕세자의 맏

아들 곧 원손이 책 을 받는 차로서, 조선 후기에 모두 4건이 거행되었다. 1649

년(인조 27) 顯宗, 1751년( 조 27) 懿昭世孫과 1759년( 조 35) 正祖, 그리고 1830

년(순조 30) 憲宗의 왕세손 책 이 그것이다.

일 이 세종 에도 왕세손(단종)을 책 한 일이 있었지만 그 기록은 하지 않

고 있었다. 그래서 인조 에 원손( 종)을 왕세손으로 책 할 때, 1648년 책례를 

논의하고 비하는 과정에서 실록을 상고하고 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식 

차와 의물을 마련하 다. 종은 1651년(효종 2) 다시 왕세자로 책 되었다가 효

종의 승하 후에 국왕으로 즉 하 다. 

조 에는 1725년 효장세자의 책 과 1736년 사도세자의 책 에 이어, 왕세손 

책 도 의소세손과 정조의 2건이 있었다. 조는 극심한 당  립 속에서 왕세제

로 책 되고 경종을 이어 왕 에 올랐으나 즉  반의 정국은 불안하 다. 탕평

책을 내세운 과감한 정국 운 으로 왕권의 안정을 이룬 재  반기에는 왕실 의

례의 정비에도 깊은 심을 가지고 禮書를 편찬하게 하 다. 1744년( 조 22) 

國朝續五禮 의 편찬에 이어 1751년에는 國朝續五禮 補를 편찬하여 왕세자

와 왕세손 련 의례를 정비하 다. 이어서 의소세손을 책 하면서는 친히 세손

궁에 한 제반 규정과 의 을 상세하게 마련하 다. 이듬해  3세의 의소세손을 

잃고 조는 몹시 상심하 으나, 왕세손에 한 례를 살피고 신들과 의논하

여 강정한 기록들을 모아 편집하게 하고 ｢ 序｣를 붙여 御製世孫冊 便覽으
로 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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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가을 다시 손자(정조)를 얻은 조는 곧바로 元孫으로 定號하고 원손의 교

육에 각별한 심과 주의를 기울 다. 그러나 왕세손 책 은 정조가 8세가 된 

1759년에 이루어졌다. 정조의 책례는 체로 의소세손의 례에 따라 비되었지

만 그 경우와는 다른 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은 조가 주도하여 마련한 왕

세손의 의 과 세손궁 범례에 따라 거행된 정조의 책 례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왕세자, 왕세손의 책례에 한 연구로는 먼  軌나 謄 , 왕실자료 등에 한 

해제, 해설을 들 수 있다.1) 그리고 왕세자 책례의궤에 한 회화사  연구,2) 왕세

자 왕세손 책례의 복식 연구3) 등이 있었다. 근래에 조선 시  왕세자 책 례에서 

의주의 변화  의례 차와 그 성격을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4) 책 례의 구체  

차와 의례의 정비 과정, 왕세자의 복식과 의물 등에 해 상세히 밝혔다. 그러

나 왕세손의 책례에 해서는 아직 자료에 한 해제만 이루어진 셈이다.

조선후기 4건의 왕세손 책  과정을 기록한 의궤는 모두 재 규장각에 소장되

어 있다.5) 이 의궤들을 살펴보면 왕세손의 책례는 왕세자의 의식에 하여 거행

되었고, 복식과 의물 등은 왕세자의 그것보다 격을 낮추어 정하 음을 볼 수 있

다. 이 에서는 먼  1751년 의소세손 책례 때에 마련된 세손궁의 범례와 책  

의식 등을 世孫冊 便覽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다음은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藏書閣所藏 軌 解題  藏書閣所藏 謄  解題; 서울 학교 

규장각, 2005,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2) 朴廷蕙, 1993, ｢조선시  冊禮都監 軌의 繪畵史的 硏究｣, 한국문화 14; 朴銀 , 1993, ｢조
선시  王世子冊禮 軌 班次圖 硏究｣, 한국문화 14.

 3) 李民周, 1998, ｢조선시  王世孫 冊禮都監 軌에 나타난 服飾에 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3호; 2008, ｢조선시  왕세자 冊禮 복식의 추이｣, 조선 왕실의 嘉禮 한국학 앙연

구원.

 4) 임민 , 2008, ｢조선시  왕세자 冊 禮의 제도화와 의례의 성격｣, 조선 왕실의 嘉禮 한국

학 앙연구원.

 5) [顯宗]王世孫冊禮都監 軌<奎 13067>, [懿昭世孫]冊禮都監 軌<奎 13199>, [正祖王世

孫]冊禮都監 軌<奎 13113>, [憲宗]王世孫冊儲都監 軌<奎 14910>이며 동일종 의궤가 복

수 소장된 경우도 있다. 이 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anggak. 
snu.ac.kr-)의 ‘한국학자료센터 의궤’에 게시된 의궤를 자료로 이용하고, 인용 면수도 그에 따

라 제시하 다. 

 6) 世孫冊 便覽(이하 편람으로 약칭함)은 재 규장각에 5건이 소장되어 있다. <奎 

1660>․<奎 2423>․<奎 2943>의 3건은 1752년 간행본이고, <奎 3547>․<奎 4009>의 2건은 

1761년 세손빈 冊嬪 차와 세손빈궁의 式例 등을 강정한 일을 엮은 ｢世孫冊嬪 續覽｣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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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왕세손 책례에 해 冊禮都監 軌의 기록을 심으로 1759년 왕세손 책

 논의와 책례도감의 비 과정을 살펴보고, 註를 통해 책  의식을 구체 으

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로써 조 에 왕세손에 한 범례와 의식이 정비된 과정

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懿昭世孫의 冊禮와 世孫冊 便覽 
1) 세손궁 범례의 정비

懿昭世孫은 1750년( 조 26) 8월 27일 태어났다. 이틀 후 조는 인정 에서 원

손 탄생에 한 백 의 하례를 받고 大赦하고 교서를 반포하여 손자를 본 기쁨을 

표하 다.7) 첫 이 를 넘긴 9월 5일, 조는 왕세자에게 자신은 노쇠하여 원손을 

가르칠 수 없으니 원손이 본받을 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원손을 잘 가르

치도록 유시하 다.8) 그리고 그날로 원손보양 의 일을 논의하게 하 다. 조는 

원손보양 은 종2품인 원자보양 과 차등을 두어 당상 3품으로 정하게 하 고, 

 의정 조 명은 ‘보양 은 실로 사, 부, 빈객의 임무를 겸하여 그 임무가 무거

우니 다만 그 사람을 택하고 자품에 구애받지 않음이 옳다’고 아뢰었다.9)  世孫

師傅를 차출하도록 명하 으나 상고할 례가 없었다.10) 이에 따라 11월 11일 沈

錥과 閔遇洙를 보양 으로 임명하 다.11) 

원손이 태어나자마자 조는 원손 교육에 지 한 심을 보 고, 11월에는 세

손사부를 차출하고자 하여 이미 세손 책 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음해 1751년 4월 15일에 왕세손 책  교를 내리고 책 일자 택일과 도감 설치

본되어 있다(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1 324-326쪽).

 7) 英祖實  조 26년 8월 29일(기해).

 8) 英祖實  조 26년 9월 5일(갑진).

 9) 편람 庚午(1750년) 9월 5일 1 , “領議政趙顯命曰 元子有輔養官 則元孫亦宜有之矣…… 

上曰 比元子宜有差等 元子輔養官以從二品 則此宜以 上三品矣 顯命曰 輔養官實兼師傅賓客

之任 其任重矣 只擇其人 勿拘資品宜矣”

10) 英祖實  조 26년 11월 11일(경술).

11) 편람 庚午(1750년) 11월 11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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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 다. 책 을 앞두고 조는 왕세손 련 의 과 세손궁의 범례 등에 해 

이 의 거를 찾아 상고하고 미비한 것은 신들과 논의하여 강정하 다. 그 내

용이 세손책 의편람에 실려 있다. 편람은 앞부분에 1750년 9월 5일부터 

1751년 9월 9일까지의 啓辭와 교가 실려 있는데, 그 기록은 책례도감에 내린 

교뿐 아니라 신들과 논의하고 강정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소세손책례

도감의궤에 실린 啓辭나  조실록보다 훨씬 풍부하다. 따라서 편람의 내용

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4월 15일 조는 세손 책 의 뜻을 밝히고12) 책례 반에 해 하교하 다. 먼

 세손 교육과 호 를 담당할 講書院과 衛從司 원을 즉시 차출하게 하고, 사부

도 차출하도록 하 다.13) 그래서 元景夏를 사, 朴文秀를 부로 임명하고 아울러 좌

우 兼翊善과 兼贊讀, 좌우 長史와 從史 등 강서원 원 4인과 종사 원 4인을 

임명하 다.14) 이들을 모두 兼官으로 차출한 것은 종의 왕세손 책  때의 례

에 따른 것이었다.15) 그런데 4월 16일 이조 서 이천보가 종사의 숙 는 요한 

일이라며 1인을 輪回入直하게 하도록 건의하 다. 이에 세자익 사의 에 따라 

실직을 만들어 輪直하도록 정하 다.16) 6월 19일에는 강서원 원 4인이 모두 겸

이므로 구차한 일이 많다며 좌익선과 좌찬독은 實官으로 바꾸도록 명하 다. 9

월에 이  이천보가 강서원 원 의망에 옥당 원만으로는 추천하기 어렵다고 

하자, 시강원과 같이 兩司에서도 천거하도록 하고 각별히 택하도록 교하

다.17) 이 게 하여 모두 겸 이던 세손궁 僚屬은 강서원 실  2인과 겸  2인, 

12) 편람 辛未(1751년) 4월 15일 2 , “傳曰 追憶往年 豈意今日此皆蒼蒼陟降黙祐之致 此等國

勢 此等世道 所重 國本 元孫其雖名定 卽一王孫 予今暮矣 日復一日 又奉東朝 定其國本 其

豈 忽 今日稟于東朝 口達眞殿 元孫旣命名 奉爲世孫 自今以後 於國本有磐石之安 而 惟昔

日 一倍此懷” 

13) 편람 1751년 4월 15일, 2~3 , “傳曰 世孫旣命 冊 日子及設都監 講書院衛從司官員 其

令該曹卽爲擧行 政官亦爲牌招開政……傳曰 元孫宮師傅 而問議大臣後爲之知之矣 今見續大

典 輔養官問於大臣矣 師傅卽今日政擧行”

14) 편람 1751년 4월 15일, 4 ; 英祖實  조 27년 4월 15일(임오).

15) 仁祖實  인조 26년 8월 13일(을사), 이날 기사에 책례 때의 왕세손의 복색과 의장, 강서원

과 종사 원 차출 등에 해 書啓한 조의 별단이 실려 있다. 

16) 편람 1751년 4월 16일 7~8 , “吏曹判書李天輔曰 衛從司 翊衛司同 而聞衛從司不爲入直

云 非但宿衛重地之空虛 事體未安 殊無設置宿衛之意 使一員輪回入直似好矣…… 傳曰 ……

衛從司官爲實職 一人輪直 依議施行”

17) 편람 1751년 9월 9일, 28 , “吏曹判書李天輔所啓 講書院官員而玉 差出 故擬望極爲苟



222 奎 章 閣  37

종사 실  4인으로 바 었고18) 강서원 원은 삼사 원으로 천거하도록 하 다. 

이는 세손의 교육을 해 요속의 직제를 강화한 것이었다. 

4월 15일 강서원과 종사에 임명된 원 원이 세손궁에 문안하 다. 조는 

內局과 정원, 옥당도 세손궁에 문안하도록 하 는데, 문안단자에 ‘臣’이라고 써야

할지 묻자, 례에 따라 ‘ 人’이라고 쓰도록 답하 다.19) 4월 19일 원경하가 세손

사로서 肅謝하기 에 세손궁을 할 때에 ‘신’이라고 칭할지 탐문한 일에 하여

도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 다. 5월 11일에는 신료를 견할 때 

동궁에게 ‘入 ’라고 하는 것에 해 세손궁에는 ‘入見’으로 하도록 정하 다. 4월 

20일에는 세손궁의 문안과 숙사는 세자궁의 에 따라 하도록 하 다.  원들

이 세손궁을 입견할 때 행하는 拜禮는 의정 김재로와 세손사 원경하의 의견을 

들어 楹內直拜로 정하 다.20) 임 에게 曲拜, 세자에게 直拜를 하는데 해 내

직배로 정한 것이다. 신하가 세손을 부르는 칭호는 ‘閣下’라고 하도록 하 다. 소

인과 각하라는 칭호는 1649년 왕세손 책례 때에 정해진 것이었으나,21) ‘入見’과 

楹內直拜의 는 새로 정한 것이다. 이상은 신하들이 왕세손을 하는 를 정한 

것이다.

 4월 15일, 임 과 세자가 문서에 啓字, 達字를 날인하여 내리는 데 해 세손

은 白字를 쓰고, 동궁이 쓰는 省字와 徽旨에 해서는 신들의 헌의를 수렴하여 

세손은 察字와 懿旨로 하도록 정하 다.22) 4월 17일에는 세손궁의 의지와 문안패, 

艱 依春坊例 實官則兩司通擬 何如 上曰 兼實官 依春坊例 各別擇擬” 

18) 편람 御製 序, “講書衛從之前皆兼官 而今講書二員之爲實官 衛從四員之皆爲實官”; 世孫

宮僚屬 40 .

19) 편람 1751년 4월 16일 5~6 , “承旨韓師得以領議政金在魯意奏曰 世孫宮當爲問安 而問安

單子當塡臣字乎 此宜愼重之事 所當請 稟達云 故敢此仰達矣 上曰 旣有前例 人之稱矣……

上曰 其在愼重之道 不宜用臣字矣”

20) 편람 1751년 5월 11일 20~21 , “禮曹判書申晩曰……前頭講書院官員入見于世孫宮時 當爲

拜禮 大朝則曲拜 東宮則直拜 此則何以爲之乎 領議政金在魯曰 楹內直配爲宜耶……上曰 日

後世孫宮入見時 楹內直拜事分付” 

21) 仁祖實  인조 27년 2월 19일(무신), 세손의 칭호와 세손 앞에서 신하들이 자칭하는 말은 

상고할 증거가 없어 신들과 의논하여 閣下와 人이라고 하도록 정하 다. 이러한 칭호를 

정한 과정은 顯宗講書院日記에 더 자세히 실려 있다. 인조의 종 왕세손 책 과 강서

원․ 종사의 목 등에 하여는 김은정, ｢顯宗講書院日記 해제｣(김남기․정길수, 2008 역주 

종강서원일기 종동궁일기1 민속원, 9-25쪽) 참조.

22) 편람 1751년 4월 15일 4 , “傳曰 啓字達字踏下 皆從其稱 白字其亦從此 而大殿用制 勝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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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는 승정원에서 만들어 들이는데 세자궁의 와 같게 하도록 교하 다. 책

례 후인 윤5월 3일 조는 강서원일기를 읽다가 세손이 답하는 말이 ‘知悉’ 임을 

알았다며, 강서원에 답을 내릴 때뿐 아니라 문안에 한 답도 이 게 쓰도록 교

하 다.23) 여기서 강서원일기는 종의 강서원일기를 말한다. 白字․察字․懿旨 

가운데 察字는 새로 정한 것인데, 편람에는 소 白字와 함께 圖가 첨부되어 있

다(<도면 1> 참조).  

세손궁의 供上은  支定例에 따라 4월 15일 당일부터 거행하라고 교하

다.24) 4월 20일에 다시 교하여 세자궁과 같이 朔膳을 올리되, 12달  4孟朔에

만 진하도록 교하 다. 松都와 濟州는 진하지 말게 하여 都를 생각하고 

海島를 구휼하는 뜻을 보이고, 諸道의 방물 역시 진하지 말고 민폐를 없애라고 

하 다.25) 종의 왕세손 책  때에 인조가 세손궁 공상과 삭선을 하지 말라고 하

음에26) 비해, 조는 세손궁 공상을 하게 하여 세손을 히 여기는 뜻을 보

다. 

그리고 4월 16일 이  이천보가 奉禮 칭호는 흠이 있으니 고치자고 아뢰었다. 

례는 의식을 행할 때 大君의 행례를 돕는 통례원 원인데 종 책례에서는 세

손의 행례를 돕는 원도 그 로 례라고 하고 례 1인을 더 차출하 다.27) 이

에 하여 양자 모두 례라고 한 문제 을 지 한 것인데, 신들에게 문의한 뒤

에 다시 翊禮라고 정하 다.28) 

다음에는 종부시에서 왕세손 책 의 명을 받들어 國朝御牒과 璿源譜略에 원손

宮用省字 世孫則用何字 大殿稱標信 東宮稱徽旨 世孫稱何 令史官問于大臣稟定 傳曰 今覽諸

大臣獻議 其亦量焉 懿字意美 稱懿旨 照字勝於察字 而然用於各衙門 用察字可也”

23) 편람 1751년 윤5월 3일 26 , “傳曰 曾覽講書院日記 以知答以知悉 而今番則忘未記有 今

乃聞覺 非徒講書院下答 凡諸問安下答 一衣此爲之事…”

24) 편람 1751년 4월 15일 3 , “傳曰 名位重矣 凡諸供上等事 一從 支定例 自今日擧行” 

25) 편람 1751년 4월 20일 12~13 , “傳曰……凡供上 支定例其數雖差等 世子宮同 則諸道

宜有朔膳 而今有世孫之慶 卽列朝眷佑之致……十二朔物膳中 只以四孟朔 進 而物種一依世

子宮例擧行……松都濟州竝勿  以示思 都恤海島之意 諸道方物 雖値賀亦勿 以除民弊 今

此敎 重國本恤元元之意 其令禮曹依此分付”

26) 仁祖實  인조 26년 9월 24일(을유).

27) 仁祖實  인조 26년 9월 25일(병술).

28) 편람 1751년 4월 16일 7 , “上曰 更以思之 二奉禮之稱 事體欠當 銓曹之昨不差出意亦在矣 

正四品則仍其品 只差等其職名 則爲可以何稱名… ○史官問于大臣 則領議政金在魯以爲 二奉

禮之稱欠當 誠如聖敎 或稱副相禮 或稱翊禮 禮似爲無妨……傳曰 奉禮稱翊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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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白字 察字

을 왕세손으로 修正하는 일이 있었다.29) 이는 규례에 따른 일이었는데, 선원록에 

‘世孫閣下’로 써서 인출하도록 하 다.30) 종부시에서는 開刊한 선원보략을 장황

한 뒤, 어람 길일로 택일된 4월 25일에 의장과 고취를 갖추어 명정 에 陪進하여 

에 바쳤다. 아울러 세자궁에 바칠 것은 시강원 원과 承 色에게 청해 입

하고, 세손궁에는 강서원 원과 傳 色에게 청해 입하도록 하 다.31) 책  

교에 따라 곧 선원록 등을 수정하여 바쳤는데, 여기서 세자궁의 승언색에 비되

는 세손궁 내 을 언색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이 연석에서 논의하여 강정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 편람 뒷부분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32) 먼  ｢世孫宮式例｣에 왕세손에 련된 칭호와 용어들

을 정리하고 大白字, 白字, 察字의 圖를 첨부하 다. 

｢世孫宮僚屬｣에는 사부 이하 강서원과 종사의 직제

를 었다. ｢自內中官以下員役｣에는 都薛里와 별감 등 

과 원역의 인원수를 고, ｢講書院衛從司員役 行

用雜物別單｣에는 印信․粉牌․朝報․內外官案 등과 

서리․서사․사령․군사의 인원수 등 규정을 었다. 

조는 세손 책 에 한 제반 사항을 世孫謄

과33) 강서원일기 등에서 의거할 례를 찾아 마련하

다. 세손등록은 종의 王世孫冊禮都監 軌를 말

한다.34) 이에 미비한 것은 새로 강정하거나 개정하

는데, 察字, 入見, 翊禮, 楹內直拜, 세손궁 供上 등이 그

29) 편람 1751년 4월 16일 5 , “○宗簿寺啓曰 今此譜略修正時 祗承元孫 世孫之命矣 國朝御

牒及譜略中 依例以王世孫修正之意 敢啓 傳曰 知道”

30) 편람 1751년 4월 19일 11 , “晩曰 璿源 印出時 而世孫閤下書印乎 上曰 以閣下書之可也”

31) 편람 1751년 4월 23일 15 , “宗簿寺啓曰 璿源譜略開刊印出 旣已粧䌙 御覽吉日 令日官推

擇 則今月二十五日爲吉云 以此日臣等率郎廳 具 仗鼓吹 陪進明政殿 大殿進上 承旨請承

傳色捧入 世子宮進獻件 侍講院官員請承 色捧入 世孫宮進獻件 講書院官員請傳 色捧入 等

事分付各該司…”

32) 편람 38-43 .

33) 편람 御製 序, “…而該曹無可據前例 故昨年 世孫也 朝臣莫知所  偶於昔年自內日記中 

見 世孫謄  故入承之後 粧䌙以置 元良冊 後 授元良矣 何意昨年 此謄  遵以行之

多…” 

34) 조가 본 世孫謄 은 [顯宗]王世孫冊禮都監 軌 어람건으로 단된다. 의궤를 謄 이

라고도 칭하며, 1649년 왕세손책례도감의궤는 어람건을 포함하여 4건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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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 왕세손 용어 설명

達字

省字

令

上書

知道

入

邸下

臣

徽旨

相禮

承 色

白字

察字

上狀

知悉

入見

閣下

人

懿旨

翊禮

傳 色

아뢴 문서에 는 도장

군사 문서에 는 도장

명령 

신하가 세자, 세손에게 올리는 

‘알았다’고 답을 내릴 때 쓰는 말 

신하가 알 하는 일

신하가 세자, 세손을 높여 부르는 말

신하가 세자, 세손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

경계(嚴)를 해제할 때 내리는 표신

의식에서 행례를 돕는 통례원 원

세자궁, 세손궁에서 말을 달하는 내

<표 1> 왕세자 왕세손 련 용어

것이다. 편람에 나온 왕세손 련 용어를 왕세자와 비하여 보이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조는 세손 책 은 ‘이후로 國本에게 반석 같은 편안함이 있게 될 것’

이라며,35) 친히 왕세손 책 의 례를 살피고 그에 미비한 것은 보충하여 세손궁

의 범례를 정비하 다. 이것은 종의 책  때에 신료들이 수차 책 을 건의함에

도 인조가 8세의 원손이 아직 어리다며 책 을 미루고 세손궁 요속과 의물․의장 

등도 여 정하도록 한 일과36) 비된다. 조는 강서원과 종사 원을 實官으

로 하여 僚屬의 직제를 강화하고, 왕세손 련 칭호들을 왕세자의 에 하여 갖

추고, 세손궁의 供上도 거행하게 하 다. 

이듬해  의소세손을 잃은 뒤, 조는 왕세손 책 을 해 강정한 기록을 세
손책 의편람으로 간행하게 하 다. ｢御製 序｣에서 승정원일기, 강서원일기, 

조의 註 가운데 세손궁에 계된 하교는 승지에게 날짜별로 精抄해 내입하여 

람한 후 序와 함께 刊印하게 하 고37) 후 에 길이 행하라는 뜻을 밝혔다.  

편람은 어제소서를 쓴 날짜가 6월 17일이므로 이후 곧 간행되었을 것이다. 그 

35) 앞의 주 12) 참조.

36) [顯宗]王世孫冊禮都監 軌 7-53면, 1648년 1월 15일부터 1649년 2월 26일까지의 啓辭와 

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7) 편람 권말에 奉敎 편집․교정 명단이 있는데, 편집은 李益輔, 金致仁, 尹光纘, 교정은 金善

行, 李彛章으로 모두 승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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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건은 내입하고 5건은 史庫에 보 하고 1건에 조에 두게 하 다.    

2) 책례 비와 책  의식

조는 책례에 갖추어야 할 왕세손의 복식과 의장, 책  방식에 해서도 역시 

4월 15일에 교한 바 있었다. 먼  ‘의 과 章服, 仗은 강정하여 續五禮 補
에 실었으니 살펴 행하라’고 하 다.38) 왕세자의 면복이 七章服임에 비해 세손의 

면복은 五章服인데, 4월 21일에는 세손의 복식을 상세히 논의하여, 오장복을 입

고, 空 幘을 쓰고 좌우에 雙玉 를 꽂도록 하 다.39)  오례의에 따라 오장복

의 後綬는 赤靑玄縹로 직조하고 敎命衣는 5綵로 직조하도록 하고,40) 교명의 繪粧

에 해서도 사도세자 책례의 례에 따르도록 정하 다.41) 그리고 輦은 尙方에

서 조성하고 平轎子는 책례도감에서 조성하는데 그 규격은 세자의 것보다 낮추도

록 하 다.42) 의장 가운데 日傘은 속오례의보의 ｢세손궁의장｣에는 없으나 본디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청색으로 정하 다. 세자궁 일산이 흑색 는 鴉靑色

이므로 세손궁 일산을 청색으로 한 것이다.43) 세손궁의 坐馬 역시 1649년의 례

가 없으나 동궁의 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동궁의 좌마 5필  1필을 定立하도

록 하 다.44)

4월 20일 조는 나라의 경사가 요해도 백성을 해 약해야 한다며, 교자는 

자신이 즉  에 사용한 것을 수보하고, 의장도 세제궁 의장 가운데 가져다 수보

해 쓰라고 교하 다. 그래서 왕세제 시  사용한 교자를 강쇄하여 수보하고, 의

장도 1721년(경종 1) 왕세제 책례에 쓴 의장을 가져다 살펴 보수하도록 하여, 세손

38) 편람 1751년 4월 15일 2-3 , “傳曰… 節章服 仗 旣已講定 載續五禮 補 令該曹按而行

之”

39) 편람 1751년 4월 21일 14 .

40) 편람 1751년 5월 4일 19-20 .

41) 편람 1751년 5월 2일 18-19 .

42) 편람 1751년 4월 19일 10 ; 4월 23일 16-17 .

43) 편람 1751년 4월 23일 15-16 , “領議政金在魯曰 續五禮 補 世孫宮 仗無日傘 世子宮

仗亦無日傘 而日傘則自有之 以此觀之 日傘似不在於 仗中矣 上曰 然矣 日傘用何色也 世子

宮日傘黑色 便是鴉靑色 此則靑色爲之宜矣”

44) 편람 1751년 5월 2일 19 , “所啓 世孫宮當有坐馬 而己丑前例無可 據 當依東宮坐馬例

定立矣 當定幾匹乎 上曰 東宮坐馬五匹中一匹定立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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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의장의 旗幟는 새로 만들고 旗竿은 구건을 사용하 다.45) 조는 자신의 세제

궁 의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는 비용 감과 함께 희귀한 일로 새로 

조성한 것보다 낫다고 하 다. 

이처럼 왕세손의 五章服과 의장은 속오례의보에 따르고, 그것에 미비한 것은 

오례의를 참작하여 마련하 다. 속오례의보는 1751년 왕명에 따라 조 서 

申晩 등이 편찬한 책으로 왕세손 련 의례들이 보충되었다.46)  續五禮 補序

例에는 왕세손면복도설과 함께 왕세손빈 복제도, 왕세손 講書服, 세손과 세손

빈의 輦 제도, 왕세손 의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왕세손면복도설에 따르면 圭와 

冕은 왕세자의 것과 같으나 단지 규의 길이는 7寸이며, 면은 7旒이고 류마다 7玉 

3采로 朱․白․蒼色 순서로 한다고 하 다. 衣․裳․大帶․中單․佩․綬 등은 왕

세자의 것과 같다.47) 속오례의보 권1은 길례, 권2는 가례로 왕세자와  왕세손 

련 의주들이 실려 있다. 왕세손에 련된 것은 권2에 실린 正至百官賀王世孫 , 

王世孫冠 , 冊王世孫 , 王世孫 師傅相見 , 王世孫書筵 講 , 王世孫入學  

등이다. 그런데 다 ‘王世子 와 같다’는 세주만 있고, 冊王世孫  역시 ‘冊王

世子 와 같다’고만 되어있다. 그래서 의소세손의 책  註는 례를 따라 마련

되었다. 

세손의 책  방식 한 4월 15일에 ‘遣使受冊’으로 정하 다. 곧 사도세자와 경

종의 세자책례(1690년, 숙종 16)의 에 따라 정사와 부사를 차출하고, 보모가 원

손을 안고 拜位에 나아가 행례하도록 하 다.48) 사도세자는 2세, 경종은 3세에 책

례를 거행하 기 때문에 그 를 따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명정 에서 행례한 뒤 

왕세손의 受冊 처소는 崇文 으로 하라는 교가 있었다.49) 이에 따라 조에서 

45) 편람 1751년 5월 11일 21 .

46) 國朝續五禮 補 御製續五禮 補 識,에서 조는 노년에 元良을 얻은 경사가 있어 세손과 

세손빈의 章服을 강정하 음을 밝히고, 앞으로 세손에게도 이러한 경사가 있어서 칭호와 衣

制를 보충하기를 기 하 다.  

47) 國朝續五禮 補序例 권1 吉禮, 王世孫冕服圖說 5~8 .

48) 편람 1751년 4월 15일 4-5 . “○禮曹啓曰 取 謄 則 王世子冊禮時 依庚午年例 用遣使受

冊之 事 啓稟擧行矣 今此王世孫冊禮時 亦依此例 正副使令該曹差出何如 傳曰允 ○又啓曰 

丙辰年王世子冊禮時 保姆抱奉就拜位行禮矣 今次王世孫自內受冊時 亦依此例磨鍊擧行何如 

傳曰允”

49) 편람 1751년 4월 17일 8 , “禮曹啓曰 今此王世孫冊禮時 自內受冊處所 以何 磨鍊乎 敢稟 

傳曰 崇文 爲之 命使受賀明政殿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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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의주 4건이 편람에 실려 있는데, 敎命冊印內入 註와 內出 註, 冊王世

孫 註, 王世孫自內受冊 註이다. 

｢교명책인내입의주｣에 따라 책례 날 5월 12일 도감에서 명정 에 교명과 책

인을 내입하는 차가 행해졌다. 그런데 그날 교명의 安寶에 이 에 사용한 ‘施命

之寶’가 아닌 ‘朝鮮王寶’를 었다. 이에 해 도제조 등이 례와 다르다며 그 뜻

을 여쭈니, 조는 이것을 尙方에서 만들게 하여 갑자년(1744) 빈궁(혜빈)의 책례 

때와 비 에 올리는 箋에도 썼다며 이후로 이것으로 안보하도록 제도로 정한다

고 답하 다.50)

책  의식은 5월 13일 거행되었다. ｢책왕세손의주｣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  명

정 에 御座와 寶案, 교명․책․인안, 왕세자와 문무백 의 자리 등을 설치한다. 

殿庭 길 동쪽에 使 의 受命位를 설치한다. 모두 정의 位에 자리한 뒤에 임 과 

왕세자가 임하고, 傳敎官이 ‘원손을 왕세손으로 책립한다’는 교를 선포하고 교명

함과 冊函, 印綬를 正使에게 다. 정사는 받아서 각각 案에 놓고, 사자 이하가 동

문으로 나가고 宣冊官과 도감 도제조 이하가 사자를 따른다. 교명안․책안․인안

을 받든 이들이 앞서서 명정문 밖으로 나간다. 명정문 밖에서 교명함․책함․인

수를 각각 채여에 실어 細仗과 鼓吹를 앞세우고 숭문당으로 가서 행례한다. ‘禮

畢’을 아뢰면 임 이 내 으로 돌아가고 왕세자와 문무백 이 나간다.51) 

｢王世孫自內受冊 註｣를 살펴보면, 먼  숭문당 正中에 교명․책․인안과 왕

세손의 受冊位․拜位, 정사․부사의 位를 설치한다. 강서원 원은 朝服으로, 

종사 원은 器服으로 숭화문 밖에 모여 있다가, 명정 에서 행례를 마친 사자 일

행과 교명․책인을 실은 채여 등이 이르면 숭화문 밖 次에 교명․책인을 權安

한다. 연여와 의장을 펼쳐놓고 사부와 강서원 원 등이 숭화문 안으로 들어가 각

자 位에 선다. 정사가 교명․죽책․印綬를 가지고 들어가 각각 案에 두고, 사자와 

宣冊官은 位로 나아간다. 왕세손은 次에 동계․공정책․오장복 차림으로 있

다가 拜位에 나아가 하고 수책 로 온다. 선책 이 책을 선포한 뒤 책을 함에 

넣고 교명과 책인을 가지고 정사에게 나아간다. 정사가 교명함을 왕세손 신 翊

善에게 주고, 책함은 贊讀에게, 인수는 長史에게 다. 각각 안에 놓고 왕세손이 

50) 편람 1751년 5월 12일 22-23 , “傳曰 此寶欲用於此 模古本而令尙方造入 旣用於甲子年嬪

宮冊禮時 而慈殿進箋時亦用此寶 寶外匣書以敎命之寶四字以表之 以此安寶 此後永爲定制(朝
鮮王寶)”

51) 편람 註, 冊王世孫 註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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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로 와서 사배를 한 후 를 마친다. ‘禮畢’을 아뢰면 왕세손이 안으로 들어간

다. 정사․부사는 다시 명정 으로 돌아와서 復命하고 교 이 啓聞하면 사자는 

물러난다.52) 이때 정사는 좌찬성 權示啇, 부사는 행부사직 홍 한이었다.53)

책례 거행 뒤의 三殿 朝 과 三宮 進 은 權停하고, 正  受賀도 권정례로 행하

고, 告廟와 敎, 進賀는 규례 로 거행하라는 것 한 4월 15일에 교하 다.54) 

어린 세손을 해 권정례로 간소화한 것이다. 책례 후 箋文을 바치고 진하하는 

차는 사도세자의 례에 따라 , 왕 비 , 궁 에 致謝와 表裏를 올렸다. 

수책 다음날 백 의 하례도 숭문당에서 권정례로 행하도록 하 다.55) 

이처럼 의소세손 책례의 복식과 연여․의장 등은 속오례의보에 따라 마련하

고, 책  의식은 사도세자와 경종의 례에 따라 ‘遣使受冊’ 방식으로 거행하

다. 조는 ‘세손 책 의 경사는 실로 뜻밖’이라며 크게 기뻐하고, 의물과 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친히 검하여 책례를 거행하 다. 그러나 10달밖에 안된 세손

의 책 은 지나친 일이었다.56) 60 가까운 나이의 조로서는 원손을 일 이 왕세

손으로 책 하여 세손궁의 상을 강화하고 왕통을 확고히 하려는 뜻이 앞섰던 

것이다.  

3. 正祖의 왕세손 책  과정

1) 왕세손 책 의 하교

정조는 1752년( 조 28) 9월 22일(기묘)에 창경궁 경춘 에서 태어났다. 조는 

매우 기뻐하고 친히 경춘 에 가서 손자를 보고 여러 번 감탄하며 ‘이 아이의 모

습이 범상치 않구나. 이는 조종 신령의 도움이고 종묘사직에 부탁한 뜻’이라고 하

52) 편람 註, 王世孫自內受冊 註 34-37 .

53) 편람 1751년 5월 15일 備忘記 24 .

54) 편람 1751년 4월 15일 2-3 .

55) 편람 1751년 5월 2일 18 . 이 註도 오례의에 실린 왕세자 의주에 해 마련하도록 

하 다. 

56)  혜경궁은 한 록에서 후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겠지만 지나친 일이었다”라
고 회고하 다(이선형 옮김, 2003 한 록,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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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혜빈에게 ‘잘 기르되 의복을 검소히 하는 것이 복을 아끼는 도리일 것’이라고 

당부하 다.57)  

정조는 태어난 날 바로 원손으로 定號되었다. 신하들이 왕손 탄생을 축하하며 

‘원손’이라고 부르고, 원손으로 정호할 것을 청하자, 조는 슬픔과 기쁨이 엇갈

린다는 소회를 말하면서 ‘국본을 공고히 하고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원손이라고 칭하고, 告廟와 敎 등의 일은 7일이 지난 이후에 거행하라고 하교하

다.58) 왕손을 얻은 조가 슬픔과 기쁨이 엇갈린다고 한 것은 의소세손을 잃은 

일 때문이었다.  ‘몇 달 사이에 며느리를 잃고 손자를 잃었다’고 하며 애통해하

는데, 며느리는 조의 맏아들 孝章世子(1719~1728)의 빈, 賢嬪 趙氏(1715~ 

1751)로 빈은 1751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다시 왕손이 탄생한 것은 왕실의 큰 경사 다. 조는 새로 태어난 원손을 종묘

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는 일을 7일이 지난 뒤에 거행하도록 하 다.  뇌성이 

울리는 이변이 있자 조는 종묘에 고유하는 것은 朔祭와 겸행하고, 示文은 승

정원에서 政府와 8道, 3都에 하유하도록 하 다. 그러나 사직에 고하고 敎, 진하

하는 일은 그만두게 하 다.59) 깊이 경계하고 조심하는 뜻에서 다. 원손은 얼마 

뒤 부모인 사도세자, 혜빈에 이어서 홍진을 앓았으나 모두 순조롭게 나았다. 이에 

조는 백 의 하례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 다.60) 그리고 원손의 胎峰을 강원도 

월 계족산 서쪽 기슭으로 정하고, 이듬해인 계유년 정월에 택일해 거행하도록 

하 다.61)  

1754년( 조 30) 조는 3세가 된 원손의 보도를 해 보양 을 선정하여 민우

수와 南有容을 보양 으로 삼았다.62) 이후 조는 자주 원손을 신들에게 보이

고 총명한 원손의 성장을 기뻐하 다. 보양 에게는 원손을 잘 보필하고 인도하

도록 자주 당부하 다. 정조는 5세에  學抄를 읽고 이어서 童蒙先習을 강하

다.  원자, 원손이 6살이 되면 師傅를 두는데 원자사부는 정2품이니, 원손사부

57) 의 책, 123쪽.

58) 英祖實  조 28년 9월 22일(기묘). 후일 조는 원손으로 정호하기 에 조정에서 문안

한 일은 잘못이라고 하교하 다( 조 30년 7월 10일(정해)). 

59) 英祖實  조 28년 9월 23일(경진).

60) 英祖實  조 28년 11월 4일(신유).

61) 英祖實  조 28년 11월 25일(임오).

62) 英祖實  조 30년 9월 2일(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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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2품으로 임명하도록 하 다.63) 이듬해에 원손이 6세가 되자, 남유용과 金陽

澤을 원손사부로 임명하 다.64) 조는 수시로 원손을 불러 경연에 입시하게 하

고  學을 외우게 하기도 했다.65)  춘방에 명하여 訓書를 모두 모으게 하 는

데, 이것도 원손을 한 일이었다.66) 

1759년( 조 35)  조는 세손 책 의 뜻을 밝혔다. 정조가 8세가 된 때이다. 

사도세자와 의소세손 책 의 례에 비하면 상당히 늦추어진 것이다. 2월 12일 

조 서, 병조 서 등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조는 “원손은 벌써 책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지 까지 늦추었던 것은 왕년을 追思한 것인데, 만약 3년을 지난다면 

어디에 아뢰어야 하겠는가? 오늘의 심정을 억제하고 眞殿과 孝昭殿에 아뢰어 원

손을 세손으로 삼고 책 하는 는 祔廟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

다.67) 즉 의소세손을 생각하여 책례를 늦추었다는 것이다. 효소 은 인원왕후의 

魂殿이다. 숙종의 세 번째 비로, 경종을 이어 조가 즉 하는데 결정  도움을 

주었던 인원왕후는 1757년 3월에 승하하 다. 그에 앞서 2월에는 조의 원비 정

성왕후가 승하하 다. 따라서 1759년은 두 분 왕후의 3년상을 마치는 해 다. 이

에 인원왕후의 부묘를 행한 뒤에 왕세손의 책 례를 거행하도록 하교한 것이다 

조는 세손 책 의 하교와 아울러 洪鳳漢을 世孫師, 趙榮國을 世孫傅로 삼고 

講書院을 설치하 다. 2월 14일에는 강서원 원을 인견하여 강학에 힘쓰도록 하

교하고, 세손의 講書는 이미 강한 바 있는 소학을 권부터 강하도록 하 다.68) 

2월 19일에는 세손의 勸講을 해 좌우 諭善과 좌우 勸讀을 추가로 설하여 왕세

손 책  부터 그 임무를 살피도록 하 다. 유선으로 金陽澤과 徐志修, 권독으로 

金元行과 宋明欽을 임명하고,  洪象漢을 겸세손사로 정하 다.69) 의소세손 때

보다 강서원 원에 實官 4인을 더 늘린 것인데, 이것은 정조의 講書가 활발히 이

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4일은 행 조 서 李喆輔가 부묘 후에 책례를 언제쯤으로 할지 여쭙자, 

63) 英祖實  조 32년 10월 9일(계유).

64) 英祖實  조 33년 1월 2일(갑오); 5월 22일(임자); 34년 7월 5일(기축).

65) 英祖實  조 34년 9월 8일(신묘); 12월 17일(기사).

66) 英祖實  조 34년 12월 25일(정축).

67) 英祖實  조 35년 2월 12일(계해).

68) 英祖實  조 35년 2월 14일(을축).

69) 英祖實  조 35년 2월 19일(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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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책 도감을 부묘 후 즉시 설치하고 책례일자는 6월 로 택하라고 교하

다. 호조 서 홍 한은 敎命의 직조와 轎輿 등은 미리 조성하여 비하겠다고 아

뢰었다.70)  이어서 5월 3일 조는 3년 服制를 마친 일, 자신이 延礽君으로 책 된 

지 60년이 된 일과 세손을 책 하는 일, 이 세 가지 경사를 기념하여 춘당 에서 

庭試를 시행하도록 하교하 다.71) 5월 4일에는 효소 에 나아가 부복하고 새 

을 맞이하는 嘉禮와 세손 책 을 거행하겠다는 뜻을 직  아뢰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어 반포하게 하 는데, 이 모든 일은 禫祀를 지낸 뒤에 거행하도

록 하 다.72) 인원왕후의 부묘례는 5월 6일 거행되었다.73) 6월에는 조가 계비를 

간택하는 가례 차가 진행되어, 6월 22일 정순왕후 김씨를 맞아들이는 친 례를 

거행하 다. 그 뒤에 바로 왕세손 책 을 한 책례도감이 설치되고 책례 비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1759년 2월 왕세손 책 의 뜻을 밝힘과 함께 곧바로 강서원을 설치하고 좌우 

諭善과 勸讀 4인의 원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강서원에서 담당하는 세손의 교육

과 보도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으면서 의소세손 때에 정한 

世孫宮 범례에 의한 제반 규정과 왕세손 련 칭호도 실제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冊禮都監의 비 과정

정조의 왕세손 책 의 구체  비 과정은 冊禮都監 軌에 상세히 한다. 

먼  책례도감에 임명된 원을 보면, 도제조는 우의정 李 으나 윤6월 19일 

의정 金尙魯로 교체되었다, 제조는 3인을 두는데 행호조 서 홍 한(윤6월 3일 교

체), 행 조 서 홍상한, 호조 서 李益輔(윤6월 3일 임명), 병조 서 趙雲逵 등이 

임명되었다. 책례도감의 업무는 6월 24일 낭청과 감조  별단, 도감의 제반 업무

규정을 은 都監事目을 마련해 들이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책례도감의궤
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례 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74)

70)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己卯 4월 4일, 6-7면.

71) 英祖實  조 35년 5월 3일(임오).

72) 英祖實  조 35년 5월 4일(계미).

73) 英祖實  조 35년 5월 6일(을유).

74) 본 의궤의 체제와 내용은 규장각 소장의궤 해제집 3(202-216쪽)에 실린 이정희, ｢17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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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례 길일은 윤달 보름 뒤로 택하도록 정탈함에 따라, 6월 28일에 日官에게 택

일하게 한 결과 윤6월 17일 卯時로 정해졌다. 1차 習 는 윤6월 9일, 2차는 윤6월 

11일, 3차는 윤6월 13일로 택일되었다. 그러나 윤6월 11일에 세손 책 일자를 다

시 택일하라는 하교가 있어, 윤6월 16일에 택일된 책  길일시는 윤6월 22일 묘시

다. 책례를 거행할 장소는 6월 27일 인정 에서 친히 受冊하도록 한 교에 따

라, 인정 으로 정하여 비하 다. 그러나 윤6월 10일 책인은 홍화문을 거쳐 명

정 에 내입하도록 교하고, 다시 윤6월 19일에 한여름이므로 행례의 번다함을 

여 책 은 明政殿에서 거행하고, 세손궁인 謹獨閤 남문에서 명정 에 나아가 

北月廊에서 행례하도록 교하 다. 이에 따라 책  의식은 윤6월 22일 창경궁 명

정 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啓辭 내용을 살펴보면 왕세손의 의 이나 복식, 의장 등에 한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6월 27일 ‘교명과 죽책의 궤 등에 泥金으로 그리고 장

식 起畵하는 일을 家禮의 에 따라 하지 말라’는 교만 있다.75) 이것은 의소세

손 책례의 례와 세손책 의편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는 이번에도 

책례를 검소하게 치르고 비용을 감하라고 교하 다. 책례에 갖추어야 할 각

종 의물과 기물을 제작하고 제반 비를 총 하는 책례도감은 6월 25일 始役하여, 

윤6월 8일에 각방의 工役을 마쳤다. 공역에 총 13일이 소요되었고, 1차 습의가 있

는 윤6월 9일 이 에 모두 마친 것이다.    

교명과 죽책, 옥인의 제작은 6월 25일 교명문․죽책문의 제술 과 서사 , 옥인

과 교명 篆文의 서사  선정으로 시작되었다. 6월 27일에는 교명 문서사  金漢

가 쓴 교명 문 정본과 부본 2본을 입하자 조가 람한 뒤 정본을 쓰라고 

교하 고, 윤6월 2일에는 옥인 문서사  홍 한이 써낸 문을 람한 뒤 부

본을 쓰라고 교하 다. 교명문과 죽책문은 문 에서 담당하는데, 부사 李

天輔와 제학 김양택이 제술하 다. 윤6월 6일에는 죽책문 草圖書를 서사  洪

樂性이 정서하여 바치고, 7일에는 교명문 도서를 서사  徐志修가 정서하여 바

쳤다. 이것을 계하한 후에 교명과 죽책, 옥인을 제작하 다. 

교명은 오색 바탕에 용  무늬와 교명문을 넣어 직조한 뒤, 敎命繪粧式에 따라 

( 조 35) 정조의 왕세손 책 과《[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다
만 마지막에 의궤편찬 담당자의 署押 순서를 잘못 악하 는데(215쪽), 도청은 洪良漢 1인
이고, 제조는 洪象漢, 李益輔, 趙雲逵의 3인이다.

75)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啓辭秩, 6월 27일 同日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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繪粧을 하고, 裹式에 따라 도제조 이하 도감 원이 모여 奉審한 뒤 보(袱)로 

싸고 궤에 넣어 排案床에 두었다. 죽책은 내의원에 있는 靑大竹 2개를 가져다 제

작하 고, 죽책도 회장을 한 뒤, 과식에 따라 보로 싸서 내외궤에 넣고 배안상

에 두었다. 교명, 죽책의 배안상과 讀冊床은 호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살펴본 뒤 

배안상은 修補하고 독책상은 새로 만들었다. 교명과 죽책을 실어갈 腰轝와 彩輿

는 한 달  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한 것을 그 로 쓰고, 長杠과 足臺만 

칠을 다시 하여 사용하 다.76) 왕세손의 복식은 遠遊冠, 平天冠, 袞龍袍, 絳紗袍, 

圭, 五章服(冕服), 佩玉․靑玉, 空 幘, 雙童䯻 등으로 그 제작은 尙方에서 담당하

다. 교명과 의 에 한 일은 一房 담당이었다.

옥인은 南陽玉으로 만들어 ‘王世孫印’이라고 각하 다. 그 印式은 조에서 

정해 보내는데,77) ‘왕세손인’은 종의 왕세손 책례 때에 정해진 것이다. 옥은 정

축년에 도감의 지시에 따라 南陽府에서 후일을 비하여 별도로 채취해 묻어두었

던 옥괴를 가져다 만들었다.78) 이것은 1757년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국장 때 남

양부에서 채취해 둔 옥괴를 말한다. 옥인과 인주를 담는 인통․주통, 그 통을 담

는 인록․주록, 호갑 등의 제작은 二房이 장하 다. 

 교여와 평교자는 三房 장인데 상방에서 조성하여 德應房에 두었다가 책례

날 내어다 사용하 다. 기린기․ 자기 등과 烏仗은 군기시에서 만들고, 旄節․

雀扇․靑扇․靑蓋․靑陽傘 등은 상방에서 만들어 바쳤다. 闕闥馬 2필은 사복시에

서, 鞍籠은 장흥고에서, 안장은 공조에서 령하 다.

이처럼 책례에 필요한 의물과 그에 딸린 각종 물품을 제작하는 일은 삼방에서 

나 어 담당하 다. 이것은 체로 의소세손의 책례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례에 따라 제도와 소요 자재 등을 마련하여 조성하 다. 그런데 일방과 이방 稟

目 가운데 죽책의 갑과 外樻, 옥인에 딸린 諸具 등 기물 제작에 해 품의하는 내

용에 “각양 造成制度는 癸酉圖式을 참고하여 마련하며”라든가 “계유도식에 따라 

거행”한다는 등의 구 이 있다.79) ‘癸酉圖式’이 어떤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76)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一房 軌, 稟目秩 120면.

77)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禮關秩, 己卯 6월 28일 同日 37-38면.

78)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移文秩, 己卯 윤6월 2일 30-31면: 來關秩, 윤6월 4일 34-35면.

79)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一房 軌, 稟目秩 105면, “各樣造成制度 一依癸酉圖式 參 磨

鍊爲乎弥 取 謄 則 排案床二坐讀冊床一坐下排褥彩花席 自尙衣院長 庫造作進排爲有置 

依例擧行事 捧甘何如”; 106면 “取 謄 則 竹册元無造匣之事 而癸酉圖式 以紅方紗紬造作 



正祖의 王世孫 冊禮 연구 235

 기록들로 보아 계유년(1753, 조 29)에 편찬되었고, 죽책․옥인 등 의물에 딸

린 각종 기물 제작에 한 규식과 그림이 실린 책인 듯하다. 곧 1753년 세손책

의편람의 편찬과 함께, 세손 책 을 해 조성한 각종 기물에 한 그림과 규식

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생각된다.  

길일 택일과 습의, 각 의식 차와 복색에 한 규정, 의주 등은 조에서 맡았

다. 조는 책례에 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한 공문을 도감에 보냈는데, 應行諸

事를 은 6월 29일자 關文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일 에 사직과 종묘, 

毓祥宮, 徽寧殿에 고하는 일을 담당 사에서 거행할 것. 책례날 하는 冕服 차

림으로 인정 에 어거하고 왕세자는 면복, 왕세손은 雙童䯻에 空 幘과 五章服을 

갖추며, 시강원과 강서원 원은 朝服, 종친과 문무백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

하는 黑團領으로 행례함. 왕세손이 먼  와서 인정문 밖 幕次에 있다가 왕세자가 

이르면 막차에서 나와 祗迎함. 교명․죽책차비와 擧案執事, 忠贊衛 등은 병조와 

이조에서 차출함. 敎命案․册案․印案과 紅紬袱 諸具는 도감에서 갖추어 비하

여 궐내 악차에 두었다가, 설사․자문감․선공감 등이 배설하며 도감은 이를 

검칙할 것. 습의에 사용할 假册印은 도감에서 비해 거행할 것. 교명과 죽책․옥

인을 궐에 배진하는 차에 의장과 차비군인 등을 갖추어 정제하는 일은 도감이 

검칙할 것. 도로는 한성부에서 미리 정비하고 청소할 것. 시각을 아뢰는 일은 觀

象監에서 거행함. 교명을 安寶한 즉시 교명 책인을 내입하고 어람 후 책례날 다시 

내어다 행례함. 백 은 服制, 式暇, 推  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할 것. 

왕세손이 受册 후 당일 과 궁 에 올리는 사례 箋文은 承文院에서 제진하

고 表裏는 제용감에서 進排함. 책례 다음날 왕세손에게 權停禮로 진하할 때 종친

과 문무백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행례함. 궁 에 진

하할 때 백 은 그 로 조복 차림으로 행례한 뒤, 세자궁 진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時敏 에서 권정례로 행례함. 왕세자가 과 궁 에게 안에서 올리는 表裏, 

백 이 에게 진하하는 箋文과 致詞․表裏, 궁 에게 진하하는 致詞․表裏, 

세자궁에게 진하하는 致詞는 문 ․승문원․제용감에서 거행함. 大殿의 敎, 

문을 올리고 진하할 때 宣敎官․展敎官, 8道  3都 齎敎官 등은 이조에서 차출

하고 敎書는 문 에서 제진한다는 것 등이다.80) 

內拱用藍方紗紬 具牙丹樞事 定式爲有旀……今番段置 依癸酉圖式擧行 何如”: 二房 軌, 稟
目秩 157면, “玉印今造成是如乎 一應諸具依癸酉圖式磨鍊擧行之意 稟”

80)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禮關秩 38-43면.



236 奎 章 閣  37

의 문은 책례를 인정 에서 하라는 6월 27일의 교에 따라 마련한 것이었

기 때문에 실제 책례와는 다른 이 있다. 즉 왕세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명정 에서 거행된 의식에 왕세자는 참석하지 못하 다. 이것은 책례 날

인 윤6월 21일 ‘세자는 행례를 그만두라’는 조의 교가 있었기81) 때문에 사도

세자가 책  의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그 외에는 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

다.

책례를 앞두고 습의는 3차례 행하 다. 1차와 2차는 처음에 택일한 로 윤6월 

9일과 11일에 아침 일  백 이 흑단령 차림으로 의정부에 모여서 행례하 다. 3

차는 책례 날인 윤6월 21일에 실제 책례와 같이 백 이 궐하여 행례하 다. 

윤6월 22일 명정 에서 책례를 행한 뒤, 왕세손은 과 궁 에 감사를 표하는 

箋文과 表裏를 올렸다. 다음날 인정 에서 권정례로 백 이 에게 진하하는 

행사가 있었고 궁 에도 진하하 다. 세자궁의 진하는 시민당에서 권정례로 거

행되었다. 그리고 책례 유공자에 한 시상도 행해졌다. 

책례도감의 책례 비 과정은 체로 의소세손 책 의 례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옥인과 죽책에 딸린 기물들은 1753년에 편찬된 ‘癸酉圖式’

에 따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다.   

4. 正祖의 왕세손 책  의식 

1) 敎命 冊印의 內入과 仗

왕세손 책  의식의 상세한 차를 은 註는 조에서 마련하여 정서해 들

이는데, 4건이 책례도감의궤에 실려 있다. 책례 하루 날 도감에서 교명과 죽

책, 옥인을 내입하는 차를 은 敎命冊印內入 , 책례 당일 다시 내어가는 차

를 은 敎命冊印內出 , 창경궁 명정 에 어좌와 寶案․香案, 교명안․책안․인

안과 왕세손, 종친과 문무백 의 자리 등을 설치하고 당일 행례하는 차를 은 

冊王世孫 , 왕세손이 책 을 받는 차를 은 王世孫受冊 이다. 

81)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啓辭秩 28면, ‘傳曰 明日册 時 世孫行禮則爲之 而世子則行禮

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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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과 책인은 윤6월 21일 아침 卯時에 책례도감에서 명정 으로 陪進하는데, 

이를 해 거리에 벌여놓은 것과 잡인을 일체 엄 하며, 도로는 한성부에서 미리 

정비하고 청소하도록 하 다. ｢敎命冊印內入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입 

날 典設司에서 교명 책인을 임시로 안치할 幄次를 명정  東階 에 설치한다. 당

일 도감 도제조․제조․낭청과 捧敎命官․捧冊官․捧印官이 朝服 차림으로 교

명․책․인을 각각 요여와 채여에 실어 細仗과 鼓吹의 前 에 따라 궐로 나아간

다. 요여와 채여는 정문으로 들어가 악차 앞으로 나아간다. 案을 받든 사람은 악

차 안에 案을 둔다. 교명 ․ 책 ․ 인 은 각각 교명․책․인을 들여 악차

의 案에 둔다. 引義가 도제조․제조 이하를 인도하여 악차 앞으로 가고 近侍도 조

복 차림으로 나아간다. 교명․책․인 은 교명․책․인안으로 나아가 각자 교

명․책․인함을 받든다. 도제조 이하가 꿇어앉고 근시도 꿇어앉는다. 교명 이 

교명함을 들고 도제조 앞에 가면 도제조가 받아서 근시에게 다. 근시가 받아서 

내시에게 주고, 내시는 꿇어앉아 받는다. 책인도 이와 같이 하여 내시가 받아서 

들인다.82)

이 의주에 따라 책례도감에서 교명 책인을 내입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班次圖

이다.83) 반차도는 습의 에 그려서 바치고 미리 임 에게 람하도록 하여 내입 

의식에 해 보고하고 검을 받는 뜻이 있었다.84)

정조의 책례도감의궤에 실린 반차도는 채색 그림 12면으로, 맨 앞에 사령 3명

이 있고 當部官員이 행렬을 선도한다. 그 뒤로 工 9명씩 2열, 典 , 香亭 8개가 

이어지며 좌우편에는 細 仗이 있다. 세의장은 개별 명칭이  있지 않고 좌우 

각각 15柄인데, 靑蓋, 5개의 旗, 銀鐙子와 등자, 金立瓜와 은립과, 銀橫瓜와 횡

과, 장도와 은장도, 雀扇 4, 紅蓋로 별된다. 다음에는 敎命腰輿와 竹冊彩輿, 玉

印彩輿  이에 딸린 褥席과 排案床, 차비 행렬이 있고 그 좌우에 烏仗 충찬  6

인씩의 기마행렬이 있다. 이어서 청양산, 평교자, 청일산, 왕세손의 輦이 있다. 연 

뒤로 2개의 靑扇, 金, 鼓가 있고 그 좌우편에 仗 행렬이 있다. 의장은 좌우에 순

82)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註秩, 敎命冊印內入  47-48면.

83) 왕세자책례의궤의 반차도에 해서는 박은순, 앞의 논문 참조, 교명과 책인의 내입 차가 

의례의 한 과정으로 의궤에 수록된 것은 1690년(숙종 16) 경종의 왕세자 책례에서 시작되었

다고 한다(580면). 

84) [文孝世子]冊禮都監 軌 啓辭秩 甲辰 7월 20일(원문검색 원문보기 027a면), 정조는 반차도

를 보고 의주와 차이나는 부분을 지 하며 의궤에 싣는 반차도에는 수정하도록 분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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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 麒麟旗, 豹骨朶와 雄骨朶, 令字旗, 金鐙과 은등, 旄節, 雀扇, 靑蓋가 있고, 

仗馬와 의장낭청이 있다. 이 행렬 뒤로 사령 5명, 서리 5명을 앞세우고 책례도감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감조  등의 기마행렬이 있다. 이 반차도는 채색이 다채

롭고 선명하며, 가마꾼들은 가마를 들고 어깨를 구부려 종종거리며 걸어가는 듯

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참고로 의소세손 책례도감의궤의 반차도를 보면, 앞에 당부 원이 행렬을 선

도하고 金, 敲가 있으며 그 좌우편에 의장 행렬이 있다. 좌우 의장은 앞에 白澤旗

가 있고 표골타와 웅골타, 자기, 등과 은등, 모 , 작선, 청개, 仗馬와 의장고

원이 있다. 그 뒤로 오장차비 6인씩의 기마행렬이 있는데, 가운데에는 교명요여

와 죽책채여, 옥인채여 행렬과 印馬, 청양산, 평교자, 일산이 있고 왕세손의 연과 

청선이 있다. 그 뒤에 도제조 이하 책례도감 원 행렬이 있다. 이 반차도는 10면

의 채색 그림이지만 정조 책례의 반차도에 비해 채색도 단조롭고 체 으로 힘

이 없어 보인다.

두 반차도를 비교해보면 정조의 책례에 새로 나타난 것으로 행렬 앞부분 좌우

편 세의장과 그 가운데에 당부 원 뒤로 악공과 악, 향정이 있다.85) 이 부분이 

행렬에 새로 첨가된 것인데, 그 인원만 60명이다. 곧 원의장의 수는 규정 로 하

면서도 악공과 세의장 등을 더해 행렬 규모가 훨씬 커진 셈이다.  의소세손 때

에 의장에 넣도록 정했던 청일산 역시 연 앞에 있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책례도

감의궤 반차도를 보면 세의장은 그려져 있지 않고, 왕세자의 의장은 백택기, 기

린기부터 작선, 청개까지 좌우 각각 15柄으로 그 수는 왕세손의 것보다 2배가 넘

는다. 속오례의보서례에서 왕세손 의장은 왕세자 의장의 次序에 따르고 그 수

는 감하여 정하 음을 밝혔다. 왕세손 의장을 보면 앞에 기린기가 좌우편에 있고 

印馬가 가운데에 있다. 기린기 뒤로 표골타와 웅골타, 자기, 金鐙과 은등, 旄節, 

雀扇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에는 궐달마 2, 金․鼓, 靑蓋가 있다. 다음 좌우에 烏仗

이 6인씩 좌우로 나뉘고, 별감 10인은 가운데에서 좌우로 나뉘고 가운데에 청양

산, 上馬臺에 이어 왕세손의 輦이 있다고 하 다.86) 그리고 속오례의보와 함께 

85) 박은순(앞의 논문, 582쪽)은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에 실린 반차도의 표  방식과 특징

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그 가운데 세의장이 행렬 후에 두 번 등장한다고 하 는데, 
앞쪽에 명칭이 있지 않은 것은 세의장, 뒤쪽 輦 뒤의 金․鼓 좌우편에 각각 명칭이  

있는 것은 元 仗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86) 國朝續五禮 補序例 권2 嘉禮 王世孫 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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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鹵簿式의 왕세손 의장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鹵簿式87)

에 실린 왕세손 의장 19柄의 배치도를 

보이면 <도면 2>와 같다. 

정조의 책례 반차도에는 좌우편 세의

장 뒤로 오장과 궐달마, 별감이 있고 그 

뒤에 기린기 등 의장이 있다.  가운데

에 교명․죽책․옥인 행렬 뒤로 청양

산․평교자․靑日傘이 있고 輦이 있다. 

곧 기린기부터의 모 ․작선까지는 속
오례의보서례나 노부식과 같다. 오

장과 궐달마, 별감 등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은, 행렬 앞에 세의장과 악공, 

향정 등이 추가되면서 배치가 바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정조의 책례를 직

 책 을 받는 임헌책명 방식으로 거

행하면서 의장 행렬을 더 크게 갖추도

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로 책례에

서 행렬 앞에 세의장을 배치하는 것은 

규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8) 

2) 왕세손 책  의식 

교명과 책인은 명정 에서 교명에 安寶한 뒤에 내입하고 어람을 거친 뒤, 윤6월 

22일 책례날 이른 아침에 도감에서 啓請하여 다시 내어다 명정 에 배설하 다. 

책례에 임 은 冕服, 왕세손은 동계․공정책에 오장복, 시강원 원은 朝服, 강

87) 鹵簿式<奎貴 9950>은 왕실 의식과 행차에 동원되는 의장의 순서를 문자로 배치한 圖를 

수록한 책으로, 조  1742년 이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규장각소장 왕실자료 해제

해설집 2 437-438면). 그러나 왕세손의장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1751년 續五禮 補와 같

은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88) [文孝世子]冊禮都監 軌의 반차도에 행렬 앞 좌우편에 각각 세의장 15柄이 그려져 있다.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 軌 尙衣院所掌(307-308면)에는 元 仗 35병(22종)과 세의

장 30병(15종)의 명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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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원은 器服, 종친과 문무백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을 

하 다. 의식의 진행은 통례원 원들이 담당하고, 시각을 아뢰는 일은 상감 禁

漏官이 맡았다. 명정 에서 왕세손을 책 하는 의식 차를 은 ｢冊王世孫 ｣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하루 날 掖庭署는 御座를 명정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寶案은 어좌 앞 

동쪽 가까이에, 香案은 殿 밖 좌우에 설치한다. 敎命案․冊案․印案을 보안 남쪽에 

둔다.(교명안은 북쪽에, 책안은 그 다음에, 인안은  그 다음에 둔다.) 掌 院은 軒懸

을 殿庭 남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벌여놓고, 協律郞의 擧麾位는 서쪽 계단 에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典設司는 왕세손의 막차를 명정  北月廊에 설하고 왕

세손의 祗迎位를 막차 앞에 설치한다. 

그날 典 는 王世孫位를 정 길 동쪽에 북향으로 설하고, 문  1품 이하의 位는 

그 뒤로 동쪽 가까이에, 종친과 무  1품 이하의 位는 길 서쪽에 설하고, 品等에 따

라 位를 달리하여 겹 로 북향하여 맞 하는 곳을 首位로 한다. 監察의 位는 문무

품의 반열 끝에 동서로 마주 향하게 하고, 階上典 의 位는 동쪽 계단 에 동쪽 가

까이에 서향으로, 左右通禮와 階下典 의 位는 동쪽 계단 아래 동쪽 가까이에 서향

하여, 贊 ․引 는 남쪽에서 약간 물린다.  찬의․인의의 位는 서쪽 계단 아래 서

쪽 가까이에 동향으로 하고 모두 북쪽을 상 로 한다. 의는 종친과 문무백 의 外

位를 명정문 밖에 평상시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初嚴이 울리면 병조는 諸衛를 동원하여 鹵簿 仗을 正階와 殿庭 좌우에 펴고, 司

僕寺正은 輿輦을 가운데 길에( 輿는 북쪽에, 大輦은 그 다음에), 御馬는 가운데 길

에, 仗馬는 그 남쪽에 벌여둔다. 종친과 문무백 은 각각 朝服을 갖춘다(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黑團領). 講書院 원과 衛從司 원은 각각 그 服(강서원 원은 

조복, 종사 원은 器服)을 갖추고 세손궁 문(謹獨閤 남문) 밖에 나아가 마주보고 

북쪽을 상 로 한다. 贊讀이 합문 밖에 나아가 꿇어앉아 ‘備嚴’을 아뢴다.  

二嚴이 울리면 종친과 문무백 이 모두 문밖의 位로 나아간다. 찬독이 꿇어앉아 

‘外整’을 아뢰면 왕세손이 동계와 공정책, 오장복 차림으로 나온다. 翊禮가 인도하

여 북월랑에 이르러 막차로 나아간다. 조정랑이 敎命과 冊函․印綬를 받들어 각각 

案에 놓는다. 호 하는 원들과 司禁은 각각 그 服을 갖추고 합문 밖에 나아가 기다

린다. 좌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 俯伏하고 꿇어앉아 ‘中嚴’을 啓請하면 하는 冕服 

차림으로 內殿에 납시고 繖扇과 侍衛는 평상시 의례 로 한다. 近侍와 집사 은 四

拜禮를 먼  행하여 평상시 의식 로 한다. 典 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位로 나

아가고, 協律郞은 들어와 거휘 로 나아간다.

三嚴이 울리면 집사 이 먼  자리로 나아가고, 인의가 종친과 문무백 을 나 어 

인도하여 동서 偏門으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북 소리가 그치면 안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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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힌다. 좌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外辦’을 아뢰면 하가 여를 타고 나서고 산선 

시 는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하가 나서려 할 때 의장이 움직이고 鼓吹가 울리

며, 殿門에 들려 할 때 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휘를 들고 일어서고, 악공은 柷

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하고, 고취는 그친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降輿’를 啓請하면 

하는 여에서 내린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執圭’를 계청하면 近侍가 꿇어앉아 규를 

드리고, 하는 규를 잡고 어좌에 오르고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尙瑞院 원이 

寶를 받들어 案에 두고 산선 시 는 평상시 의식 로 한다. 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숙이고 부복하 다가 일어나고, 악공이 敔를 그어 음악을 그친다. 

모든 호  원이 들어와 어좌의 뒤와 殿 안 동서쪽에 벌여 서고, 다음은 승지가 

殿 안으로 나 어 들어와 동서쪽에 부복하고, 史官은 그 뒤를 따르며, 다음은 司禁이 

殿의 階上에 나 어 선다. 계상 의가 ‘四拜’라고 말하면 찬의가 ‘鞠躬, 四拜, , 平

身’이라고 외친다. 종친과 문무백 이 몸을 굽히고(음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음악이 그친다.) 인의가 종친과 문무백 을 나 어 인도하여 반열로 

돌아가 서로 마주보고 선다. 翊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강서원 

원으로 따라 들어온 자는 拜位 동남쪽에서 서향하여 꿇어앉고 북쪽을 상 로 한다.) 

찬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외치면 왕세손이 몸을 굽히고(음악이 울리고) 사

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음악이 그친다.)

傳册官(승지)가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傳敎’라고 아뢰고 부복하

다가 일어나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집사 이 교명안, 책안, 인안을 맞들고 따른

다(案마다 2인). 책 이 내려와 왕세손의 동북쪽에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안을 

맞들고 책  남쪽에 약간 물러서서 모두 서향한다. 책 이 ‘有敎’라고 이르면, 

찬의가 ‘궤’라고 외치고 왕세손이 꿇어앉는다. 책 이 함을 열고 冊을 들어 선포하

고, 마치면 찬의가 ‘부복, 흥, 사배, 평신’이라고 외친다. 왕세손이 부복하 다가 일어

나(음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몸을 바로 한다.(음악이 그친다.) 책 이 책을 도로 함

에 넣고, 집사자가 교명안, 책안, 인안을 받들어 차례로 책  앞으로 나아간다. 

책 이 교명함을 받들어 왕세손에게 주고 왕세손이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서 翊善에게 다. 익선이 꿇어앉아 왕세손 왼쪽에서 받는다(贊讀과 長史가 책과 인

을 받는 것도 같다). 책 이  책함을 받들어 왕세손에게 주고 왕세손이 받아서 

찬독에게 다. 책 이  印綬를 받들어 왕세손에게 주고 왕세손이 받아서 長史

에게 다. 익선, 찬독, 장사가 교명, 책함, 인수를 받들고 왕세손의 뒤에 서면 책

은 侍位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각각 案을 종사 원에게 주고, 각각 안을 들고 익

선, 찬독, 장사의 뒤에 선다. 찬의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고 외치면 왕세손

이 부복하 다가 일어나고(음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음악이 

그친다.) 

익례가 왕세손을 인도해 가고, 교명과 책․인을 받든 사람이 앞에 간다(안을 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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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따른다). 왕세손이 막차로 들어가면 종친과 문무백 은 모두 拜位로 돌아간다. 

찬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외치면, 종친과 문무백 이 몸을 굽히고(음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음악이 그친다) 

좌통례가 서쪽 偏階로 올라가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禮畢’을 아뢰

고 부복하 다가 일어나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휘를 

들고 일어나고, 악공이 축을 두드려 음악이 울리면 하가 어좌에서 내려온다. 좌통

례가 꿇어앉아 ‘釋圭’를 계청하면, 하가 규를 풀고,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는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乘輿’라고 계청하면, 하가 여에 오르고 산선과 시 는 평상시 

의식 로 한다. 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숙이고 부복하 다가 일어나면 악공이 어를 

그어 음악을 그친다. 하가 내 으로 돌아가면 고취가 그친다. 익례가 왕세손을 인

도하여 막차를 나와 몸을 굽  처음과 같이 하고 마치면 막차로 돌아간다.(謝箋을 올

릴 때 다시 殿庭으로 들어와 의례 로 를 행한다. 進謝箋 에 있다.) 인의가 종친

과 문무백 을 나 어 인도하여 나가고, 좌통례가 꿇어앉아 ‘解嚴’을 아뢰면, 병조에

서 敎를 받들어 의장을 푼다.89)

89)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註秩, 冊王世孫  48-55면,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明政殿北

壁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敎命册印案各一於寶案之南(敎命案在北 册案

次之 印案又次之) 掌樂院展軒懸於殿庭近南北向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近西東向 典設司設

王世孫次於明政殿北月廊 設王世孫祗迎位於次前 其日 典 設王世孫位於殿庭道東北向 設文

官一品以下位於其後近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北向 相 爲首 監察

位於文武每品班末東西相向 階上典 位於東階上近東西向 左右通禮階下典 位於東階下近東

西向 贊 引 在南差  又贊 引 位於西階下近西東向 俱北上 典 設宗親文武百官外位於

明政門外如常  鼓初嚴 兵曹勒諸衛陳鹵簿 仗於正階及殿庭左右 司僕寺正陳輿輦於中道(
輿在北 大輦次之) 御馬於中道 仗馬於其南 宗親文武百官各具朝服(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

團領) 講書院官及衛從司官各具其服(講書院官朝服 衛從司官器服) 就世孫宮門外(謹獨閤南門)
相向北上 贊讀詣閤外 跪白備嚴 鼓二嚴 宗親文武百官皆就門外位 贊讀跪白外整 王世孫具雙

童䯻空 幘五章服以出 翊禮引至北月廊就次 禮曹正郞捧敎命册函印綬 各置於案 諸護衛之官

及司禁各具其服 俱詣閤外伺候 左通禮詣閤外 俯伏跪啓請中嚴 殿下具冕服御內殿 繖扇侍衛如

常  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  典樂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

就位 引 分引宗親文武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鼓聲止 闢內外門 左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

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  殿下 出仗動鼓吹振作 入殿門 協律郞跪俯伏擧麾  工鼓柷樂作 

鼓吹止 左通禮跪啓請降輿 殿下降輿 左通禮跪啓請執圭 近侍跪進圭 殿下執圭陞座 爐煙升 尙

瑞院官捧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  協律郞跪偃麾俯伏  工戛敔樂止 諸護衛之官入列於御座

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 階上典 曰四拜 贊

唱鞠躬四拜 平身 宗親文武百官鞠躬(樂作)四拜 平身(樂止) 引 分引宗親文武百官回班相向

立 翊禮引王世孫入就位(講書院官應從入 跪於拜位東南西向北上) 贊 唱鞠躬四拜 平身 王

世孫鞠躬(樂作)四拜 平身(樂止) 傳册官(承旨)進當座前 俯伏跪啓傳敎 俯伏 由東階下 執事

官 擧敎命册印案隨之(每案二人) 傳册官降詣王世孫東北 西向立 執事 擧案立於傳册官之

南  俱西向 傳册官稱有敎 贊 唱跪 王世孫跪 傳册官開函取册宣訖 贊 唱俯伏 四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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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주에 이어서 왕세손이 책 을 받는 의식 차를 은 의주 ｢王世孫受冊 ｣

가 의궤에 따로 실려 있다.90) 이것은 왕세손의 거동을 주로 한 것으로 ｢冊王世

孫 ｣보다 간략하다. ｢책왕세손의｣에는 임 의 거동이 상세하게  있다. 양자

를 비교하여 ｢왕세손수책의｣에 첨가된 부분은, 책례 당일 종사가 왕세손의 의

장과 시 를 벌여놓으며 배종 원은 시각에 맞추어 모 다가 모두 근독합 합문 

밖에 나아가 왕세손을 奉迎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책왕세손의｣와 같다.

｢책왕세손의｣를 보면, 먼  정조의 책례는 어좌가 있는 정 에서 책 을 받는 

‘臨軒冊命’ 방식으로 거행되었다.91) 이것은 오례의에 실린 왕세자 책  의식에 

한 것이다.92) 그런데 1649년 2월 18일의 왕세손 책  때에도 9세의 종이 직  

인정 에 나아가 인조에게 책 을 받았다. 그 과정이 孝宗東宮日記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이 의 節目은 모두 註에 있다’고 하여 의주가 있음을 밝

 놓았다.93) 그러나 이 의주는  종왕세손책례도감의궤에도 실려 있지 않고 

이후로 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조의 책 을 한 의주는 오례

의의 왕세자의 에 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주 가운데 啓請, 白 등 임 에게 쓰는 말과 왕세손에게 쓰는 말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이 의주를 왕세자 책 의 의주와 비교해보면, 왕세자에게는 

필선이 ‘內嚴’을 아뢰고[達] 왕세자의 행례를 돕는 일은 相禮94)가 맡았다. 왕세손

平身 王世孫俯伏 (樂作)四拜 平身(樂止) 傳册官以册還置於函 執事 捧敎命册印案以次進

傳册官前 傳册官捧敎命函授王世孫 王世孫進北向跪受以授翊善 翊善跪受於王世孫之左(贊讀

長史受册印同) 傳册官又捧册函授王世孫 王世孫受以授贊讀 傳册官又捧印綬授王世孫 王世孫

受以授長史 翊善贊讀長史捧敎命册函印綬 立於王世孫之後 傳册官還侍位 執事 各以案授衛

從司官 各持案立於翊善贊讀長史之後 贊 唱俯伏 四拜 平身 王世孫俯伏 (樂作)四拜 平

身(樂止) 翊禮引王世孫出 捧敎命册印 前行(持案 從之) 王世孫還入次 宗親文武百官俱復拜

位 贊 唱鞠躬四拜 平身 宗親文武百官鞠躬(樂作)四拜 平身(樂止) 左通禮陞自西偏階 進當

座前 俯伏跪啓禮畢 俯伏 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  工鼓柷樂作 殿下降座 左通禮跪啓請

釋圭 殿下釋圭 近侍跪受圭 左通禮跪啓請乘輿 殿下乘輿 繖扇侍衛如常  協律郞跪偃麾俯伏

 工戛敔樂止 殿下還至內殿 鼓吹止 翊禮引王世孫出次鞠躬如初訖 還入次(進謝箋時 還入殿

庭如 行禮 在進謝箋 ) 引 分引宗親文武百官出 左通禮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90)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 註秩, 王世孫受冊  55-58면.

91) ‘臨軒冊命’에 하여는 임민 , 앞의 논문 64-66쪽 참조.

92) 國朝五禮  卷之三, 嘉禮 冊王世子 (法制處, 國朝五禮 (2) 157-163쪽).

93) 孝宗東宮日記<奎 12828> 4책, 己丑年(1649) 2월 18일자에 종의 왕세손 책  의식을 기록

한 뒤에 ‘是禮節目, 皆在 註中’이라고 하 다(김남윤, 2008 역주 효종동궁일기 2, 민속원,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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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찬독이 ‘備嚴’을 아뢰고[白], 왕세손의 행례를 돕는 일은 翊禮가 담당하

다. 곧 행차의 모든 비를 마치고 경계가 갖추어졌을 때 왕세자에게 필선이 ‘內

嚴’을 아뢰는데, 왕세손에게는 찬독이 ‘備嚴’을 아뢴다. 의식을 거행하기 한 의

장과 호 가 모두 정돈되었을 때 왕세자에게 아뢰는 말은 ‘外備’인데 왕세손에게

는 ‘外整’이라고 하 다. 이에 하여 임 에게는 通禮가 ‘中嚴’과 ‘外辦’을 아뢰

었다. 아뢴다는 말도 각각 啓, 達, 白이라고 하 고, 임 과 왕세자, 왕세손에게 각

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격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備嚴과 外整 등 왕세손 련 

용어는 종의 책례에 한 기록들이나 의소세손 책 의 의주에는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정조의 책 을 해 다시 미비 을 보완하여 새로 정한 것으로 생각된

다. 곧 왕세손 련 용어는 1759년 정조의 책례 때에 완비되었고 왕세손 책 의 

의주도 왕세자의 에 하여 갖추었다.

그런데 의소세손의 책례 때에는 명정 에 왕세자의 幕次와 位를 설치하고 왕세

자가 참석하여 문무백 과 함께 행례하 다. 1649년 종의 책  때에도 인정

에 왕세자(효종)가 참석하여 행례하 다. 그러나 정조의 책  의주에 왕세자는 나

타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책례 날 ‘세자는 행례를 그만두라’는 조의 교 때

문이었다. 앞장에서 본 조에서 마련한 應行諸事처럼 의주도 처음에는 왕세자가 

참례하는 것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의 교 이후에 의주를 다시 고

쳐서 사도세자는 참석하지 못한 채 책  의식을 행하고, 의궤에도 수정된 의주를 

수록하 을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조  의소세손과 정조의 왕세손 책  과정과 의식에 하여 살펴보

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는 1750년 가을에 원손이 탄생하자 원손 보양에 깊은 심을 표하고 곧 왕

세손으로 책 하고자 하 다. 1751년( 조 27) 4월 15일 왕세손 책 의 뜻을 밝히

고, 바로 강서원과 종사를 설치하여 원을 임명하 다. 이어서 조는 세손궁

94) 國朝五禮 에는 奉禮라고 하 으나, 조선후기에 왕세자의 행례를 인도하는 통례원 원은 

相禮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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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례와 책례 의식 차 등 제반 사항에 하여, 1649년 종의 왕세손 책  

례를 살피고 미비한 은 신들과 강정하여 마련하 다. 강서원과 종사에 實

官을 두어 세손궁 요속의 직제를 강화하고, 察字, 入見, 翊禮, 楹內直拜의 배례 방

식 등 왕세손 련 칭호와 격식을 새로 정하 으며, 세손궁의 供上도 행하게 하여 

왕세손을 히 여기는 뜻을 보 다.  책  의식과 왕세손의 복식․의장 등은  

속오례의보에 따르고, 미비 은 다시 강정하여 보완하 다. 첫돌이 지나지 않

은 의소세손의 책 은 경종과 사도세자의 책  례에 따라 遣使受冊 방식으로 

정하여, 5월 13일 창경궁 명정 과 숭문당에서 거행하 다. 이듬해에 의소세손을 

잃은 뒤, 조는 왕세손 책 에 해 筵席에서 강정한 기록을 편집하여 세손책

의편람으로 간행하게 하고 후 에 길이 행하도록 하 다.  

1752년 태어난 정조의 왕세손 책 은 의소세손의 일과 정성왕후․인원왕후의 

국장으로 인해 1759년( 조 35)으로 늦추어졌다. 정조가 8세가 된 1759년 2월, 

조는 책 의 뜻을 밝히고 곧 강서원을 설치하고, 좌우 諭善과 勸讀, 4인의 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세손 교육을 더욱 강화하 다. 이때부터 정조가 세손으로 있으

면서 1751년에 정비한 세손궁의 범례도 실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원왕후의 부묘례, 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를 마친 후에 곧 책례도감을 설치하

여 본격 인 책례 비에 들어갔다. [正祖王世孫]冊禮都監 軌에 보이듯, 도감

의 책례 비와 의물 조성 등은 체로 의소세손 책 의 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죽책․옥인에 딸린 기물 등은 1753년에 엮은 ｢癸酉圖式｣에 따라 제작

되었다.

이어서 정조의 왕세손 책  의식은 註를 통해 살펴보았다. 책 례는 1759년 

윤6월 22일 정조가 명정 에 나아가 직  책 을 받는 臨軒冊命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먼  ｢敎命冊印內入 ｣에 따른 반차도를 보면 의장행렬 앞부분에 細 仗과 

工, 香亭 등을 새로 첨가하여 왕세손의 의장을 크게 확 하 다. 그리고 ｢冊王

世孫 ｣는 국조오례의의 왕세자 책  의식에 하여 마련되었는데, 행차를 

한 경계가 갖추어졌을 때 아뢰는 備嚴, 의식에서 의장과 호  등이 모두 정돈되었

을 때 아뢰는 外整 등의 용어는 정조의 책례를 해 새로 정한 것이었다. 이 게 

하여 정조의 왕세손 책 에 이르러 세손궁의 범례와 책  의식이 완비되었다. 

이상의 의소세손과 정조의 왕세손 책  과정을 보면 조는 먼  세손의 교육

과 보도에 깊은 심을 기울 다. 아울러 책례 차와 의식의 모든 것을 갖추어 

행하도록 면 하게 살폈다. 이것은 왕세손에게 왕 계승자로서의 자질과 덕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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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록 하는 한편 세손궁의 상을 강화하고 왕통을 확고히 하려는 뜻에서 다. 

이러한 왕세손 책례에 한 조의 노력은 재  반기 御製訓書와 禮書 등의 

편찬에 보이는 정치이념과 통치질서 확립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10. 10. 29),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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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eremony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for Jeongjo

 Kim, Nam-Yun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eremony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of Jeongjo (正祖). It illuminated the significance of the 

ceremony. 

There was the authority of King Jeongjo’s investiture in the installation of Uisoseson 

(懿昭世孫) in 1751. King Yeongjo (英祖) appointed government officials who take 

charge of the education and guard for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Also he set up the appellation, terms, formalities regarding his eldest 

grandson and the articles for ritual. King Yeongjo arranged the process of the 

ceremony to publish The Manual of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世孫冊 便覽) in 1752. There was written that descendants should 

follow the ceremony process as described in the manual.      

The ceremony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of King 

Jeongjo was performed in 1759 when Jeongjo was 8 years old. While King Yeongjo 

determined Jeongjo to invest, he immediately appointed officials of Kangseowon (講書

院), to intensify for grandson's education. In June, 1759, there was installed a temporal 

institution, Chaeglyedogam (冊禮都監). The articles to be equipped for the ceremony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previous ceremony experiences. With these, the 

ceremony proceeding was prepared. Jeongjo was invested directly by King Yeongjo at 

the Myoungjeongjeon (명정 ). 

King Yeongjo remedied ceremony's shortcomings again to complete the formalities 

for the palace of the eldest grandson and the ceremony proceeding for his investiture. 

With above things, King Yeongjo intended to reinforce the status of the el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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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son’s palace and legitimacy.

Keywords: King Yeongjo, King Jeongjo, ceremony investing the eldest grandson as 

heir-apparent to the throne (世孫冊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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