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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내용과 정치  성격

4. 맺음말

록: �국조오례의� 편찬(1474, 성종 5) 이후, 270년이 지난 1744년( 조 20)에 후속편에 해당

하는 �국조속오례의�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속오례의�에서 표명한 편찬 의의는 ‘오랜 시간을 경

과하는 동안 가 퇴이하여 시 에 맞지 않아서’라고 하 지만, 본고에서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미 �속오례의� 편찬 의의를 국가의례의 재정

비가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속오례의�에서 왕세자

와 왕세손의 길례․가례를 보완한 �국조속오례의보�(1751년, 조 27)와 흉례를 보완한 �국조상

례보편�(1752년, 조 28/1758년, 조 34) 역시, �속오례의�의 보완서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시 에 의례서가 새롭게 편찬된 이유를 밝히기 해 �속오례의�의 

편찬에 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보완서에 해당하는 �속오례의보�․�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그리고 의례 내용에 해 살펴보았다. �속오례의�가 완성되고 7년 만에 나온 �속오례

의보�와 �상례보편�은 그 편찬 시기가 노론이 1740년( 조 16) 경신처분을 통해서 출사의 명분

을 회복하고 조의 왕  정통성 시비가 끝난 지 10여년 정도가 지난 시 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조가 왕세자에게 리청정을 맡긴 지(1749년, 조 25)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으며, 1755

년( 조 31)은 소론 일 가 노론을 제거할 목 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즉 乙亥獄事를 계기로 

조가 �闡義昭鑑�을 지어 집권의리를 천명한 해 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연구과제명: 

조  �국조상례보편�의 편찬과 정치  성격).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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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치  상황이 의례서의 편찬 배경이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조의 입장이 고려되었

다.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의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부왕 숙종

이 국가 재건사업을 벌이고, 이를 이어받은 조가 계술사업을 마무리한 이후 다. 이제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난 조가 국왕으로서 정치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게 시행된 조의 탕평정책 가운데, 의례서 편찬이 포함되었다. 요컨

, 조가 부왕의 사업을 완결 지은 다음,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노론에 근원을 둔 탕평지지

자들을 편찬 구성원으로 하여 펴낸 의례서가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이었다. 그리고 의례서의 

편찬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노·소론 연합정권을 운 하고자 했던 조의 탕평정치 아래 개된 

국가 정책의 책임자이며 실무자들이기도 했다. 이들의 당색이 편찬자들의 구성과도 무 하지 않

다는 것은 의례서를 단순한 의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  산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이다. 본고에서는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에 한 정보를,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상례보편�이 

수정·보완 때문이 아니라 정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의례서임을 밝히는 출발 으로 삼았다.

핵심어 : 국조오례의(國朝五禮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 ), 속오례의보(續五禮 補), 국

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속상례보편, 상례수교(喪禮受敎), 효순 빈(孝純賢嬪), 

의소세손(懿昭世孫), 정성왕후(貞聖王后), 인원왕후(仁元王后), 조명리(趙明履), 김

상로(金尙魯), 신만(申晩), 김재로(金在魯), 홍계희(洪啟禧), 이익정(李益炡), 이철

보(李喆輔), 윤득우(尹得雨), 이석희(李錫禧), 윤동성(尹東星), 이사 (李思觀), 신

회(申晦), 김치인(金致仁), 구윤명(具允明), 조명정(趙明鼎), 홍낙성(洪 性), 성천

주(成天柱), 정존겸(鄭存謙), 노론, 소론, 을해옥사(乙亥獄事), 천의소감(闡義昭鑑), 

탕평정치(蕩平政治)

1. 머리말

조선시  국가운 체제인 ‘五禮’는 다섯 가지 의례, 즉 길례․가례․빈례․군

례․흉례를 뜻한다. 이러한 오례의 의식 차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의례서로 조

선 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오례｣와 성종 의 �국조오례의�(이하 �오례의�), 

조 의 �국조속오례의�(이하 �속오례의�) 등이 있다. 1474년(성종 5)에 �오례의�

가 편찬되고 그로부터 270년이 지난 1744년( 조 20)에 �오례의�의 증보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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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속오례의�의 편찬이 이루어졌다.1)1)이후 1751년( 조 27)에 왕세자와 왕세

손의 길례․가례를 보완한 �속오례의보�, 1752년( 조 28)과 1758년( 조 34) 두 

번에 걸쳐 흉례편에 해당하는 �국조상례보편�(이하 �상례보편�)이 편찬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는 �속오례의�의 편찬 의의를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의례 개정의 필요성에서 찾지 않는다. �속오례의�를 조의 왕  정통성 문제

가 해결된 시 에 정치  측면에서 만들어진 의례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었던 만큼,2)2)그 보완서로서 편찬된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 역시 새로운 해석

이 필요하다. 3세기만에 의례서를 새롭게 편찬해야만 했던 이유에 정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3)3)�속오례의보�나 �상례보편�이라고 해서 더 이상 왕세자와 왕세

손의 길례․가례 보완서,4)4)그리고 세자빈(효순 빈)․세손(의소세손)과 두 분 왕

후(정성왕후․인원왕후)를 해 마련된 흉례 차의 보완서로만 평가할 수 없다.5)5)

1) 지 까지 학계에서는 조  �국조속오례의�를 성종  �국조오례의�의 수정․보완  성격

을 띤 보완 의례서로 인식하고 있지만, 필자는 조가 정치  의도를 담아 새로운 항목으

로 편찬해낸 증보 의례서로 보았다.

2) 朴秀貞, 2017 ｢ 조  �國朝續五禮 � 편찬과 정치  성격｣,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3) 박수정, 2017 ｢ 조  �國朝續五禮 � 편찬 과정과 편찬자들｣, �조선시 사학보� 82.

4) 朴定子, 1974 ｢國朝五禮 와 그 續補編｣, �숙 사론� 8, 숙명여자 학교사학회; 安琉鏡, 

20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 )�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내용｣, �유교문화연구�16, 

성균 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이 춘, 2012 ｢ 조  법 과 제의 재정비｣, � 조의 국

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 앙연구원출 부.

5) �국조상례보편�에 한 표 인 성과로 이욱, 2017 �조선시  국왕의 죽음과 喪葬禮-애

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 이 진, 2017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송

지원, 2009 ｢국왕 조의 국장 차와 �國朝喪禮補編�｣, �조선시 사학보� 51. 등이 있으며, 

특히 박례경의 ｢조선시  國葬에서 朝祖  설행 논의와 결과｣(2007 �규장각� 31, 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는 상례보편에 수록된 하나의 의주, 朝祖 의 특수성에 한 

고찰을 통해 역사  의미를 도출하여,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분석에 한 좋은 길잡이 역

할을 제시하 다. 하지만 기존에는 의례서가 만들어진 의미를 정치  성격과 결부시킨 연

구가 없었다. “어떠한 의례서도 단순한 념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실의 필요와 정치  의도 속에서 출 하며, 이를 통한 사회․국가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다만 그 정치  목 과 의도가 의례서의 규정 속에서 어떻게 투 되어 나타났는가를 검출

해내는 것이 요하다.(심사평 참조)”는 지 이 있는 만큼, 필자도 조의 정치  목 과 

의도가 의례서에 어떻게 투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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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편찬 의의를 찾기 해, 같은 조시 에 편찬되어 서로 연 성을 

갖는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상례보편�을 조시  반에 걸친 정치  상

황을 고려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의례서들이 편찬될 당시의 시  분 기

와 정치 상황에 한 이해를 해, 가능하다면 편찬자들의 학문  성향과 정치  

입장에 향을  수 있는 가족 계나 혼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에 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례서에 담긴 정치  의미를 도출해 보

고자 한다.

2. �국조속오례의보�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속오례의�가 완성된 후 5년 뒤인 1749년( 조 25) 새로운 정치구도가 재편되

었다. 당시 56세를 맞이한 조는 자신은 국가 체제정비나 민생문제해결을 통한 

업 을 쌓는데 력하겠다는 뜻으로 15세의 왕세자에게 리 기무를 맡겼다.6)6)평

생 왕권안정을 정치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온 조7)가7)왕세자와 왕세손을 해서

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 을까? 그들을 해 만들어진 의례가 무엇인지 궁 하다.

세자의 리청정 이후 1년 뒤인 1750년( 조 26) 8월 27일, 元孫이 태어났다.8)8) 

시호가 懿昭인 世孫이다.9)9)이때는 �속오례의�가 완성(1744년, 조 20)되고 6년이 

흐른 해 다. 처음으로 원손을 얻은 조의 기쁨이 다음 해인 1751년( 조 27), �속

오례의보�의 편찬으로 이어지지만10)
10)그는 1752년 3월 4일에 죽고 만다. 하지만 6

개월 만에 다시 경사가 찾아오는데, 훗날 정조가 되는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이 태

어난 것이다. 1752년( 조 28) 9월 22일, 조는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 한다.

 6) � 조실록� 권69, 1749년( 조 25) 정월 23일(임신).

 7) 정만조, 2012 ｢ 조 의 정국추이와 탕평책｣, � 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 앙

연구원, 48면.

 8) � 조실록� 권72, 1750년( 조 26) 8월 27일(정유).

 9) � 조실록� 권76, 1752년( 조 28) 3월 10일(신미).

10) �속오례의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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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孫이 탄생하 다. 內局의 여러 신하들이 들어가 축하했는데, ‘元孫’이라 일컫는 사

람이 있었다. 임 이 말하기를, “‘元’ 자는 곧 ‘長’ 자를 이르는 것이니, 定號하기 에 

어  원손이라 일컬을 수 있겠는가?”하니,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정호하기를 청하 다. 

임 이 무 빠르다는 것으로 어렵게 여기자, 여러 신하들이 다시 힘써 청하니, 임 이 

하교하기를, “올해 안에 어  다시 왕손을 볼  생각했으랴? 슬픔과 기쁨이 마음속에

서 엇갈린다. 지 부터 이후로 國本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으나, 경오년(1750, 조 26)

과는 차이가 있으니, 이름을 지은 뒤에라야 이에 능히 국본을 공고히 하고 인심을 안

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嬪宮에게서 탄생한 아들을 원손이라 정호하고, 告廟․ 敎하는 

등의 일을 7일이 지난 이후에 거행토록 하라.”하 다.11)11)

두 돌도 못 되어 죽은 세손을 신하여 곧 새로운 왕손이 태어났지만, �속오례

의보�의 편찬이 의소세손의 탄생으로 인해 진행되었음은 다음의 ｢소지｣에서 그 취

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지  세손장복의 강정으로 인하여 典의 옛 을 따르고, 아울러 원서에 락된 것

을 그 에 따라 편집하게 하 다. 내 만년이 가까워서 원량(원손)을 얻게 되었으니 

어  오늘에 이 을 강정하게 될 것을 뜻하 겠는가. 傳(서경)에 이르기를, ‘사물을 

미리 헤아려 책을 세운다’하 다. �탁지정례�가 겨우 이루어졌으며(1749, 조 25) 

나라에 이러한 경사가 있으니 이를 살펴서 시행할지로다. 지  세손빈의 장복에 한 

일체 강정하게됨을 어  미리 짐작한 일이라고 하겠는가. 나는 지  늙바탕에 이러한 

나라의 경사가 있고, 장래 세손이 지  원량의 일  자람과 같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면 그 칭호와 의제에 반드시 강정할 일이 있을지로다. 이러한 경사가 있어서 첨보

하고  첨보를 한다면 나라의 경사가 어  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12)12)

조가 가족을 해 베푼 사랑과 배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752년( 조 

28) 의소세손이 요 하고, 이보다 앞서 효장세자빈인 賢嬪宮이 훙서하자,13)13)세손과 

세자빈 장의 복제제정을 해 �상례보편�을 만들게 한 것이다.14)14)1751년( 조 

11) � 조실록� 권77, 1752년( 조 28) 9월 22일(기묘).

12) ｢御製續五禮 補 識｣

13) � 조실록� 권74, 1751년( 조 27) 11월 14일(병자).

14) � 조실록� 권74, 1751년( 조 27) 11월 14일(병자). 신  조 당상을 소견하여 빈 

장례의 복제 등에 하여 논의하다; � 조실록� 권74, 1751년( 조 27) 11월 17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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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1월 14일 신  조 당상을 소견하여 빈 장례의 복제 등에 하여 논하

고,15)15)1751년( 조 27) 11월 17일 빈궁의 成服을 행하 다.16)16)이와 련하여 

1730년( 조 6) 6월 29일 왕 비인 경종비, 경순왕후가 돌아갔을 때의 복제 제정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730년( 조 6) 6월 29일 경종비 경순왕후가 승하하여 조 6년 7월 4일 성복하

는데 조는 아들로써 재최 3년을 하고 복식에는 졸곡 후에 시사복은 생포로 만

든 袍를 입고, 연제 후에 백포를 입는 것이 그 로 용되었다.17)17)

㉡  조 6년 9월 23일에는 이 에 翼善冠에 角을 없앴는데, 익선 의 각을 없애

지 말고 포로 싸는 것으로 정하 다.18)18)

와 같은 복제제정 논의는 1744년( 조 20)에 편찬된 �속오례의�에 정식으로 

제도화되었고,19)19)1752년( 조 28) 6월 �상례보편�을 편찬하여 상례를 여 없애거

나 釐正하 다.20)20)이로부터 6년 뒤인 1758년에 �상례보편�이  만들어진다.21)21)

그럼, �속오례의보�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일까? �속오례의보�의 의주 卷

末에서 편찬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묘); �승정원일기� 59책, 1751년( 조 27) 11월 24일(병술).

15) � 조실록� 권74, 1751년( 조 27) 11월 14일(병자).

16) � 조실록� 권74, 1751년( 조 27) 11월 17일(기묘). 大殿의 服, 中宮殿의 복, 大王大妃殿

의 복, 王世子의 복, 嬪宮의 복, 빈궁에 소속한 尙宮 이하, 宗親과 문무 백 , 罷散官  

館學儒生, 各道의 大  使臣과 官이 擧哀할 때의 복식을 규정하고, 銘旌式은 ‘孝純賢嬪

梓室’이라 한다. 題主式은 外面은 ‘孝純賢嬪神主’라 하고 陷中은 ‘朝鮮國孝章世子嬪趙氏神

主’라 한다.

17) � 조실록� 권27, 1730년( 조 6) 7월 4일(신미).

18) � 조실록� 권27, 1730년( 조 6) 9월 23일(기축).

19) �속오례의서례� ｢흉례｣, 상복도설의 최복.

20) � 조실록� 권77, 1752년( 조 28) 6월 11일(경자).

21) � 조실록� 권91, 1758년( 조 34) 2월 1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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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臣 趙明履

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 經筵事同知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臣 金尙魯

奉敎增修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臣 申晩

이로써 �속오례의보�의 편찬자는 趙明履(1697~1756), 金尙魯(1702~？), 申晩

(1703~1765)이다. 이들 가운데 김상로와 신만은 노론이다. 조명리는 노론의 진

으로, 그는 노론계 인물 내에서도 �속오례의� 편찬자로 참여했던 유수원에 비길만

한 정도로 고사와 제도에 博通했다.22)22)

다음으로 �속오례의보�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2권 1책으로 권1에 길례 11항, 

권2에 가례 10항이 보충되었다. 주로 왕세자와 왕세손에 한 의식 차로서, 왕의 

친림행사 외에 세자와 세손의 행에 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구성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御製續五禮 補 識｣가 앞에 나오고, 다음으로 ｢범례｣, 

차례로 ｢목록｣과 ｢서례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소지｣는 신미년(1751년, 조 27) 정월 하순에 문 직제학 조명리가 임 의 

하교를 받들어 썼다. 이어서 나오는 7조항의 범례와 목록은 다음과 같다.

國朝續五禮 補凡例

一. 五禮 續編有眞殿圖說 而戊辰添造殿宇 奉安肅廟晬容 故今更爲圖說�

오례의 속편에는 眞殿圖說이 있는데 무진년(1748, 조 24)에 殿宇를 添造하여 숙묘

의 晬容을 안하 으므로 지  다시 도설을 만들었다.

一. 五禮 原編 只有殿下王世子冕服圖說 及殿下遠遊冠服圖說不載 殿下視事服及王世

子遠遊冠服書筵服 而續編亦無所  且 典有后妃之服 而原續編不載王妃嬪宮之服 故

今因講定王世孫冠服而祗承聖敎 並以輯  然王妃嬪宮之服 不敢 詳 故只書制度而不

圖焉�

오례의 원편은 하왕세자면복도설  하원유 복도설만 있을 뿐이고 하의 시

사복  왕세자원유 복, 書筵服은 싣지 않았는데, 속편 역시 기록된 바가 없다.  

�회 �에는 후비의 복이 있지만 원편․속편에는 왕비․빈궁의 복이 실려 있지 않다. 

22) �승정원일기� 50책, 1741년( 조 17) 2월 8일(계묘)의 晝講에 근거한 정만조, ｢聾庵의 생

애와 정치개 론｣, 2014 �농암 유수원 연구�, 실시학사,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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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  왕세손 복의 강정으로 인하여 성교를 공경히 받들어 함께 집록한다. 그

러나 왕비․빈궁의 복은 상세히 고찰 할 수 없으므로 제도만 기록하고 그림은 없다.

一. 原續編不載王世子嬪輦制 故今因講定王世孫世孫嬪輦制 仗 而幷編焉�

원․속편은 왕세자빈 연제를 싣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  왕세손․세손빈의 연제 의

장을 강정하므로 인하여 아울러 편집한다.

一. 如禮服翟文之稱 皆據古典�

禮服에 翟文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고 에 의거한다.

一. 原續編吉禮中 不載親臨省牲器  及王世子攝事省牲器  而親臨誓戒 及眞殿文廟親

享  不載王世子入參及亞獻之節 續編嘉禮中 只有王世子聽政後受朝參  而不載王世

子聽政後受常參  及王世子聽政後正至百官賀  故今因編輯王世孫冊禮後應行諸  而

並 之�

원․속편의 길례 안에는 친림성생기의  왕세자섭사성생기의가 실려 있지 않다. 그

리고 친림서계  진 문묘친향의에는 왕세자 입참  아헌의 차를 싣지 않았다. 

속편 가례 안에는 왕자청정후수조참의만 있고 왕세자청정후수상참의  왕세자청정

후정지백 하의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  인하여 왕세손 책례 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 을 편집하여 모두 기록한다.

一. 凡圖說制度 仗 節一一稟裁�

모든 도설, 제도, 의장, 의 은 일일이 임 의 결재를 받는다.

一. 凡序例 注 所當高書處 一依原續編例連書 此亦經稟�

모든 서례와 의주는 마땅히 높여 써야 할 곳인 바, 한결같이 원․속편의 例에 의거

하여 連書한다. 이 역시 재가를 거친다.

�오례의�에는 범례가 없어서 이들 범례와 직 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속오

례의보� 범례는 그 안에 ‘原’으로 �오례의�를 표시하고, ‘續’으로 �속오례의�를 표

시하여 각각의 차이 을 밝 놓았다.

｢序例目 ｣은 다음과 같다.

卷之一 <吉禮>에 四 齊官, 眞殿圖說, 王妃禮服制度, 王世子嬪禮服制度, 王世孫冕服

圖說, 王世孫嬪禮服制度.(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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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二 <嘉禮>에 六 執事官, 殿下視事服圖說, 王世子遠遊冠服圖說, 王世子書筵服制

度, 王世子冠禮前幘服制度, 王世孫講書服制度, 王世子嬪輦制度, 王世孫輦制度, 王世孫

仗, 王世孫嬪輦制度, 王世孫嬪 仗.(11항)

｢目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卷之一 <吉禮>에 親享宗朝時省牲器 , 親臨誓戒時王世子入參 , 親享永禧殿時王世子

亞獻 , 酌獻文宣王文武試取時王世子入參 , 享宗廟王世子攝事時省牲器 , 享宗廟王

世子攝事 , 祭社稷王世子攝事 , 享永禧殿王世子攝事 , 王世孫 宗廟永寧殿 , 王

世孫嬪 宗廟永寧殿 , 王世孫酌獻文宣王入學 .(11항)

卷之二 <嘉禮>에 王世子聽政後正至百官賀 [生辰賀同], 王世子聽政後受常參 , 正至

百官賀王世孫 [生辰賀同], 王世孫冠 , 冊王世孫 , 冊王世孫嬪 , 王世孫納嬪 , 王

世孫 師傅相見 , 王世孫書筵 講 , 王世孫入學 .(10항)

�속오례의보�는 길․가례로만 구성되어 있다. �속오례의�를 보완한 책이지만 세

손의 탄생을 기념하여 만들면서 빈·군·흉례는 빠졌다.  범례에 의하면 眞殿圖說

이 추가된 것은 무진년(1748, 조 24)에 殿宇를 添造하여 肅廟(숙종)의 晬容을 

안하면서 도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王世孫 冠服을 講定하여 싣

고 王妃와 嬪宮의 服은 圖說 없이 制度만 기록하 다. 오례의 원편에는 하왕세

자면복도설  하원유 복도설만 있을 뿐이고 하의 시사복  왕세자원유

복, 書筵服은 실려 있지 않고, 속편 역시 기록된 바가 없으며,  원․속편에는 왕

비․빈궁의 복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제가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왕세손과 세손빈의 輦制의 仗을 講定하여 실었으며,� 禮服에 翟文이

라고 칭한 것은 모두 고 에 의거하 다.� 한 王世孫의 冊禮 후에 마땅히 행해

야 할 의 을 편집하여 모두 기록하 다. 원․속편의 길례 안에는 親臨省牲器  

 王世子攝事省牲器 가 실려 있지 않고 親臨誓戒  眞殿文廟親享 에는 왕세자 

입참  아헌의 차를 싣지 않았다. 속편 가례 안에는 王世子聽政後受朝參 만 

있고 王世子聽政後受常參   王世子聽政後正至百官賀 는 실려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모든 도설, 제도, 의장, 의 은 일일이 임 의 재가를 받아 실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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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서례와 의주는 마땅히 높여 써야 하지만, 원․속편의 例에 의거하여 

이어서 썼다.�

다음은 �속오례의보� 편찬 경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750년( 조 26) 12월 24

일, 사도세자는 신과 비국 당상을 인 하여 왕세손(의소세손)의 五章服色 등에 

해 논의하 다.

왕세자가 신과 비국 당상을 인 하 다. 尙衣院提調 金尙魯가 명을 받들어 왕세손

의 五章服色을 그려 바쳤다. 임 ( 조)이 김상로와 도승지 趙明履에게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한 후에 오장복의 제도는 藻․宗彛 ․粉米가 에 있고, 黼․黻이 아래에 있

는 것으로 정하 다.…임 이  교하기를, “이번 제도는 국에서는 바로 皇太孫의 

服이다. 뒷날에 국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 것을 본떠 취하지 아니한 을 어  알겠

느냐? 冕旒의 五采三采는 �오례의�에 차등이 있으니, 尙方으로 하여  한결같이 �오례

의�에 따라 바로잡게 하고, 세손의 旒 역시 三采를 따르고 線 역시 같게 하라.”하고, 

이어서 김상로와 조명리에게 명하여 왕세손의 圭制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 다.23)23)

그리고 인원왕후의 冊 의례가 �속오례의보�의 편찬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

므로 의례 진행자들과 의례 구성을 참고하기 해, 그 일정도 고려하면서 살펴보

겠다. 1751년( 조 27) 1월 29일, 조는 왕 비(인원왕후 70세)의 존호를 의논

하는 등의 차를 즉시 거행하도록 명하고24)
24)그날, 김약로․신만․김상로 등에게 

직을 임명하 다. 金若魯를 崇都監都提調로, 申晩․金尙魯․柳儼을 제조로, 金

陽澤․趙雲逵를 낭청으로, 韓師得을 사간으로, 黃 彦을 정언으로, 趙雲逵를 보

덕으로, 沈鏽를 사서로, 李得宗을 겸문학으로, 鄭實을 승지로, 兪彦國을 사간으로 

삼았다.25)25)2월 3일 조는 宣政殿에 나가서 號를 의논하는 일로 東朝(인원왕후)

에게 箋文을 올렸다.26)26)2월 27일 大王大妃殿(인원왕후)의 존호를 加上하여 ‘貞德’

이라 하 다. 조는 明政殿에 나아가 大赦를 내린 뒤 백 의 陳賀를 받았다.27)27)2월 

23) � 조실록� 권72, 1750년( 조 26) 12월 24일(계사).

24) � 조실록� 권73, 1751년( 조 27) 1월 29일(정묘).

25) � 조실록� 권73, 1751년( 조 27) 1월 29일(정묘). 

26) � 조실록� 권73, 1751년( 조 27) 2월 3일(신미).



․ 조 �국조속오례의보�․�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235

28일 존숭도감의 일로 좌의정 金若魯․우의정 鄭羽良․ 조 서 申晩․호조 서 

金尙魯․공조 서 柳儼․ 추부사 趙觀彬에게 鞍具馬를 하사하고, 趙雲逵․金陽

澤에게는 通政大夫를 가자하 으며, 나머지에게는 모두 차등 있게 상을 반사하는 

등 시상하 다.28)28)

1751년( 조 27) 2월 24일, �속오례의보�를 가지고 明政殿 뒤에서 來待하라고 

교하 다.29)29)2월 25일 조가 “�속오례의보�를 어느 정도 草出하 는가?” 물으

니 도승지 趙明履가 “이제 막 출하여 다듬으려 합니다.”고 답하 다. “世子常參

는 이미 첨입하 느냐?”는 조의 질문에 조명리가 “상세히 고찰하여 첨보할 것

입니다.”라고 답하 고, “世孫冊 와 王世子冊 는 같은가?” 하는 질문에 조명리가 

“비슷합니다.”라고 답하 다. 조는 “世孫醮禮 는 마땅히 첨입해야 한다.”고 하

면서, �주례�는 주공이 만든 것인데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세손 례

를 첨입한 것 역시 이 같은 뜻이라고 하 다. 冊이 병오년(1726년)부터 다섯 차

례[(172630)-憲烈,30)174031)-光宣,31)顯翼 174732)-康聖,32)1751-貞德]나 있었으니 慈聖께서 萬壽

無疆하심은 당연하며 寶盝은 조가 옛날에 스스로 써서 둔 것이라 하 다.33)33)인

27) � 조실록� 권73, 1751년( 조 27) 2월 27일(을미).

28) � 조실록� 권73, 1751년( 조 27) 2월 28일(병신).

29) �승정원일기� 58책, 1751년( 조 27) 2월 24일(임진). “傳于都承旨曰, 持續五禮 補, 來待

於明政殿後.”

30) � 조실록� 권10, 1726년( 조 2) 7월 2일(임진). 惠 慈敬大王大妃殿의 존호를 憲烈이라 

올리고, 왕 비 의 존호를 敬純이라 올렸으며, 端懿王后의 徽號를 恭孝定穆이라 올렸다.

31) 왕 비(왕 비 으로 되어 있는 원문은 오류로 보임)께 光宣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임

이 인정 에 백 을 거느리고 冊寶를 바치고 徽號를 올리며 陳賀한 뒤에, 임 이 다시 

인정 에 나아가 진하를 받고 赦令을 반포하고 백 의 品階를 올렸다. � 조실록� 권51, 

1740년( 조 16) 2월 22일(계사); 좌의정 김재로, 우의정 송인명이 卿宰들을 인솔하여 

賓廳에 모여 앉아서 존호를 의논하여 정하 다. 大殿은 至行純德英謨毅烈이라고 하고, 大

王大妃殿은 顯翼이라고 하고, 中宮殿은 惠敬이라고 하 다. � 조실록� 권52, 1740년(

조 16) 윤6월 8일(정미); 이때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崇都監 軌�(규장각 소장)가 만

들어졌다. 존호:惠 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隆化定懿章穆仁元王后

32) � 조실록� 권65, 1747년( 조 23) 2월 19일(기묘). 임 이 친히 冊寶를 왕 비 에 올

리고 加上 號를 康聖이라고 하 다.

33) �승정원일기� 58책, 1751년( 조 27) 2월 25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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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왕후가 생 , 시호를 받은 것은 모두 열34)차례[171334)-惠 ,35)172235)-慈敬, 1724,36)36)1726 

-憲烈, 1740-光宣, 顯翼, 1747-康聖, 1751-貞德,37)1752(임신년)37)-壽昌, 1753( 조 29, 계유년)-永

福,38)38)1756( 조 32, 병자년)-隆化,39)39)1757( 조 33, 승하 후 7일 만에 의정함)-定懿章穆40)]

다.40)지 까지 조가 세자와 세손을 해 만든 �속오례의보�의 편찬 경 를 살폈

다면, 다음은 �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에 해 살펴볼 차례이다.

3.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내용과 정치  성격

조는 1751년( 조 27) 11월 14일,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의 빈 孝純賢嬪(조문명

의 딸)의 상을 당하 다. 그리고 이듬해 3월 4일, 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의 맏

아들인 의소세손의 상이 일어났다. 그러자 세자빈과 세손을 한 상장례를 마련하

게 하 는데 그것이 �상례보편�으로 편찬되었다.41)41)이로부터 6년 뒤인 1758년( 조 

34)에 �상례보편�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차례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752년본 �상례보편�의 편찬

1752년( 조 28) 1월에 �상례수교�가 만들어졌다. 나 에 �상례보편�으로 이름

이 바 는 이 의례서는 5권 4책으로 만들어졌다. 권1~3은 본문, 권4는 受敎, 권5

는 의소세손 喪禮 때의 수교로 구성되었다. 조가 직  ｢御製國朝喪禮補編 識｣

34) 大臣과 2품 이상의 원들이 賓廳에 모여 존호를 議定하여, 大殿의 휘호는 ‘顯義光倫睿聖

英烈’이라 올리고, 永昭殿은 ‘光烈’, 敬寧殿은 ‘孝敬’, 中宮殿엔 ‘惠 ’이라 올렸다. �숙종실

록� 권53, 1713년(숙종 39) 1월 21일(기해). 

35) �승정원일기� 29책, 1722년(경종 2) 5월 6일(경인). 惠 王大妃殿 號曰慈敬.

36) � 조실록� 권1, 1724년( 조 즉 ) 8월 30일(경자).

37) � 조실록� 권76, 1752년( 조 28) 5월 26일(병술).

38) � 조실록� 권80, 1753년( 조 29) 12월 26일(병오).

39) � 조실록� 권87, 1756년( 조 32) 1월 1일(기사).

40) � 조실록� 권89, 1757년( 조 33) 3월 26일(정사).

41) �승정원일기� 59책, 1751년( 조 27) 11월 27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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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었다.42)42)

1752년( 조 28) 1월 29일, 三都監의 도제조 金在魯, 제조 李益炡․洪啓禧․金

尙星․鄭益河․徐命九․李宗白․李春躋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 다. 이와 같은 施

賞은 효순 빈을 한 殯宮․魂宮․墓所에서 이들이 都監․執事․差備로 수고했기 

때문이었다.43)43)이로부터 얼마 안 된 3월 4일 의소세손이 죽었다. 5월 16일 조는 

의소세손의 장례 비를 해 수고한 료들에게도 시상하 다.

도감의 당상과 낭청에게 상을 내렸다. 長生殿 도제조 金在魯에게는 熟馬를, 三都監

(墓所, 殯宮․魂宮, 禮葬) 도제조 金若魯에게는 鞍具馬를, 묘소 도감제조 元景夏와 朴

文秀에게는 각각 숙마를, 殯宮․魂宮의 양 도감제조 李益炡․洪鳳漢, 장 도감제조 金

尙星, 啓欑室官 洪象漢, 첫 번째의 銘旌書寫官 洪鳳漢, 諡冊文 製述官 趙觀彬, 哀冊文 

제술  元景夏, 印篆文 서사  洛豊君 李楙 등에게는 각각 숙마를 내리고 玄室銘旌 서

사  錦城  朴明源, 諡冊文 서사  金尙翼, 哀冊文 서사  南有容, 代奠官 海春君 李

栐, 題主官 낙풍군 李楙, 도감 낭청 洪 性․尹光纘, 閉官 朴師訥 등에게는 모두 加

資하 다.44)44)

5월 22일 尹汲을 이조참 , 南有容를 사성, 李喆輔를 동경연, 尹東星을 사서, 

尹東度를 경상도 찰사로 삼았는데,45)45)이철보와 윤동성은 1752년본 �상례보편�의 

편찬자이다. 이런 와 에 5월 26일 (정성왕후)의 회갑을 맞아, 의정 김재로

가 궁 에 존호(莊愼)를 올리는 일이 있었다. 5월 27일 李天輔․金尙星․李益

炡을 정헌 부로, 李喆輔․曺命敎를 가의 부로, 權一衡을 가선 부로, 金尙 ․

임집(任 玉+集)을 통정 부로 가자한 것은 존숭도감에 참여한 노고 때문이었다.46)46)

6월 11일 �상례보편�을 편찬하면서 �오례의� 가운데서 언 한 의주 , 옛날에

는 있었으나 지 은 없는 것은 古今의 制樣이 다른 것만을 기록하 다. 그리고 그 

차례에 따라 같은 부류들끼리 編入하여 간략하고도 완 해질 수 있도록 하 다.

42) �국조상례보편�(1752년, 조 28)(奎 1339-v.1-4) ｢御製國朝喪禮補編 識｣.

43) � 조실록� 권75, 1752년( 조 28) 1월 29일(신묘).

44) � 조실록� 권76, 1752년( 조 28) 5월 16일(병자).

45) � 조실록� 권76, 1752년( 조 28) 5월 22일(임오).

46) � 조실록� 권76, 1752년( 조 28) 5월 27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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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신과 균역청 당상  編輯郞廳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喪禮 가운데 하

교하여 여 없애거나 釐正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喪禮受敎�라 했다가 이

제  이름을 고쳐 �國朝喪禮補編�이라 하고, 단지 �五禮 � 가운데서 언 한 註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 은 없는 것으로서 古今의 制樣이 다른 것만을 기록하 다. 하

지만 의주 한 반드시 뒤섞어 기록할 필요는 없고, 본래 �五禮 �와 같은 데는 ‘벼슬

은 아무 벼슬, 품계는 아무 품계’라고 주를 달도록 하라. 그리고 무릇 受敎는 그 차례

에 따라 같은 부류들끼리 編入한다면 간략하고도 완 해질 수 있을 것이다.”하 다. 

의정 金在魯가 秋享을 攝行  할 것을 청하 으나, 임 이 허락하지 않았다.47)47)

1752년본 �상례보편�의 편찬자는 金在魯(1682~1759)-탕평 제1세 ,48)48)洪啟禧, 李

益炡, 李喆輔, 趙明履, 尹得雨, 李錫禧, 尹東星, 李思觀(1705~1776)49)이다.49)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兼春秋館記事官臣 李思觀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兼春秋館記事官臣 尹東星

通訓大夫行軍資監判官臣 李錫禧

中直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兼春秋館記事官臣 尹得雨

嘉善大夫禮曹參判兼世子右副賓客臣 趙明履

嘉義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臣 李喆輔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臣 李益炡

資憲大夫兵曹判書兼同知經筵事臣 洪啓禧

敎編輯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臣 

金在魯50)50)

｢御製國朝喪禮補編 識｣51)는51)李喆輔가 敎書를 받들어 썼다. 이어 ｢國朝喪禮補編

凡例｣가 실려 있다. 10월 5일 조가 3년상의 복제에 해 물었다.

47) � 조실록� 권77, 1752년( 조 28) 6월 11일(경자). 

48) 정만조, 2003 ｢澹窩 洪啓禧의 정치  生涯｣, �인하사학�10, 인하역사학회, 640면.

49) �국조상례보편�(奎 1339-v.1-4) 卷5 末의 奉敎編輯人名單.

50) �상례보편� 卷5 終.

51) ｢御製國朝喪禮補編 識｣ 於�度支定例�也, 喪禮欲爲定例而不果. 冬春以來, 諸具巾其不緊

不正 , 竝命刪去. 節之差誤 , 先後之逕庭 , 亦爲釐正. 命重臣宰臣編而輯之. 仍命名曰, 

“國朝喪禮補編”. 從今以往, 國之大 喪, 以此按而行之. 此豈予意? 體列朝之 德. 承慈闈

之指敎, 此正夫子所 禮 其奢也寧 之意也. 爲嗣王 , 因其哀, 不思此意. 其若一毫違此例, 

則豈曰孝哉? 寔負我也. 特題卷首, 意其深也. 夫歲壬申夏題. 嘉義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

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臣 李喆輔奉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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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에서 入診하 는데, 편집 당상과 낭 이 입시하 다. 임 이 말하기를, “3년상에

는 金玉貫子를 떼어내는가?”하니, 편집 낭  李思觀이 말하기를, “경자년(1720, 경종 

즉 년)에는 옥 자를 떼냈으나 갑진년(1724, 조 즉 년)에는 옥 자를 떼내

지 않았습니다.”하 다. 임 이 말하기를, “懿昭와 孝純의 두 魂宮에 모두 淺淡服을 입

었으니 옥 자를 떼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내에서는 白驄망건에다 象牙隱穴圈子

와 蔽陽子를 착용하 는데, 옛날의 禮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가?”하니, 이사 이 말

하기를, “ 에 巾만 있고 고깔( )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하 다.52)52)

10월 10일 조가 이조 서 曹載浩(1702~1762), 병조 서 金尙星이 올린 都政

을 친히 행하 는데, 朴相德을 사간으로, 閔宅洙를 사간으로, 李壽德을 장령으로, 

朴致文을 집의로, 李渙을 필선으로, 任師夏를 보덕으로, 李昌誼를 호조참 으로, 趙

明履를 조참 으로, 李思觀을 사서로, 柳顯章을 헌납으로, 鄭彦忠․朴起采를 지

평으로, 李堣를 정언으로, 趙重晦를 교리로, 洪鳳漢을 좌부빈객으로, 金尙星을 문

제학으로, 徐命九를 라도 찰사로, 李日躋를 병조참 으로 삼았다.53)53)10월 27일 

趙泰彦을 승지로, 鄭基安을 집의로, 李思觀․李齊顯을 지평으로, 李亮天을 교리로, 

李明煥을 문학으로 삼았다.54)54)

2) 1758년본 �상례보편�의 편찬

�상례보편�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왕비와 왕 비 때문이었다. 1757년( 조 

33) 2월 15일 조비 정성왕후 서씨(66세)와 3월 26일 숙종비 인원왕후 김씨(71

세)가 잇달아 승하하자 �속상례보편�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 합쳐 1758년( 조 

34)에 �상례보편�을 만들었다.55)55)1752년( 조 28) �상례보편�이 만들어지고 6년이 

흐른 뒤 다. 2월 15일에 임 이 璿源殿 재실에 나아가서 編次人 具允明․趙明鼎

에게 �상례보편�의 設局을 명하 다.

52) � 조실록� 권78, 1752년( 조 28) 10월 5일(임진).

53) � 조실록� 권78, 1752년( 조 28) 10월 10일(정유).

54) � 조실록� 권78, 1752년( 조 28) 10월 27일(갑인).

55) � 조실록� 권91, 1758년( 조 34) 2월 1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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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璿源殿 재실에 나아가서 編次人 具允明․趙明鼎을 소견하고, 말하기를, “編

輯하는 일을 신속히 마쳐서 일  刊印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내가 여러 해 힘써서 功力

을 쌓은 것인데, 경자년(1720, 경종 즉 년)․갑진년(1724, 조 즉 년) 이후로 지

에 이르기까지 미처 겨를이 없었던 것을, 모두 講定하여 이제 비로소 크게 갖추었으니, 

비록 국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반드시 법을 취할 것이다.”하 다. 인하여 設局하기를 

명하니, �喪禮補編�을 편집함이었다.56)56)

상장례의 차들에 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757년( 조 33) 6월 

11일 李喆輔와 洪啓禧에게 �속상례보편�을 증수하도록 명하고, 趙明鼎과 具允明에

게 校正하게 하 다.57)57)사흘 뒤인 6월 14일 임 은 우의정 申晩 등과 �상례보편�

의 속편 편찬 등을 논의하 다.

우의정 申晩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  �喪禮補編�을 續成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

는데, �오례의�와 �상례보편�은 각기 條件이 있어서 참고하여 열람하기가 어려웠습니

다. 지  만약 합쳐서 한 책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서 그 아래에다 註釋을 달게 한다면 

거의 참고하고 증거를 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임 이 말하기를, “매우 훌륭하

다.”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상례보편�과 本編을 참고하여 보면 간섭하여 제지하는 

단서가 많이 있다. 그런데  속편을 만든다면 �오례의�․�속오례의�․�상례보편�․�속

상례보편� 네 책이 함께 시행할 경우 더욱 란해질 것이니, �상례보편�의 체제를 조

 고쳐서 일체 통틀어 기록하되 당상 으로 申晦와 金致仁을 추가로 임명하고, 校正

官으로 成天柱와 洪 性을 추가로 정하도록 하라.”하 다.58)58)

이 에 편찬된 1752년본 �상례보편�은 국왕의 상과 왕후의 내상이 발생했을 

때, �오례의�와 �속오례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던  5

년 뒤인 1757년( 조 33)에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상이 연달아 일어나자 두 왕후

의 국상을 치르기 해 1752년본 �상례보편�을 보완하여 새로운 �상례보편�을 편

찬하 다. 그것이 1758년본 �상례보편�인데, 본문 6권 5책, 도설 1책으로 총 6권 6

56) � 조실록� 권91, 1758년( 조 34) 2월 15일(신미).

57) � 조실록� 권89, 1757년( 조 33) 6월 11일(신미).

58) � 조실록� 권89, 1757년( 조 33) 6월 14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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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이루어졌다.

1758년본은 국왕의 상을 가장 우선 으로 다루고, 세자의 소상과 세자빈의 소

내상은 주를 달아놓았다. 이로써 국왕과 왕후, 세자․세자빈의 상례를 한 에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목마다 조목명-의주-제구 순으로 기록하되 도설만 별도로 

모아서 1책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59)59)

이때 증보된 상례보편에는 1752년( 조 28)의 상례보편에 있던 ｢御製國朝喪禮

補編 識｣ 신, 무인년 3월에 김재로가 敎書를 받들어 쓴 ｢御製國朝喪禮補編前

序｣60)와60)신만이 교서를 받들어 쓴 ｢御製國朝喪禮補編後序｣61)가 있다.61)

다음은 �국조오례통편�(이하 �오례통편�)의 편찬 연 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편찬 시기가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나지만 조시  의례서와 련하여 참고할 만

한 이 있으므로 잠시 살펴보겠다.

59) 이 진, 2015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항아리, 60~61면.

60) ｢御製國朝喪禮補編前序｣ 於�度支定例�也, 喪禮欲爲定例而不果. 冬春以來, 諸具巾其不緊

不正 , 竝命刪去. 節之差誤 , 先後之逕庭 , 亦爲釐正. 命重臣宰臣, 編而輯之. 仍命名

曰, “國朝喪禮補編”. 從今以往, 國之大 喪, 以此按而行之, 此豈予意? 體列朝之 德, 承

慈闈之指敎. 此正夫子所 禮 其奢也寧 之意也. 爲嗣王 , 因其哀, 不思此意. 其若一毫違

此例, 則豈曰孝哉? 寔負我也. 特題卷首, 意其深也. 夫歲壬申夏題.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

府事致仕奉朝賀臣 金在魯奉敎書 戊寅三月 日

61) ｢御製國朝喪禮補編後序｣ 噫, 三代以後, 三年之制不明, 上下數千載, 其猶能行 , 不過滕之文

公, 晉之武帝, 宋之孝宗, 典禮之盛, 始稱開元, 而亦無喪禮之可 , 可勝惜哉. 逮于我朝, 乃修

五禮 , 喪禮亦載其中, 猗歟盛哉. 然羣臣之服, 猶不能復也. 庚子以後, 其制又大備. 此正於戲

盛德, 沒世以不忘 也. 故戊申服制, 仰體盛意, 一體釐整而其於節文, 亦未皇焉. 乃於壬申, 設

廳修輯名曰補編, 而不無參差之議. 過爲省約, 閱甚難. 一欲更修而未果. 嗚呼, 今年邦運罔

極, 兩月之內, 國恤荐仍, 蒼黃之際, 據尤難. 且仰體慈敎, 大 凡節省費 甚多. 嗚呼, 此亦

我慈聖體, 聖 之盛意, 豈可泯於後世. 特命設廳, 差句管 上及校正官任其編輯, 令時原任大

臣照管篇名. 仍 而原文補編, 參互增刪, 俾作一通之書, 昔之難 , 今爲便易, 昔之疑晦 , 

今則詳備庶, 可以光我聖 復喪制之, 聖意彰我慈聖昭 德之, 慈意 伸. 子莫逮之慟, 而受

敎之附 事件之稟裁, 俱載凡例, 今何架疊遂作序文, 于篇首云爾. 歲 皇朝崇禎紀元後三丁

丑季夏泣涕以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臣 申晩奉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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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禮 �, �續五禮 �, �續 補�, 정축년(1757, 조 33) 齋殿에서 補編을 거듭 수찬

하여 소의 制가 질서 정연하게 다 갖추진 國朝의 典禮가 성 하게 되었다.…“…原

編, 續編을 각기 한 책으로 만들면서 갑작스  상고하는 즈음에 서로 참고하기가 어려

웠기 때문에 선 왕(정조)께서 마침내 신들에게 명하여 한 질로 만들라고 하셨습니

다.…”…네 책을 합하여 하나의 通義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다 두루 수색하고 리 상

고하여 心力을 기울여 책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다.62)62)

이 실록 기사에 미루어보면 �五禮 �, �續五禮 �, �續 補�, �喪禮補編�을 수찬

하여 소의 制가 질서 정연하게 다 갖춰진 國朝의 典禮가 성 하게 되었다. 하

지만 原編, 續編을 각기 한 책으로 만들면서 갑작스  상고하는 즈음에 서로 참고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조가 명하여 한 질로 만들라고 한 것이다.  네 책을 

합하여 하나의 通義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다 두루 수색하고 리 상고하여 心力

을 기울여 책으로 완성한 것이 �오례통편�이다. 결국, 순조 이 까지 편찬된 네 책

을 합해야 내용이 완 하게 갖추어진 의례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58년본 �상례보편� 편찬자는 卷末에 수록된 편집인 명단을 통해 洪啟禧(1703 

~1771), 申晦(1706~?, 申晩의 동생), 金致仁(1716~1790),63)63)具允明(1711~1797), 

趙明鼎(1709~1779), 洪 性(1718~1798), 成天柱(1712~1779), 鄭存謙(1722~1794)

임을 알 수 있다.

崇政大夫行忠武衛副司直兼知 經筵事臣 洪啓禧

資憲大夫禮曹判書臣 申晦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春秋館事臣 金致仁

62) 호군 이지 이 상소와 함께 �오례통편�의 본 16책을 올렸다. �순조실록� 권13, 1810년

(순조 10) 6월 24일(정미). 

63) 김재로의 아들인 김치인은 이 명의 딸을 취하여 경종연간 노론 4 신 가문 의 하나인 

이건명 가문과 세교를 맺었다. 한 이 명의 부친인 이민서는 조  후반 외척으로 

향력을 행사하던 홍 한의 조부인 홍 기의 장인이었으며, 김재로의  다른 아들인 김

치언은 여흥민씨 민진원의 손녀사 로서 일 부터 노론 핵심세력들과 인척 계를 맺었다.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 와 국정운 �, 민속원,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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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大夫漢城府右尹綾恩君臣 具允明

通政大夫刑曹參議臣 趙明鼎

通政大夫吏曹參議臣 洪 性

通政大夫禮曹參議臣 成天柱

通政大夫行龍驤衛副司直臣 鄭存謙64)64)

�속오례의� 이후 의례서의 편찬자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속오례의보�(1751)는 

趙明履, 金尙魯, 申晩이고, 1752년본 �상례보편�은 金在魯, 洪啟禧, 李益炡, 李喆輔, 

趙明履, 尹得雨, 李錫禧, 尹東星․李思觀, 1758년본 �상례보편�은 洪啟禧, 申晦, 金

致仁, 具允明, 趙明鼎, 洪 性, 成天柱, 鄭存謙이다.

한편, 조는 1752년( 조 28) 1월, 양역변통을 講確하면서, 의정 조 명을 

심으로 좌의정 김약로, 우의정 정우량65)에게65)이를 주 하게 하 고, 별도의 청을 

만들어 신만, 김상로, 김상성, 조 국, 홍계희를 당상에 차임하 다.66)66)지 까지의 

주제와 별 상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사안 때문에 결코 의례서 편

찬과 무 하지 않다. 첫째, 국정 안이었던 경제정책이 이 지는 시 이다. 양역변

통을 완결 짓는 1752년( 조 28)은 �상례수교�가 만들어진 때 다. 둘째, 양역변통

을 실시하면서 이를 담당했던 구성원이다. 1751년( 조 27) 12월 23일에 병조 서 

홍계희가 �상례수교�를 편찬하라는 명을 받들어 호조 서 金尙星과 상의하여 

節을 강정하 다.67)67)

魂宮都監 上李益炡․洪啓禧, 戶曹判書金尙星, 來待引見入侍時, 戶曹判書金尙星, 禮曹判

書李益炡, 兵曹判書洪啓禧, 左副承旨南泰 , 假注書鄭存謙, 記事官朱炯質, 編修官金瑞龜68)
68)

64) �국조상례보편�(奎 3940) 卷6 末의 奉敎編輯人名單.

65) 정우량(소론)의 아들 정치달은 화완옹주와 결혼함. 화완옹주는 조와 빈 이씨 사이에

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蓉婉이다. 사도세자의 친동생이다.

66) � 조실록� 권75, 1752년( 조 28) 1월 13일(을해)에 근거한 이근호, ｢ 조  탕평 의 

국정운 론 연구｣, 국민 학교 박사논문, 2001, 66면, 185면.

67) �승정원일기� 59책, 1751년( 조 27) 12월 23일 갑인(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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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단에 나오는 李益炡, 金在魯, 金尙魯, 申晩, 洪啓禧, 金尙星 등은 경제․문

화의 국정 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었다. 다시 말해, �상례수교� 편찬에 참여한 

이들은 조가 추진하고 있던 국가체제와 민생의 안정문제 해결을 한 리들이

기도 했다. 양역변통과 의례서 편찬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확

인한 당  국정 운  주역들과 의례서 편찬자들의 명단은 겹쳐있었다. 조가 진

행했던 탕평정치의 인  구성원은 곧 의례서 편찬자들이었던 것이다.

의례서 편찬자들이 조의 탕평정치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라는 측면에서 서

로의 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속오례의보� 편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상로를 심으로 �상례보편�의 편찬자인 김재로, 그리고 홍계희와의 계에 

해 살펴보면, 홍계희의 장인 金取魯(1682~1740)는 1733년( 조 9)에 종형제인 김

재로, 조문명․송인명이 탕평을 주도할 때, 함께 참여하 다. 그러나 노론 언 으

로 출발한 홍계희의 정치노선이 탕평지지로 돌아선 데는, 1744년( 조 20) 이후 

본격 인 탕평 의 일원으로 활동한 처숙부 김약로와 김상로의 향이 있었다.69)69)

그리고 김취로와 형제간이며 역시 김재로와는 종형제간이 되는 김상로는 그의 

조카사 인 홍계희와 함께 사도세자의 죽음에 련되어 유배당하기도 하 다. 김

재로는 한 洪鳳漢(1713~1778)의 백부인 洪錫輔(1672~1729)의 처숙부이기도 한

데, 홍 한은 노론 벽 의 심인물이던 동생 홍인한과는 달리 조의 탕평 정책

을 따르던 탕평 의 우두머리로 활약했다.70)70)여기서 홍석보는 1758년본 �상례보편�

편찬자 가운데 한 명인 洪 性의 할아버지이며, 홍낙성의 아버지는 조 서 洪象

漢(1701~1769)이다.

68) �승정원일기� 59책, 1751년( 조 27) 12월 23일 갑인(을묘). 

69) 정만조, 2003 ｢담와(澹窩) 홍계희(洪啟禧)의 가계(家系) 분석｣, �조선시 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14~215면.

70) �萬家譜�,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FamilyTree/); 양웅열, �조선의 왕비

가문�, 2014, 역사문화, 238면; 이근호, 의 논문(2001),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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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조속오례의보� 편찬자 김상로의 가계도

金澄 構 希魯 致萬=洪錫輔(洪鳳漢의 伯父) 女

在魯

女=黃啓河

女=徐命均

女=朴師淹

楺 正魯

取魯 계)致永

女=洪啓禧

省魯

若魯

尙魯 致永(출

女=洪義謨(洪 聖 子)

女=鄭錫祚

女=黃在河

女=兪崶

이에 미루어보면, 부분 소론을 당색으로 하는 이들에게 편찬 업무가 맡겨졌던 

�속오례의�에 이어 그 보완서로서 만들어지는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의 편찬

자들은 노론에 당색을 두고 출발한 탕평지지자들이다. 조  국정 운 에 참여했

던 인물들과 의례서 편찬자들의 당색을 정치 인 상황과 연계해보면, 노론과 소론 

가운데 일부를 심으로 한 탕평  노소론 연합정권이 이루어진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乙亥獄事71)로71)소론들이 당색을 내세우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 구도는 3년간 

지속되었다.72)72) 

�속오례의보�는 1751년( 조 27)에 편찬되었으며, 처음 �상례보편�의 편찬 시기

71) 을해옥사 : 1755년( 조 31) 소론 일 가 노론을 제거할 목 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羅

州掛書事件’ 는 ‘尹志의 난’이라고도 한다.

72) 이근호, 의 논문(2001),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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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52년( 조 28)이다. 이로부터 머지않은 1755년( 조 31)에 을해옥사를 계기

로 조가 �闡義昭鑑�을 지어 집권의리를 천명하 다. 

그리고 다시 3년 뒤인 1758년( 조 34)에 �상례보편�이  편찬되었다. 1759년

( 조 35) 좌의정 신만의 발의로 홍계희가 천당상에 임명되었고,73)73)1760년( 조 

36) 내 천당상에 홍낙성이 임명되었다.74)74)이를 통해 의례서의 편찬이 조에게 

큰 정치  의미를 가지는 을해옥사를 후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편찬자들은 조

의 탕평정책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다음의 연구를 주목해보자. 조 이후 편찬되는 의례서 편찬 연

구에 참고할 수 있는 인물 정보이다.

조는 노․소론 사이의 명분논쟁이 어느 정도 합된 조 17년의 辛酉大訓 이후 

노론과 소론 주의 정권에 남인 일부를 참여시키고자 하 다. 여기서 조와 노론  

탕평 의 합의를 거쳐 선택된 남인계가75)吳光運75)․洪景輔76)의76)일부와 여주이씨 소릉공 

집안(성호 이익의 집안)  연안이씨 삼척공 의 연원공 와 북백공 의 일부 인물이

었다. 성호의 아들 이맹휴가 문과에 제하자 조는 그 仲父가 자신과 노론을 공격한 

李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 다.77)77)

73) 지두환, 2009 � 조 왕과 친인척�(1), 역사문화, 263면.

74) 지두환, 의 책(2009), 261면.

75) 오 운(吳光運) : 1719년 증  문과 병과로 제하 고, 연잉군의 서연 (書筵官)을 지

냈으며, 조의 탕평책(蕩平策) 하에서 청남(淸南) 세력의 정치  지도자로서 활약하

다. 사헌을 거쳐 1737년 사간, 1740년 부사과(副司果)가 되었다. 이 때 소론인 원경

하(元景夏)․정우량(鄭羽良) 등과 함께 다시 탕평론을 내세워 “붕당(朋黨)을 없애되 

명 (名節: 명분과 개)을 숭상해야 한다.”고 극 주장하 다. 1743년 조참 을 역임

하고, 1744년 사직(司直)을 거쳐 개성유수에 이르 다.(민족문화 백과사 )

76) 홍경보(洪景輔) : 홍주문(洪柱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만종(洪萬鍾)이고, 아버지는 

홍 하(洪重夏)이다. 1729년 탕평(蕩平)의 폐단을 호소했다가 온성부사로 좌천되었으며, 

1732년 우승지가 되었다. 라도 찰사를 거쳐 우부승지가 되어, 당 (黨籍)에 따라 안배

하는 탕평책의 폐단을 다시 상소하 다. 박문수(朴文秀)에 의해 품행이 추장(推奬)되었

고, 승지로서 사 부들의 방납(防納) 폐해를 숙종에게 아뢰었다. 1734년 정월 김약로(金

若魯)에 의해 배척을 받았다.(민족문화 백과사 )

77) 정만조, ｢朝鮮後期 延安李氏 三陟公派의 근거지 확산과 坡州정착｣, �한국학논총� 35, 2011,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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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남인은 정조 의 서인 �춘 지�(이맹휴, 이가환)78)와78)�춘 통고�(이지

), �오례통편�(유의양,79)79)이지 80))의80)편찬자로 참여하게 된다. 지 까지의 검토

는 조  의례서 편찬의 정치  성격을 규명하기 해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인물들의 당색은 조의 탕평정책으로서 의례서 편찬자들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리고 정치  성격을 띤 편찬자들의 구성은 조 이후 

정조  의례서 편찬에서도 이어진다. 국가 재건 사업과 함께 진행된 숙종  문물

정비 사업은 정조에 의해 편찬명이 내려지는 �오례통편�81)에81)가서야 그 완성을 보

게 되기 때문에, 시  상황과 연계하여 의례서 편찬자들의 학문 ․정치  성향을 

악하는 일은 조 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체제와 구성면에서도 �오례의�와 

�속오례의�․�속오례의보�․�상례보편�을 하나로 통합한 �오례통편� 정도가 되어

야 문물정비 작업의 결과물로 거론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시 의 의례서 성

격에 한 규명 작업은 정조시 의 �오례통편� 연구까지 이어져야 마땅하다.

78) 이가환은 조  �춘 지�를 편찬한 이맹휴(실학자 瀷의 아들)의 조카 는데, 정조는 이

러한 가족  인연을 시하여 이가환에게 조등록을 수정하고 이맹휴가 완성하지 못한 

�춘 지�의 편찬을 마무리하게 했다. 김문식, 2007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의 자료

 특징｣,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소, 67~68면.

79) 柳義養(1718~1788) : 1781년 조참의로서 禮曹의 釐正 郎에 차임되어 �春官志�와 �永

禧殿誌�를 편찬했다. 1783년 조참 으로 監董官이 되어 德陵, 定陵을 改築하 고 이어 

승지가 되어 �증보문헌비고�의 修撰에 참여했다. 이듬해 공조참 으로서 �春坊志�를 

술, 다시 1787년에는 부총 으로 �五禮 �를 補輯했고, 1788년 �춘 통고�를 술했다; �정

조실록� 권12, 1781년(정조 5) 8월 7일(정축).

80) �오례통편�의 편찬자는 柳義養, 李祉永(1730~？)이고 �춘 통고�의 편찬자에도 이지

이 포함되는데, 이지 의 집안에 해서는 정만조, 의 논문(2011), 134~135면을 참조.

81) �승정원일기� 1639책 1788년(정조 12) 2월 9일(임인). 義養曰, 臣曾見前右相詳議, 則以爲

五禮 裒合 甚好, 而春官通編之歲古事 , 雖成有有始無終處, 而亦可 閱云領相亦以爲, 大

體儘好云矣. 冊名則前右相以爲, 新 讀五禮․通編爲宜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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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속오례의�가 완성되고 7년 뒤인 1751년( 조 27), 조는 왕세자와 왕세손을 

해 새로운 의례서를 만들었다. 두 돌도 못되어 죽은 의소세손이었지만, 그의 탄

생을 계기로 편찬한 것이 �속오례의보� 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편찬한 �상례

보편�의 처음 편찬 시기는 1752년( 조 28)과 1758년( 조 34)인데, 1752년( 조 

28) 1월 �상례수교�가 만들어진 것은 1751년( 조 27) 11월 14일, 효장세자빈인 

효순 빈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757년( 조 33) 2월 15일에 

조비 정성왕후 서씨(66세), 3월 26일에 숙종비 인원왕후 김씨(71세)가 잇달아 승

하하자 �속상례보편�을 만들고 이를 합쳐 1758년( 조 34)에 �상례보편�을 만들

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정보 외에, 필자가 의례서에서 주목한 것은 편찬자들의 

정치  당색이었다. 왕이 주도하여 만든 찬서들이지만 �속오례의�의 편찬 실무

는 부분 소론이 맡은 반면,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의 편찬은 노론이 맡았다. 

이를 보면, 조가 특별한 의도를 담아 편찬자들을 구성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찬자들을 의례서가 편찬되었을 당시의 정치 상황과 함께 이해해보면 조의 의

도가 무엇인지, 의례서 편찬 의의를 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조시 의 의례서 편찬을 조 이 부터 시작된 국가 문물정비 사업이라

는 큰 틀에서 이해해보면, 그 시작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를 재건하기 

한 숙종의 국가체제 정비 사업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조는 부왕이 추진했

던 국가 흥 사업의 완수와 민생의 안정을 해 ‘자식으로서 부모의 뜻을 잘 잇고 

하시던 일을 잘 발 시키는 것이란 뜻’의 계술을 표방하 다.82)82)1740년( 조 16) 

조가 경신처분으로 왕  정통성시비에서 벗어나고, 계술사업을 마무리한 시 은  

�속오례의� 편찬 시기와 맞물려있다. 당시의 상황에 개입되어 있던 신하들의 정치

82) 정만조, 2016 ｢ 조시 의 이해방향: 繼述과 변화｣, � 조와 조시 �, 한국학 앙연구

원 장서각 왕실문화강좌, 10면.



․ 조 �국조속오례의보�․�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들 249

 입장은 의례서 편찬자 구성에까지 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조 집권 반, 

정치  실권은 노론에게 있었지만 소론에게 의례서 편찬자라는 출사의 명분이 주

어지면서 완성된 것이 �속오례의� 다.

부왕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후부터 조는 자신이 주도하는 탕평의 시 를 

열어나가고자 하 다. �속오례의�가 완성된 지 5년 뒤인 1749년( 조 25), 56세를 

맞이한 조는 당시 15세인 왕세자에게 리청정을 맡기고, 이제 자신은 국가 체

제정비나 민생문제해결을 통한 업 을 쌓는데 력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양역변

통을 완결 짓는 1752년( 조 28)과 같은 시기에 편찬된 �속오례의보�(1751년, 

조 27)와 �상례보편�(1752년, 조 28/1758년, 조 34)은 단순한 제정비 차원에

서 나온 의례서가 아니었다. 즉, 숙종시 에 시작된 국가체제 정비 사업의 일단락

을 �속오례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후 만들어진 의례서는 조의 치세를 반

한 결과물인 것이다.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의 편찬 시기는 조에게는 왕

 정통성 시비가 끝난 지 10여년 정도가 지난 시 이었으며, 노론 한 왕과 마

찬가지로 경신처분을 통해 출사의 명분을 회복한 뒤 다. 그리고 1755년( 조 31)

은 소론 일 가 노론을 제거할 목 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즉 乙亥獄事를 계기로 

조가 �闡義昭鑑�을 지어 집권의리를 천명한 해83) 다.83)의례서 편찬을 노․소론 

연합정권을 운 하고자 했던 조의 탕평정책의 하나로 본다면, �속오례의보�와  

�상례보편�은 조가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노론에 근원을 둔 탕평지지자들을 

편찬 구성원으로 하여 펴낸, 조 주도의 국가 정책사업 결과물인 셈이다. 

본고에서는 의례서의 편찬 배경에 해당하는 정황을 악하고 그 근거가 되는 

인  정보를 찾아, 의례서 편찬의 실질  이유를 밝히고자 하 다. 지 까지의 검

토를 통해 조시 의 의례서가 단순히 제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 지만, 조 주도의 탕평정치 아래 나온 정책의 하나로서 조시 의 정치

․문화  산물임을 입증하는 데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편찬자 

개개인의 학문 ․정치  성향을 면 히 악하는 일은, 의례서가 편찬되던 시기

83) 정만조, 2011 ｢朝鮮後期 延安李氏 三陟公派의 근거지 확산과 坡州정착｣, �한국학논총� 35,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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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사에 한 충분한 고증과 분석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조의 탕평정

치가 무엇인지에 한 이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의례서 내용에 담긴 의주 하

나 하나에 한 분석을 통해 그 구체  항목이 정치  이해 계 혹은 정치  의도

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밝 야 한다. 의례를 통해 당 의 정치사까지 읽을 수 있다

면, 이 연구는 조 이후 정조시 의 의례서 편찬까지 이어질 것이다.

논문투고일(2018. 10. 31),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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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kjo Sok-O’rye’eui-bo and Gukjo Sang’rye Bopyeon, why they were 

compil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and who compiled them

Park, Su-jeong 

After 270 years since the compilation of Gukjo O’rye’eui in 1474(5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a follow-up publication entitled Gukjo Sok-O’rye’eui (“Sok-O’rye’eui” 

from now on) was compiled and published in 1744, the 2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 compilers of Sok-O’rye’eui cited reasons for the publication as the passage of time, 

and the need to update codes to contemporary reality. But suggested in this article is the 

possibility of existence of yet another agenda. Such possibility has already been suggested 

in other works, so in this article -to take one step further- this author would like not to 

just see Gukjo Sok-O’rye’eui-bo(published in 1751, 27th year of Yeongjo’s reign, 

“Sok-O’rye’eui-bo” from now on), which was a supplement to the Gil’rye(吉禮) and 

Ga’rye(嘉禮) codes [that were to be observed by crown princes] that had already been put 

in Sok-O’rye’eui, and Gukjo Sang’rye Bopyeon(1752 and 1758, Yeongjo’s 34th year, 

“Sang’rye Bopyeon” from now on) which was another supplement to the Sok-O’rye’eui’s 

Hyung’rye(凶禮) codes [for crown princes, as well] as a mere ‘update,’ and argue that 

they were all created for additional reasons.

So,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background of these books’ publication during King 

Yeongjo’s reign, as well as the individual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ompilation 

project itself. In order to do that, basic information of Sok-O’rye’eui is first examined, and 

the nature of codes included in the two new publications are also examined. After seven 

years had passed since Sok-O’rye’eui’s completion, these two books Sok-O’rye’eui-bo and 

Sang’rye Bopyeon were published, and it was a decade later since 1740(16th year of 

Yeongjo’s reign), when the Noron party was reinstated with the Gyeongshin-year or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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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Yeongjo was also cleared from the controversy that had been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his own throne. This was also not long after Yeongjo ordered his crown 

prince to oversee governance of the country in 1749(25th year of his reign), and in 

1755(his 31st year), the Soron faction triggered the Eulhae-year purge[乙亥獄事] with the 

intention to eliminate the Noron party. King Yeongjo had to author Cheon’eui Sogam(闡義

昭鑑), and reassert his will and righteousness in governing the country.

This was part of Yeongjo’s plan to rule the dynasty with the so-called Tangpyeong 

policy, through which the Noron and Soron parties would ally with each other and 

co-govern the country. The pub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two books were also literally 

the extension of such will. The completion of ritual code manuals such as 

Sok-O’rye’eui-bo and Sang’rye Bopyeon came right after a time during which Yeongjo’s 

father King Sukjong endeavored to rebuild the country after the two Wars with both Japan 

and Manchurian Qing, and King Yeongjo was trying to wrap those efforts up. It was a 

time when Yeongjo, who was finally freed from all the controversies and accusations, 

could really stretch his legs and govern the country in a manner he originally wanted. 

Such situation would have been definitely reflected in the decision to publish 

Sok-O’rye’eui, Sok-O’rye’eui-bo, and Sang’rye Bopyeon. The task of examining why they 

were published and by whom they were created should be the beginning of a larger task 

trying to define the political agenda and necessities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Key words : Gukjo O’rye’eui, Gukjo Sok-O’rye’eui, Gukjo Sok-O’rye’eui-bo, Gukjo 

Sang’rye Bopyeon, Sok-Sang’rye Bopyeon, Sang’rye Sugyo, Royal 

concubine Hyeonbin Hyosun, Crown prince [Seson(king’s grandson)] Uiso, 

Queen Jeongseong, Queen In’weon, Cho Myeong-ri, Kim Sang-ro, Shin 

Man, Kim Jae-roh, Hong Gye-hi, Yi Ik-jeong, Yi Cheol-bo, Yun Deug-u, 

Yi Seok-hi, Yun Dong-seong, Yi Sa-gwan, Shin Hwe, Kim Chi-in, Ku 

Yun-myeong, Cho Myeong-jeong, Hong Nak-seong, Seong Cheon-ju, 

Cheong Jon-gyeom, the Noron party, the Soron party, the Eulhae-year 

purge(“Oksa”), Cheon’eui sogam, Tangpyeong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