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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재원 마련 방식과 

지출구조: 墓所都監의 운 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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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세기 효명세자 상장례의 재원 마련

   방식과 특징   

4. 맺음말

록: 조선시  왕세자 상장례는 총 7회 거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소 세자와 효장세자, 사

도세자, 문효세자, 효명세자의 상장례가 치러졌다. 양란 이후 처음 치러진 소 세자 상장례는 조

선 기 의경세자 상장례를 범으로 하면서도 도감의 명칭과 명정․신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함

으로써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새로운 거가 되었다. 

조 34년(1758)에 증편된 �國朝喪禮補編�에는 이  시기에 거행된 왕세자 상장례가 ‘ 喪․

內喪’ 註로 포함되었다. 다만, 국왕의 복제에 있어서는 소 세자 상장례부터 행해지던 자최기년

이 참최삼년으로 조정되었다. 순조 30년(1830)에 치러진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이 �국조상례보편�

의 의주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국장에 하는 의식을 일부 첨가하고 도감의 명칭도 ‘ 장도감’을 

‘장례도감’으로 칭하는 등 변례가 용되었다. 이는 리청정기에 사망한 세자를 우하고 국왕의 

擧哀를 표 하기 한 것으로, 조정에서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변형된 형태는 아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延慶墓墓所都監 軌�에서 확인되는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은 이  시기보다 증가

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이 증가한 것은 에 없던 節을 만들거나 의물 조성에 비용

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묘역 조성에 동원된 역군의 고립가를 실화함에 따라 나타난 효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참여한 자원군의 수를 고려할 경우 효명세자의 상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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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들어간 비용은 이  시기보다 비용이 늘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럼에도 18세기 반 

이후 동 의 재정보용 기능이 확 되고, 자원군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모군을 활용한 고립가의 지

출이 왕세자 상장례 비용을 반 으로 증 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효명세자가 훙서한 순조 30년(1830) 무렵은 앙의 재정부족이 가시화되던 시기로, 앙재정

을 반 으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조  마련된 �국조상례보편�에 

하여 의 이 마련되었으며, 진휼청을 비롯한 경외아문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3도감에 재원을 배

분하여 의례를 치르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 다. 다만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이 시기보다 늘

어난 것은, 19세기 왕실재정을 방만하게 운 한 결과라기보다 백성을 무상 동원하여 유지해오던 

조선왕조의 국역체계가 동법 시행 이후 給價 체계로 환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役價가 왕

실의례 비용에 반 된 결과라고 하겠다. 

핵심어 : 왕세자, 상장례, 묘소도감(墓所都監), 왕실재정, 효명세자(孝明世子), 국조상례보편(國

朝喪禮補編)   

1. 머리말

조선시  왕세자 상장례는 총 7회 치러졌다. 조선 기 첫 왕세자 상장례인 의경

세자 상장례 시에는 �세종실록� ｢오례｣에 註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논의를 거쳐 국장보다 한 단계 격을 낮춰 거행되었다. 이후 의경세자의 상

장례는 명종  순회세자는 물론 인조  소 세자의 상장례에도 례로 용되었으

며, 조 34년(1758) 재간행된 �國朝喪禮補編�에도 도감의 명칭과 복제를 제외하

고는 차가 그 로 반 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  

반면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틀이 소 세자 상장례 때 재정립되었다고 보는 

1) 의경세자 상장례에 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정경희, 2000 �조선 기 

제․ 학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조용철, 2014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

과 특징｣, �역사민속학� 제45호. 조용철은 �세종실록�｢오례｣ 상에 국장 의례를 한 단계 낮

춘 형태로 설행된 의경세자 상장례가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원형이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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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2) 이는 소 세자의 상장례가 인조의 명에 의해 소략하게 치러졌다고 

보는 기존 견해를3)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논의에 따르면, 인조 23년

(1645) 치러진 소 세자 상장례에는 3도감의 명칭이 빈궁․ 장․묘소도감으로 변

경되고, 銘旌과 神主의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국왕의 장자복도 자최기년으로 정해

졌다. 이 게 갖춰진 왕세자 상장례는 국왕보다는 격을 낮추고 사 부보다는 격을 

높인 충안으로서 숙종  단의빈과 조  효장세자, 그리고 �국조상례보편� 간

행 이후 거행된 문효세자 상장례까지 용되었다는 것이다.4)   

한편 조  간행된 �국조상례보편� 역시 왕세자 상장례와 한 련을 맺는

다. �국조상례보편�은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포함되지 않던 왕세

자와 세자빈의 상장례를 ‘ 喪’과 ‘ 內喪’의 註로 수록하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5) 다만, �국조상례보편�이 이후 왕실의례에 그 로 용된 것은 아니다. �국

조상례보편�이 편찬되고 4년 후에 사도세자가 훙서하자, 조는 사도세자를 廢庶

人에서 世子로 회복시키되 成服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 고, 이로 인해 사

도세자의 상례는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그 로 설행되지 못하 다.6) 정조의 맏

아들인 문효세자의 상례에도 국왕의 복제는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참최삼년’이 

아닌, ‘자최기년’을 따랐기 때문에, �국조상례보편�이 제 로 용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는 효명세자의 상장례로 평가되고 있다.7) 물론 효명세자의 상장례도 

2) 김윤정, 2016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2016 ｢조선후기 

世子 喪禮 의 의 확립과 그 성격｣, �서울과 역사� 93. 

3) 김윤정은 소 세자의 상례를 短喪으로 규정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 는데, 련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경희, 2004 ｢1645년 소 세자의 죽음과 《소 세자묘소도감의궤》｣,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 2; 나종면, 2008 ｢소 세자의 죽음과 장례 차｣, �東方學� 14; 김

남윤, 2008 ｢�昭顯乙酉東宮日記�로 본 昭顯世子의 죽음｣, �奎章閣� 32).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세자의 상장례 시 유독 찬실을 제작하지 않고, 묘소의 明器와 石物

을 국왕례보다 낮게 강쇄하는 한편 莎臺石과 紅門도 설치하지 않은 은 소 세자 상장례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정, 2016 앞의 논문). 

5) 이 진, 2011 ｢ 조  왕실 상장례(喪葬禮)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韓

國思想史學� 37. 

6) � 조실록� 권99, 조 38년 윤5월 21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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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상례보편�을 그 로 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명세자의 상장례에는 다른 

왕세자례와 달리 ‘禮葬都監’이 아닌, ‘葬禮都監’이 설치되었으며, 국장에 보이는 ‘재

궁’, ‘우주련’, ‘하 궁’과 같은 표 이 보인다.8) 한 도설에는 효명세자의 欑室이 

다른 왕세자의 찬실과 달리, 국장에 보이는 찬궁 모양을 하고 있다. 효명세자의 빈

궁이 모셔진 환경 과 혼궁이 모셔진 통화 ․문정 도 모두 국왕이나 왕후의 빈

, 혼 이 설치된 곳이라는 공간  특성을 지닌다.9) 

요컨 , 지 까지 왕세자 상장례 차와 련된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면, 조선

기 의경세자의 상장례를 범으로 하여 소 세자 상례 시 도감의 명칭과 복제, 

그리고 명정과 신주 등의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국조상례보편�이 간행되는 과정

에서 ‘ 喪’, ‘ 內喪’으로 의주가 성문화된 이 밝 졌다. 다만,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설행된 상장례는 효명세자의 상례가 유일하며, 이마 도 보편을 그 로 따르

지 않고, 국장에 하는 로 변용된 지 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경

세자의 상장례 이후 왕세자 상장례는 소 세자 때 한 차례 정비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례를 용하여 치러진 것으로 이해된다. 주목할 은 조  �국조상례보

편�이 간행되면서 상장례에 소요되는 제반 물품들이 폭 어들게 되었다는 이

다. 애 에 �국조상례보편�은 왕실의 상장례를 간소화하기 해 마련된 국가 례

서로서,10) 상장례에 쓰이는 각종 物의 종류와 규격, 수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왕실 상장례에 드는 비용 역시 �국조상례보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11) 

 7) 이 진, 2012 ｢정조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 40.

 8) 국왕과 왕비의 을 일컫는 梓宮 신 왕세자와 세자빈의 은 梓室이라 일컫고, 재궁을 

모셔두는 欑宮 역시 왕세자례에서는 欑室로 칭하 다. 

 9) 이 진, 2019 ｢효명세자의 상장례와 代理聽政 세자의 상｣, �東洋古典硏究� 75.

10) 최주희, 2014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 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

례의 정비를 심으로｣, 고려  박사학 논문 4장 참조. 

11) 최근 �국조상례보편� 간행 당시 묘에 副葬하는 明器  무기류를 제외한 木俑類와 여타 

긴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폭 삭감함에 따라 명기가 에 비해 1/3로 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실제 왕세자례에 사용된 명기를 살펴보더라도 문효세자의 경우 �국

조상례보편�의 를 반 으로 따랐으나 명기는 모두 1개씩만 제작하 고, 그릇  생

활품류 4가지와 악기류 7가지도 제외시켰다. 효명세자 상장례에도 �국조상례보편�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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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상장례 차상에 큰 변화가 목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하는 

의궤와 연 기 사료를 살펴보면, 후 로 갈수록 도감에서 물력을 확보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다.  

본고에서는 효명세자의 상장례를 기 으로 왕세자 상장례 비용이 실제 어떻게 

마련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야기되는지 구체 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

겠다. 이는 왕실의 재정수지가 19세기로 갈수록 악화된다는 기존의 연구 경향에 

해,12) 실제 왕실 재정이 어느 지 에서 늘어나는지, 만약 비용이 늘어난다면 이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한 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國葬 거행 시 고립가 비 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밝힌 

연구는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3) 다만, 상이 정조 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19세기로 이어지는 변화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정례서의 일종

인 �例式通攷�를 분석하여 순조  王室供上의 추이와 이를 이고자 한 정부의 

노력이 밝 지기도 하 으나,14) 공상은 호조와 선혜청을 통해 일반 경상비로 지출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간헐 으로 치러지는 왕실의례 비용은 별도로 마련될 수밖

에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왕세자 상장례를 주 하는 삼도감[빈궁․ 장․묘소

르면서 무기류만 국장의 에 따라 6가지를 부 포함시켰다고 한다(송진욱, 2016 ｢朝鮮

王室의 明器 기록｣, �史學志� 53).

12) 19세기 왕실재정의 기 상황을 진단한 기존 연구는 왕실의 사  재정이라 할 수 있는 

궁방의 회계장부를 주로 분석하 기 때문에, 국가의 공  재원으로 지출되는 왕실공상과 

의례비용에 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수진궁의 사례에서는 재정 기를 

래한 요인이 개항 이후 새롭게 유입된 사치품의 소비에 있지 않고, 왕실의 일상 , 의례

 소비[內入]가 인 이션으로 인한 지출의 상  ‘加多’를 야기한 탓으로 설명되고 

있다(조 , 2016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소명출 사, 7장 281면 참조). 왕실

궁방의 주요 지출은 제사비보다 왕실소용의 일상물자를 공 하는[內入] 데 더 많이 할애

되었으며, 1880년  이후로도 이것이 일정 규모로 유지되어 인 이션에 따른 지출 증

를 야기하 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왕실의 재정 기는 19세기 왕실 소비

가 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3) 나 훈, 2015 ｢17세기 후반~18세기 國葬都監의 재원 조달과 규모｣, �大東文化硏究� 91.

14) 최주희, 2018 ｢1826년 � 식통고(例式通攷)�의 편찬과 왕실재정의 정비 노력｣, �역사와 

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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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다른 두 도감에 재원을 배분하는 역

할을 하 던 墓所都監의 운 을 통해 왕세자 상장례 비용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

다. 본고 2장에서는 소 세자 상장례부터 문효세자의 상장례까지의 사례를 검토한 

후,15) 3장에서는 19세기 효명세자의 상장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6) 

비록 왕세자 상장례에 한정된 사례연구이기는 하지만, 17~19세기에 걸쳐 왕실

의례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고, 그 규모가 어느 측면에서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작

업은 조선후기 앙재정에서 왕실재정이 차지하는 비 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본다. 

2. 17~18세기 왕세자 상장례의 재원 마련 방식과 변화    

기본 으로 왕세자 상장례는 국왕례를 강쇄하여 3일째 입 하고 4일째 성복하

며, 상장례의 체 차는 3개월 간 치러졌다. 도감의 명칭도 소 세자 상례 이후 

빈 ․국장․산릉도감이 아닌, 빈궁․ 장․묘소도감으로 칭하 다.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해 왕세자 상장례 차를 살펴보면, 왕이나 왕비가 임종 

에 신에게 내리는 顧命이나, 성복 후에 嗣位하는 의식,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 

기일 에 부음을 알리고 선왕의 시호와 세자의 왕 계승을 알리는 의식이 생략되

15) 단,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  사도세자의 상장례는 정치 인 이유로 간략히 치러진 만

큼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 다. 조는 사도세자 상장례를 變禮에 입각해 간소하게 치르

도록 하 으며, 료들에게도 상복이 아닌 淺淡服을 입도록 하고, 세손에 해서만 3년 

상을 치르도록 하 다(최성환, 2012 ｢사도세자 추모 공간의 상 변화와 永祐園 천장｣, �朝

鮮時代史學報� 60, 145-146면).

16) 본고에서 주로 분석한 墓所都監 軌는 의례를 주 한 도감의 완역보고서로서 상장례 거

행을 한 재원의 확보와 배분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세 지출내역과 과외의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 다.  물로 지방에 卜定한 물품에 해서도 논외로 하 다. 이

은 본고의 한계로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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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발인  종묘에 시호를 청하는 의식은 왕세자례에서는 의정부에서 議

諡하는 차로 체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세자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初終에서부터 시신에 염을 하고 殯宮과 廬次를 조성하는 단

계[빈궁 이  단계], ②성복 후 빈궁에서 朝夕奠과 上食을 올리고 죽은 세자의 諡

號를 정하는 단계[빈궁 단계], ③빈궁에서 梓室을 꺼내 묘소에 안장시키고, 虞主를 

가지고 돌아오는 단계[산릉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7) 

<표 1> �국조상례보편� 상의 왕세자 상례 차 

 ① 빈궁 이  단계 ② 빈궁 단계 ③ 산릉 단계

初終, 復 , 奠, 易服不食, 戒令, 

沐浴, 襲, 奠, 爲位哭, 擧臨, 含, 

設氷, 靈座, 銘旌, 告社廟, 斂, 

奠, 治椑, 大斂, 奠, 成殯, 奠, 廬次 

成服, 朝夕哭奠  上食,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 , 治葬, 梓室

加漆 , 梓室書上字 , 梓室結裹

, 上諡冊印

啓殯, 朝祖 , 祖奠, 遣奠, 發引

班次, 發引 , 發引奉辭 , 路祭, 

遷奠 , 下弦室望哭 , 虞主奠, 

返虞班次, 反虞 , 安墓奠  

<표 1>에서 보듯이 왕세자 상례의 첫 의식은 임종을 알리는 종부터 의 이 

시작된다. 종 후 병조는 숙 할 곳을 지키며, 조는 모든 상사에 한 일을 의

정부에 보고하고, 앙과 지방에 직무를 받들게 한다.  이조는 의정부에 보고하

여 빈궁, 장, 묘소도감을 설치하는데, 이후 상장례는 이 3도감에서 거행하게 된

다. �국조상례보편�에 따르면, 빈궁도감에서는 습, 여, 성빈, 성복, 혼 , 配備 등의 

일을 맡고, 장도감은 재실, 연, 여, 책인, 복완, 묘지, 명기, 길흉의 의장, 상유, 포

연, 제기, 제 , 반우 등의 일을 주 한다. 한편 묘소도감은 실  정자각, 재방

을 짓는 일 외에 상례를 모두 총 하 다.18) 

17) �국조상례보편� 상의 왕세자 상장례의 의주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최주희, 2018 ｢효명세자의 상례 차와 지출구조｣, �외규장각의궤-흉례 2�, 국립

앙박물 ). 이후 魂宮을 조성하여 치제하는 차는 본고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최근 본 논문에서 소략하게 서술하거나 의미 부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명세자의 

상장례 차를 상세히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이 진, 2019 앞의 논문).

18) �국조상례보편� 권1, 戒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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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통해 밝 졌듯이 왕세자의 상장례 의 이 의경세자부터 효명세자

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데다가 �국조상례보편�은 조  �度支定例� 간

행의 연장선상에서 상례의 차  의무를 간소화하기 해 마련된 측면이 컸기 

때문에 빈궁도감과 장도감에서 쓰는 물력이 후 로 갈수록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 33년(1757) 당시 국장을 치를 때 산릉과 빈 , 혼 의 의물 

가운데 민간에 폐단이 되는 것을 과감히 없애고 산릉의 사방석도 석양 4개, 석호 

4개이던 것을 석양 2개, 석호 각 2개로 다.19) 존하는 왕세자 묘소에는 석양, 

석호는 각 1개씩으로 여 놓았으며, 난간석과 병풍석이 생략되었다. 다만 헌종 즉

 후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와 신정왕후를 합장한 綏陵에만 난간석이 확인될 

뿐이다. 정자각과 석의물의 크기 역시 18세기 들어 크기가 어드는 추세에 있었

으며,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조  커지는 양상을 띠었다.20)   

실제로 상장례에 쓰이는 의물 역시 간소화된 형태로 종류와 규격, 수량이 정해

지고 이를 마련하는 서가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되었다. 특히 ①빈궁 이  단계

와 ②빈궁 단계의 의 에 쓰이는 諸具를 열거하고 이를 진배하는 앙아문을 細註

로 달아놓았다. 이에 반해, ③산릉을 주 하는 묘소도감은 별도로 묘소를 조성하는 

조성소와 부석소, 보토소, 노야소 등을 설치하고 산릉에 필요한 물력을 구획해야 

했다. 이때 석물과 목재, 정철, 탄 등은 기존의 자재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모두 

새로 조달해야 했다. 한 묘소의 치가 정해지면 묘소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묘소에 제사지낼 정자각과 사청을 세우는 한편 묘소의 분과 곡장을 만드는 일

련의 차에 많은 역군을 동원해야 했다. 조선후기 왕실의례 비용이 늘어나는 

요한 요인은 이처럼 왕실의례에 지출되는 역군의 고립가와 큰 련을 맺고 있다. 

경기선혜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산릉과 조사의 역을 외로 두어 각도에 승군

과 역군을 동원해 쓰는 한편,21) 烟軍에게 포를 거두어 고립군을 모집하는 방식이 

19) � 조실록� 조 33년 5월 26일(병진).  

20) 장경희, 2007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王陵 丁字閣과 石 物의 제작과정을 심

으로｣, �역사민속학� 25, 149면. 

21) 최주희, 2017 ｢ 해군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 ｣, �韓國史硏究� 17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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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었다.22) 동법이 확  시행됨에 따라 고립가를 지 받는 역군의 비 이 늘

어날 수밖에 없었다. 동법의 이념 자체가 民役을 이기 한 취지 던 만큼, 국

역에 동원되는 고립군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액수의 역가를 지 받았다. 지 부터는 

왕세자 상장례에서 가장 많은 물력을 필요로 하는 묘소도감을 심으로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 비용이 어떻게 확보되고, 그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이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조선후기 첫 왕세자 상장례인 소 세자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소 세자는 인조 15년(1637) 2월 8일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심양에서 생활한 

지 8년이 되는 인조 23년(1645) 2월 18일 34세의 나이로 조선에 돌아왔다. 그러나 

두 달이 조  넘는 4월 26일 창경궁 환경 에서 死因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갑작

스럽게 훙서하 다. 소 세자의 죽음에 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23) 상장

례 만큼은 의경세자와 순회세자의 상장례를 거로 하여, 銘旌과 明器, 복완제도를 

정비하고 왕실과 백 의 복제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격식을 갖추어 치러졌다.24) 

 3도감  원소도감을 신하여 묘소도감으로 명칭을 변경하 으며, 묘소도감에

서 조성한 소 세자 묘는 효릉 안의 신원으로 정해졌다. 소 세자 묘는 이후 고종 

7년(1870) 昭慶園으로 격상되었다.25) 그러면 조선후기 첫 왕세자 상장례인 소 세

자 묘소의 물력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 소 세자의 묘소를 조성하기 해 비변사

에서 올린 啓辭부터 살펴보자. 

아뢰기를, “원소도감에서 각 아문의 價 를 옮겨 쓰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  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기에 해 ‘아뢴 로 하라.’고 교하셨습니다. 부터 역군은 비록 

分定하여 사용하는 숫자가 있더라도, 한 募立하여 돕게 하는 일이 있어 價 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 의 사정은 결코 과 같이 결에서 收  할 수가 없으니 각 

-186면. 

22) 고립가 지 을 해 烟軍에게 수포하는 제도[결포제]는 해군 즉 년(1608) 선조 목릉 

조성 때부터 효종 국장 시(1659)까지 지속되었다(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

용노동�, 서울 출 부, 178면; 나 훈, 2015, 앞의 논문, 192면).

23) 신병주, 2010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昭顯世子의 病症과 死因｣, �사학연구� 100.

24)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4월 26일(무인); 4월 29일(신사).

25)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5월 9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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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에 축되어 있는 포목을 내어 쓰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데, 지난 날 을 운송할 

때 배를 정비해 보내면서 거의 다 꾸어 쓰고 말았습니다. 호조와 병조는 三都監의 각

종 用과 諸色 料 를 부 책임지고 있으므로 양조는 각 아문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공조의 무명 10동과 훈련도감의 무명 20동, 사복시의 무명 20

동, 수어청의 무명 20동, 총융청의 무명 10동, 餘丁木 40동 도합 1백 20동을 내어 쓰되 

그래도 반드시 부족하게 될 걱정이 있습니다. 園所를 만일 西道에 정한다면, 남한산성

에 장된 을 내어 주어 공역을 돕게 하고, 그 꾸어 쓰는 숫자를 계산하여 호조로 

하여  가을을 기다려 민간에서 받아들여 그 숫자를 채우게 하면 혹 무방한 듯하니 이

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로 하라. 訓局  수어

청․총융청 등의 아문에 장된 무명은 꾸어 쓰지 말고 餘丁木을 더 마련하여 옮겨 보

내라.”고 하 다.26)

인용문에 보이는 園所都監은 소 세자가 훙서한 지 한 달이 조  못 된 시기에 

조에서 계청하여 墓所都監으로 바 었다.27) 그런데 인용문을 살펴보면 소 세자 

상례 시 비용 마련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소 세자의 상례 이 에는 역군

을 지방에 分定하여 동원하는 한편, 募立한 자에 해서는 價 를 지 하기 해 

民結에 별도로 포목을 징수하 다. 그런데 비변사에서 소 세자의 상례에는 과 

같이 결에 수포할 수 없으니, 각 아문에 축되어 있는 木을 내어 쓰자는 안

을 건의하 다. 삼도감의 각종 수용과 여러 요포는 호조와 병조에서 기본 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민결에서 수포하지 말고 

공조를 비롯한, 훈련도감, 사복시, 수어청, 총융청에서 이획하되, 이것도 모자라면 

남한산성의 비축곡을 쓰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인조는 군문에 장된 무명은 

빌려 쓰지 말고 병조의 餘丁木을 더 마련해 쓰도록 하 으나 실상은 비변사의 계

사와 달리, 기존의 행 로 각도에 연군을 분정하여 이들에게 를 거두는 한편, 

到防軍을 동원해 부역시켰다.   

실제로 �소 세자묘소도감의궤�에 실린 ｢米 區處及役軍調用總目｣을 살펴보면, 

군문에 비축한 포목 신 병조의 餘丁木 40동을 가져다 쓴 정황이 확인된다. 묘소

26) �비변사등록� 9책, 인조 23년 5월 7일. 

27)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5월 23일(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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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에서는 병조에서 留衛軍價步木 15동과 여정목 40동, 보목 30동을, 호조목 30

동, 사복시목 20동 이상 135동을 거두고 목 93동 27필을 쓰고 남은 41동 23필  

20동 36필씩을 호조와 병조에 각각 돌려주었다.28) 

한편 역군의 조발은, 서울에 인 한 近道軍 360명을 元軍으로 차출하고, 하삼도

에서 올라오는 연군 1,140명에 해서는 1명당 6필을 수포하되, 6필을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목 2필을 1석으로 작미하여 가을 추수기에 거두었다.29) 이밖에 강화

에서 빌려 온 [江華貸來米] 3,420석  餘米 1,112석을 경기와 호조에 각각 이송

해주고 각소에 견한 모군에게 1명당 정목 2필, 미 20두씩을 분 해주도록 하

다.30) 이에 한 달 간 입역하는 총 수는 1,500명으로, 묘소도감의 都廳에서 매일 分

軍하여 목재와 석물을 옮기고 莎草와 補土하는 역을 돌아가며 맡도록 하 다.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 연군이 올라오기 에 병조의 到防軍 1,200명을 우선 차출하

여 부석소에서 2일 이내로 석물을 베어내도록 하 다.  각소에서 쓰는 탄, 철

과 같은 잡물에 해서도 單子[各所雜物磨鍊單子]를 만들어 該曹에서 각도에 분정

해 거두어들 다.31) 

반면, 물품을 운반하는 수 와 소에 해서는 公車와 私車를 구분하여 역가를 

지 하고, 馬夫價 역시 도감미로 지 해주었다. 한 各所의 工匠은 병조와 호조에

서 지 하는 요포 외에 勤慢을 감안해 도감미로 賞役하 다.32) 이밖에 묘소 조성

에 들어가는 목재도 일일이 사서 썼다. 경강에서 조달하는 목재는 不等木 1조에 

정목 3필, 樓柱 1조에 정목 1필, 椽木 30개에 정목 1필, 자 2립에 정목 1필, 재목 

28)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米 區處及役軍調用總目｣. “兵曹留衛軍價步木十五同 餘丁木四

十同 步木三十同 戶曹木三十同 司僕寺木二十同 已上合木一百三十五同內 實用木九十三同

二十七疋 餘木四十一同二十三疋內 戶曹還下二十同三十七疋 兵曹還下二十同三十六疋”

29)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米 區處及役軍調用總目｣. “各道煙軍一千五百名內近道軍三百六

十名以元軍上 來 下三道煙軍一千一百四十名 每一名收 六疋 而木二疋作米一石待秋收捧次”

30)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米 區處及役軍調用總目｣. “江華貸來米三千四百二十石內 實用

米二千三百八石 餘米一千一百十二石內 京畿移 一千石 戶曹移 一百十二石 一募軍每一

名雇價正木二疋米二十斗式分給”

31)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各所雜物磨鍊單子｣.

32)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米 區處及役軍調用總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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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 정목 1필로 값을 지 하도록 규정하 다. 

결국 소 세자의 묘소를 조성하는 데 마련된 비용은 병조와 호조, 사복시 등에

서 가져다 쓴 135동(지출: 93동 27필)과 지방 烟軍 1,140명에게 거둔 收 價(가을 

추수기 로 신 거둠), 江華貸來米 1,112석으로 요약되며, 여기에 근도군 360명, 

병조의 도방군 1,200여명이 차출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각도에 1,500명의 연군과 

1,500명의 승군을 각도에 분정하여 별도로 차출하 다. 그러면 이러한 미포 구획과 

역군의 동원은 과다한 것이었을까? 

소 세자가 훙서한 인조 23년(1645) 무렵은 旱災와 癘疫이 심한데다가 사신행

차가 겹쳐 민력이 매우 乏弊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감의 원역도 보다 1/3을 

이고, 에는 5,000명의 연군을 분정하 던 것을 반가량을 여 거행  하 다. 

이 게 해서 각도에 1,500명의 연군과 1,500명의 승군이 분정되었던 것이다.33) 

이처럼 소 세자 상장례에는 과 같이 각도에 연군, 승군을 분정하여 조발하고, 

각소에서 쓰는 잡물 역시 외방에 분정해 쓰는 행을 유지하면서도, 보조 으로 

價 를 지 하여 역군을 보충하는 조치를 병행하 다. 한편 묘소에 들어가는 주요 

목재는 한강 연안에서 사서 쓰고, 각종 운반비 역시 수 가와 마부가 역시 도감에

서 지 하 다. 그러면 효장세자 상장례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효장세자는 조와 정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로, 조 즉 년에 敬義君에 

해진 후 다음해 세자에 책 되었으나 조 4년(1728) 11월 16일 창경궁 진수당

에서 갑작스럽게 훙서하 다.34) 효장세자는 기존의 왕세자례에 따라 3개월간의 상

장례를 마친 후 주 陵[성종비 공혜왕후]의 왼쪽 언덕에 안치되었으며, 정조가 

즉 한 후 眞宗으로 추존되면서 永陵으로 격상되었다. 존하는 �효장세자묘소도

33) �昭顯世子墓所都監 軌�. “五月初六日 備邊司啓曰 園所都監事目內 園所役軍 前謄 五千

名 留衛軍三百名 令備局酌定依所啓施行事 判下矣 目今旱災癘疫 前古所無加 以西南客使之

行 一并來到民窮財竭 莫此時若也 聖明軫念民事 都監員役并令減去三分之一 瞻聆所及孰不

欽仰 園所役軍亦有以 募立之數 前謄 付五千名內一千名減去 留衛軍三百名內 五十名減去 

以體聖明軫念之意 何如 答曰 依啓 墓所石物厥數甚  役軍太半減去可也”

34) � 조실록� 권20, 조 4년 11월 16일(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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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궤�에는 �소 세자묘소도감의궤�에서와 마찬가지로 ｢都監各所所用各樣雜物都

合別單｣과 ｢都監米 別單｣을 작성하여 물력과 미포 수입을 각각 따로 작성해 놓았

으며, 각도에서 승군을 동원하는 목도 별도로 작성하 다. 그런데 각각의 별단과 

목을 살펴보면 재원  물력조달 방식에 있어서 과 다른 변화의 지 이 보인

다. 우선 도감에서 확보한 미포 수입 내역을 살펴보자.

<표 2> 효장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의 재원확보 내역

 

재원조달처 액수 재원조달처 액수

진휼청 미 1,400석 황해병 정목 2동

훈련도감 정목 13동 라감 정목 8동

수어청 미 250석 라병 정목 8동

총융청 미 250석 라좌수 정목 4동

어 청
미 1,000석 라우수 정목 2동

정목 13동 경상감  정목 13동

미 520석 경상좌병 정목 6동

정목 10동 경상우병 정목 6동

평안감 정목 15동 경상좌수 정목 4동

평안병 정목 7동 통 정목 13동 

충청감 정목 3동 함경감 정포 7동

황해감 정목 8동 남병  정포 3동

계 미 3,420석, 정목 135동, 정포 10동 

 

<표 2>에 제시된 미포별단은 묘소 역군의 고립가 지 을 해 마련된 것이다. 

조 4년(1728) 11월 22일 묘소도감 낭청이 제조의 뜻으로 아뢴 내용에는, 이번 

묘소의 역군은 갑인년 이후 국휼 시 定奪한 로 서울에서 고립하고, 고립가는 

례를 참고하여 각 아문, 각 의 미포를 헤아려 분정하도록 하 다.35) 실제로 ｢도

35) �孝章世子墓所都監 軌� “戊申十一月二十二日 墓所都監郎廳以都提調意啓曰 今此墓所役軍

依甲寅以後國恤時定奪 自京雇立雇價所用各衙門各營米  參 前例酌量分定別單 開 以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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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포별단｣을 살펴보면, 역군의 고립가를 호조와 병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진

휼청을 비롯한 앙 군문과 지방 병 에서 갹출하고 있다.36) 앞서 소 세자의 상

장례에는 묘소 조성 시 비변사에서 군문과 남한산성에서 米 를 구처하는 방안을 

제기하 으나, 인조는 병조의 餘丁木을 더 가져다 쓰도록 하 다. 이에 묘소도감에

서는 병조의 여정목과 강화에서 빌려온   남은 수량을 역군의 료에 보태었다. 

반면 효장세자묘소도감에서는 앙 군문과 지방 병 에서 극 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미 3,420석, 정목 135동, 정포 10동을 마련하 다. 물론 승군에 있어서는 

여 히 각도에서 조발하는 행을 답습하 다. 앞서 언 한 목을 살펴보면, 각도

에서 조발하는 승군의 명수를 정하고 양식을 自備하여 한 달 간 부역하게 하되 點

閱하는 날은, 도감에서 해조에 분부하면 해조에서 각도 감사에게 발을 보내 下

諭하도록 하 다.37) 이 게 동원한 승군은 소 세자의 상장례에 따라 1,500명을 

차출하되, 경기 120명, 충청도 260명, 라도 380명, 경상도 370명, 강원도 210명, 

황해도 160명으로 분정하 다. 앞서 소 세자의 상장례에는 1,500명의 연군  근

도군을 제외한 1,140명에게 가포를 거두는 한편, 실제 부역할 연군 1,500명을 별도

로 차출하 으나, 효장세자의 상장례에는 각도에 가포를 거두거나 무상 동원하던 

烟軍의 존재가 사라졌다. 신 양식을 자비하는 승군만 례 로 1,500명을 차출한 

것이다. 

한편 ｢도감각소소용각양잡물도합별단｣에 수록된 물품에서도 소 세자 상장례 

때와 다른 지 이 확인된다. 소 세자 상장례에는 주요 목재 외에 각소의 잡물을 

지방에 분정해서 쓰던 것과 달리 효장세자의 상장례에는 민폐를 고려해 도감에서 

之意敢啓” 이때 갑인년(1674) 국휼은 숙종 즉 년에 있던 종의 국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물론 도감에서 근무하는 당상 이하 원역, 군졸에 한 료는 호조와 병조에서 따로 

료를 지 하 다.

37) �孝章世子墓所都監 軌�. “戊申十一月二十三日 墓所都監郞廳 以都提調意 啓曰 墓所役軍 

以募軍僧軍赴役事節目啓下矣 僧軍一千五百名 依前京畿一百二十名 忠淸道二百六十名 全羅

道三百八十名 慶尙道三百七十名 江原道二百十名 黃海道一百六十名 先爲整待 自備糧一朔

赴役 而來點日期 則當自都監 追後分付 令該曹 急速撥馬下諭於諸道監司處何如 答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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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해 쓰도록 하 다.38) 실제로 ｢도감각소소용각양잡물도합별단｣을 살펴보면, 일

부 卜定하는 물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호조에서 진배하는 물품이 다수이며 

에 보이지 않던 ‘私儲’에서 취용하는 물품도 지 않다. 사 에서 취용하는 행은 

이후 문효세자의 상장례에서도 확인되는데, 묘소 조성에 쓸 목재와 석물을 운반하

는 雪馬, 童車의 제작에 쓸 목재를 례 로 私儲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 다.39)  

요컨  효장세자의 상장례는 소 세자 때와 달리, 각도의 烟軍을 분정, 차출하

는 행이 사라졌으며, 승군만이 분정의 상이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 고립하는 

모군의 역가는 호조와 병조가 아닌, 진휼청을 비롯한 앙 아문과 지방 병 에서 

갹출하여 마련하 다. 이 게 마련된 묘소도감의 재원 총액이 <표 2>에서 확인되

는 미 3,420석, 정목 135동, 정포 10동이다. 

얼핏 보면, 소 세자의 상장례 때보다  2,308석, 정포 10동을 더 확보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 세자 상례 시 각도 연군 

1,140명에게 분정한 價 [정목 6필]를 가을 추수기[정목 2필=1석]에 로 거둘 

때 상되는 미곡이 3,420석으로 산출되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소

세자 상장례 때에는 연군 1,140명에게 거둘 가포의 작미가 3,420석과 강화에서 

빌려온  1,112석을 미곡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기 때문에 효장세

자의 상례에는 미곡 수입은 소 세자 상례보다 은 신, 포목에 있어서만 정포 

10동을 더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0) 물론 효장세자 상례에서는 선혜청의 驅

價錢 수백냥을 묘소도감에서 가져다 쓰게 한 조치도 확인되기 때문에41) 의궤에 

수록되지 않은 수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효세자의 상례 역시 효장세

자의 상례 때와 비교해 볼 때 재원규모가 결코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38) �孝章世子墓所都監 軌�. “戊申十二月初三日 墓所都監郎廳以都提調意啓曰 都監所用雜物

所當卜定於外方 而爲慮民弊 自都監料理取用 而不可無幹事之人 前禁軍申秀邦 懿陵因山時

幹事人熟諳凡事云 申秀邦以領役部 別爲啓下 使之 意於墓所凡事何如 傳曰 允”

39)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事目｣.

40) 물론 소 세자 상례 시 정목 135동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돌려  을 감안해야 하지만, 

효장세자의 상장례 시 用下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의 구획분으로 비교하 다.

41) �승정원일기� 675책, 조 4년 12월 11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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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세자는 정조 6년(1782) 정조와 의빈 성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나 정조 8

년(1784)에 왕세자로 책 되었으나, 2년 뒤인 정조 10년(1786) 5월 11일 홍역이 

발병하여 창덕궁 별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효세자의 묘는 고양 율목동에 조성되

었으며, 효창묘라 하 다가 고종 7년(1870)에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면 문효

세자의 상장례에 들어간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들어

가는 삼도감의 물력은 기본 으로 壬申年例인 懿昭世孫의 상장례에 의거해 마련되

었다.42)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에 수록된 문효세자의 상장례 재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43)

<표 3> 문효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의 재원 확보 내역

42)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財用. “丙午五月二十五日墓所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三都監

所用米  就壬申年例酌量磨鍊 別單開 以入之意 敢啓傳曰知道…”

43)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財用. “賑恤廳米一千二百七十石 訓鍊都監正木十同 禁衛營米

五百七十石 正木十同 御營廳米五百七十石 正木十同 守禦廳米二百石 總戎廳米二百石 平安

監營正木十五同 兵營正木十同 忠淸監營正木三同 黃海監營正木八同 兵營正木六同 全羅監

營正木八同 兵營正木六同 左水營正木二同 右水營正木二同 慶尙監營正木十三同 左兵營正

木四同右兵營正木五同 左水營正木二同 統營正木十一同 以上米二千八百十石 正木一百二十

五同”

재원조달처 1차 구획 1차 구획 감액수 2차 구획 

내하 은 500냥  -   

진휼청 미 1,270석 -

훈련도감 정목 10동 - 500냥

미 570석 - 1,360냥

정목 10동 -

어 청
미 570석 - 1,360냥

정목 10동 - -

수어청 미 200석 미 10석 300냥 

총융청 미 200석 미 10석 300냥 

평안감 정목 15동 정목 1동 -

평안병 정목 10동 정목 1동 -

충청감 정목 3동 정목 1동 -

황해감 정목 8동 정목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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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세자의 상장례 비용을 해 묘소도감에서 기에 구획한 액은 미 2,810석, 

정목 125동이다. 정조는 天銀 500냥을 내어 진휼청에서 동  1,500냥으로 바꾸어 

墓役에 보태도록 하는 신 수어청과 총융청에서 구획한 미 20석과 지방 병 에서 

구획한 木 14동을 여주었다. 이에 묘소도감에서 1차로 구획한 재원은 총 미 

2,790석, 정목 111동으로 집계된다. 이를 효장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재원 규모와 비교해보면,  630석과 정목 24동, 정포 10동이 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소도감에서는 이에 해 도감에서 물력을 배분할 때 미, 포를 구획

한 수가 무신년(효장세자례)에 비해 작 가로 4,820냥이 부족한 데, 이를 그 로 

수할 수 없으니 3,820냥을 5군문에 분배하는 안을 별단으로 아뢰고 윤허를 받았

다. 그 내용이 의 <표 3>에 2차 구획분이다.44) 이를 통해 보면, 문효세자의 상례

는 효장세자의 상례보다 1,000냥을 게 구획한 셈이 된다. 더욱이 애 에 지방 병

에서 올라오기로 한 정목도 제 때 올라오지 않아 도감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었다. 

 묘소의 각종 역사가 매우 번다하여 장인, 모군 등에게 지 하는 朔 가 부족하

44)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丙午七月初四日 墓所都監郞廳以都提調意啓曰 本都監當初物

力分排時米木 區劃之敎 比戊申合作錢四千八百二十兩減數取用矣 目今本都監物力餘存之數 

實無來頭支用之望 勢不得不更爲區劃 有不敢一準戊申之數 三千八百二十兩分排於五軍門 別

單書入 而魂宮禮葬兩都監亦爲就此中量宜劃給何如 傳曰 允”

황해병 정목 6동 정목 1동 -

라감 정목 8동 정목 1동 -

라병 정목 6동 정목 1동 -

라좌수 정목 2동 정목 1동 -

라우수 정목 2동 정목 1동 -

경상감 정목 13동 정목 1동 -

경상좌병 정목 4동 정목 1동 -

경상우병 정목 5동 정목 1동 -

경상좌수 정목 2동 정목 1동 -

통 정목 11동 정목 1동 -

계

미 2,810석

정목 125동 

미 20석

정목 14동 3,820냥 

미 2,790석, 정목 1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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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묘소도감은 각도 감병 에 분정한 무명을 代錢하여 올려 보내게 하 는데, 이

게 올라온 8,100냥도 모자라 진휼청에 빌려 쓰기도 하는 등 당 에 구획한 미, 

포를 구획하지 못해 銅錢으로 役價를 신 지 하 다.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은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물

력  일부를 魂宮都監과 禮葬都監에 나 어 보내고 있는 이다. 실제로 묘소도

감에는 미 1,745석과 목 10동,  13,780냥을, 혼궁도감에는 미 255석, 목 18동의 

 1,800냥, 가획미 10석, 추가 구획  800냥을, 장도감에는 미 180석, 목 12동

을 분정하 다.45) 삼도감에서 필요로 하는 물력을 묘소도감에서 확보하여 구획하

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효명세자의 상장례에도 그 로 용되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한편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에서 보이는 요한 지출 상의 특징은 승군을 차

출하지 말고 모군을 부역하게 한 조치를 들 수 있다.46) 이는 승군을 국역에 무상 

동원하던 행을 개선하여 왕실의례에 부역하는 역군에게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면 환하 음을 뜻한다. 상장례에 동원되는 역군을 이처럼 모군으로 구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고립군이 늘어나는 

상황을 조정에서는 어떻게 처하고 있었을까? 이와 련하여 �문효세자묘소도감

의궤�에서 에 띄는 역군이 있다. 바로 ‘自願軍’이다.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역인으

로 참여한 자는 삼물소 90명, 조성소 60명, 보토소 60명, 노야소 5명, 수석소 30명, 

별공작 20명으로 총 265명에 불과하 다.47) 반면 자원군은 아래 <표 4>의 별단에 

기입한 부사군과 보토군 외에도 끊임없이 올라왔다. 

자원군은 본래 가없이 자발 으로 國役을 지는 자들이다. 정조는 문효세자의 

상장례가 한창인 6월 4일 묘소도감에 자원군의 부역을 허락하지 말라는 하교를 내

렸다.48) 어린 세자를 여  국왕을 로하기 해 각 의 장교  승도, 백성, 원

45)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財用.

46)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事目. “今番墓所役事乙良 依近例僧軍除良 以募軍赴役爲白齊”

47)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軍丁. 

48) �일성록� 정조 10년 6월 4일(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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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이 묘소의 역을 자청하 기 때문이다. 5월 29일 법성창의 漕軍 등이 자원군

으로 부역하기를 청하자 정조는 이들의 당년 신역을 특별히 면해주도록 하 다.49) 

그러나 이후 자원군을 청하는 외방민들이 늘어나자 정조는 상을 당한 시기가 한여

름이고 가뭄이 들어 삯을 주지 않고 역을 부리는 것을 민망히 여겨 자원군을 허락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왕의 이 같은 하교에도 불구하고 주 백성들과 松都의 시

민들 역시 자원군으로 상경하는가 하면,50) 심지어 제주의 백성 30명이 와서 부역

하기를 청하기까지 하 다.51) 한편 자원군이 아닌 것처럼 묘소에 쓸 莎草를 짊어

지고 와서 바치는 자들도 늘어났다. 정조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원

군에게 돌아갈 때 양식으로 쓸 을 지 하도록 하 다.  자원하여 사 를 져 

나른 자가 장교인 경우 해당 문과 아문에서 을 주고, 호 군 , 포교, 승도, 백

성은 진휼청에서 을 지 해주도록 하 다.52) 이에 묘소도감에서 자원한 浮莎軍과 

補土軍을 별단으로 써서 들 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문효세자 상장례 시 자원군 규모

49)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上, 軍丁.

50) �일성록� 정조 10년 7월 18일(기미).

51) �일성록� 정조 10년 윤7월 4일(을해).

52) �일성록� 정조 10년 윤7월 10일(신사).

지 서 부사질 보토질 

진휼청 

종묘서 원역 6

양주

우원수호군 70

진휼청

종묘서수복이하 원역 38

사직서수복이하 

원역
9 조포사 승려 15 경모궁수복이하 원역 32

희 수복이하 

원역
7 호운사 승려 10 경모궁 하민 20

경궁수복 2 진 사 승려 38 왕묘 수복 2

육상궁수복 3 화계사 승려 5 묘소 밖 화소안 출신 12

의열궁수복 4 불암사 승려 5 원사 승려 20

경모궁계 백성 82 옥천암 승려 12  별군 10

원군방 원역 22 회룡사 승려 16 별무사 31

의소묘수복 2 회은암 승려 2 총융청 승가사 승려 42

빈궁수복 2 학림암 승려 5 개성부 개성부 시민 50

향실 원역 5 흥국사 승려 5 강화부 강화부 백성/시민 100/34

호 군  384 원통암 승려 6 평양 평양백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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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포도청군  30 망월암 승려 2 법성 조군 220

우변포도청군 30 은석사 승려 15 제주 제주 백성 30

한강진 별장 30 범굴암 승려 6

勿論秩

 사알 2

내의원 원역 40 화양사 승려 21 사약 13

사직동무호민 20 주 주백성 112 별감 23

주 장 31

과천

불성사 승려 11 4

공조 소로장 30 음사 승려 6 무수리간 별감 1

匙匠 28 자운암 승려 6 무 별감 142

정토사 승려 24 화장사 승려 11 별기군 60

신흥사 승려 13
천

망해암 승려 11 왕 비  별감 10

국사 승려 12 삼막사 승려 42 무수리간 별감 1

도사 승려 13 주 은사 승려 26 혜경궁 별감 8

성균 성균  복 300 진천 수사 승려 5 무수리간 별감 1

병조

병조당상군 15

勿

論

秩

수라간 원역 23 궁  별감 6

교련  14 등 색 4 동산 별감 1

가후 군 50 조라치 2 액정서 군사 12

원내취 50 왕 비 수라간 8 명례궁 차지 이하 종 100

용호 겸내취 6 등 색 2 수진궁 차지 이하 종 100

군별장청마의 7 혜경궁수라간 6 궁임 182

훈련도감

훈련도감 교련 35 등 색 2 배동 70

별무사 69 궁 수라간 8 내시부 종 172

각소감 4 내반원직 8 내궁방 궁시인 26

별 마병 114 육상궁차지이하 원역 100 내각 원역 52

겸내취 30 의열궁차지이하 원역 100 시강원 원역 48

년군 8 용동궁차지이하 종 100 익 사 원역 26

 

 교련 20 화순옹주방 원역 50 별군직청 30

기패 2 화평옹주방 원역 50 원역 9

별기 46 화유옹주방 원역 50

겸내취 30 화녕옹주방 원역 50

어 청

어 청 교련 23 화길옹주방 원역 50

가 별 50 청연군주방 원역 50

겸내취 30 청선군주방 원역 50

수어청

수어청 교련 11 상고 원역 4

내시부 원역 7
남한산성 승려 133

내농포 원역 9

총융청

총융청 교련 18 채원직 36

북한산성 승려 176
내수사 원역/내원직 150

승가사 37

경기감 표하군 160 내원직 6

고양

경릉수호군 30

창릉수호군 30

명릉수호군 75

익릉수호군 65

홍릉수호군 65

계
3,920명

(勿論秩 925명 포함)
계

1,724명

(勿論秩 1,09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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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세자의 묘소에 輔土하고 浮莎하는 역을 진 자원군은 총 5,644명이다. 부사

의 역에는 총 3,920명이 자원하 으며, 정조의 하교에 따라 진휼청과 성균 , 병조, 

훈련도감, 어 청 등 각 아문과 지방군 에서 자원한 자들에게 1인당 미 1두를 지

하 다. 다만 勿論秩에 해당하는 궁속 925명은 지 상에서 제외하 다. 보토의 

역에 자원한 1,724명에 해서도 궁속인 1,099명을 제외한 625명에게 진휼청을 비

롯한 각 아문, 군 에서 미 1두를 지 하 다. 결국 3,620명(2,995명+625명)의 浮

莎軍과 補土軍에게 미 1두씩을 제공함에 따라 앙에서 자원군에게 지 한 은 

총 241.3석 규모가 되었다. 

묘소도감에서 당 에 구획한 재원은 1차 구획한 미 2,790석과 목 111동, 천은 

500냥이며, 2차 구획한 재원은 동 가 3,820냥이다. 이를 작 한 총액이 <표 5>에 

제시한 30,370냥이다. 이를 바탕으로 묘소도감에서 자원군에게 지출한 역가는 

1,206.6냥(241.3석)이다. 만약 별단에 수록된 자원군 5,644명을 募軍으로 고용하

다면 지출규모는 어떠하 을까? 문효세자의 상장례 시 모군에게 지 한 雇價의 式

例[모군 1명당 미 9두, 목 3필]를 참고하여53) 역가를 계산하면 미 3,386석 4두, 목 

16,932필로 집계되며, 이를 다시 동 가로 환산하면 각각 16,932냥과 33,864냥이 된

다. 결국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자원군이 부역하지 않았다면 묘소도감에서는 고립

상가 총액인 50,796냥에서 자원군에게 지 한 1,206냥을 뺀 약 49,590냥의 역가

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을 것이다(<표 5> 참조). 물론 문효세자의 상장례 이후 왕

실의례에 이처럼 규모의 자원군이 참여한 경우는 찾아보기기 어렵다.54)

53) �文孝世子墓所都監 軌� 下, 廩料. 모군의 역가는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1명당 미 9두, 

목 3필로 정액화해 놓았다. 이는 효명세자의 상장례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의궤에 기록된 모군의 역가식을 그 로 용하여 자원군의 모립가를 산출하 다. 

54) 조선후기 국역에 자원군을 활용한 사례는 조  濬川役이 표 이다. 조 36년(1760) 

홍 한이 조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천역에 동원한 자원군은 총 15만 명이었

으며, 雇軍은 만여 명에 불과했다(�승정원일기� 1180책, 조 36년 4월 5일(기묘)). 그밖

에 군문에서 자원군을 확보하는 기사들이 확인되지만 조 와 정조 처럼 자원군이 

규모로 참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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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효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의 재원 확보와 자원군 모립 상가 

묘소도감 구획 재원  자원군 고립 상가 

미 2,790석 13,950냥 미 3,386.4석 16,932냥 

목 111동 11,100냥
목 16,932필 33,864냥  

천은 500냥 1,500냥

3,820냥  3,820냥
계

50,796냥

   *실제 자원군가 : 1,206.6냥(241.3석) 계 30,370냥

* 작 식 : 미 1석=5냥, 태 1석=2.5냥, 목 1동=100냥(�만기요람�), 天銀 1냥=3냥(�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 자원군 역가 산출식= 1명당 미 9두, 목 3필(자원군 총 명수: 5,644명)

정조 역시 료를 지 하는 役夫를 차정하여 세자의 상장례를 치르기를 바랐다. 

경외아문과 지방군 에서 올라오는 자원군들을 무상으로 국역에 동원하는 것은 왕

실의례에 民役을 가  동원하지 않으려는 정책 기조에 어 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는 자원군을 부리게 될 경우 도성민들을 雇價를 주고 부릴 때보다 비

용이 사실상 더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자원군에게 양료와 복색을 지 하

고 부리게 되면 1명당 20여 냥이 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때문에 자원군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 다.55) 다소 과장이 섞인 말일 수 있으나 외방에서 올라오는 

자원군들이 머물 거처와 양식, 국역에 맞는 복식을 따로 제공할 경우 국역에 일

이 참여해 온 貢 人들의 고립군에 비해 간 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참여한 자원군에게 공식 으로 1명당 미 1두를 지

하도록 하 지만, 실제로 자원군을 부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음을 이로써 짐

작할 수 있다. 

결국 정조  문효세자의 상례 이후 자원군 신 雇軍의 활용이 확 되었으며, 이

는 효명세자의 상장례에 그 로 반 되었다.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지 까지 �묘소도감의궤�를 심으로 소 세자와 효장세자, 문효세자 상장례에 

확보된 재원과 각종 잡물, 역군의 조용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55) �일성록� 정조 13년 7월 17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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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7~18세기 왕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의 재원 확보 추이 

구분 소 세자(인조 23, 1645) 효장세자( 조 4, 1728) 문효세자(정조 10, 1786)

미포 

구획

호조, 병조, 사복시 목 135동

(지출: 93동 27필)

강화 래미 1,112석

烟軍價 作米 상가 3,420석

경외아문병 미 3,420석 

정목 135동

정포 10동

경외아문병 미 2,790석

정목 111동

內下 천은 500냥 

동  3,820냥

역군

차출 

연군 1,500명 각도 분정 

승군 1,500명 각도 분정 

역군 모립  

승군 1,500명 각도 분정

역군 모립

 

자원군 5,644명 

역군모립 265명

 

잡물

소용 

목재 구매 

외읍 분정

외읍 분정

호조 貿 , 進排

私儲 취용  

외읍 분정

호조 貿 , 進排

私儲 취용  

 

* 출  : �소 세자묘소도감의궤� 상, ｢미포구처 역군조용총목｣, �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 ｢도감각소소용

각양잡물도합별단｣,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재용 ｢묘소도감별단｣, ｢묘소도감추구획별단｣ ｢군정｣ 

 

<표 6>에서 보듯이 소 세자와 효장세자 그리고 문효세자의 상장례는 각각 17

세기 반, 18세기 반, 18세기 후반에 치러진 왕세자 상장례로서 묘소도감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첫째, 미포를 구획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소 세자 상장례 당시 각도 연군에게 거두던 價 가 효장세자 상장례부터 사라지

는 신, 진휼청을 비롯한 앙군문과 지방병 에서 미포를 구획하는 방식으로 

환되는 이다. 왕실의례를 설행하는 도감의 운 비와 노동력을 지방 백성에게 分

定하는 방식을 이고 각 기 의 재원을 갹출하여 활용하는 행은 18세기 선혜청

을 시한 앙의 재무아문이 집권  재정운 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 일

이었다.56) 특히 왕실의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경상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

 일반 경상비를 집행하는 호조, 선혜청 등의 재무 서의 재원을 할애하지 않고, 

여타의 진휼청을 시한 군문과 감, 병 의 재원을 염출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 다. 

한 효장세자와 문효세자 상장례에는 국왕의 私儲와 內下가 지원되고 있는 

도 주목된다. 특히 문효세자의 상장례에는 2차에 걸쳐 재원을 구획하는데, 2차 구

56) 최주희, 2014 앞의 논문,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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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분은 모두 동 으로 거두고 있고, 1차 구획분에 있어서도 지방에서 제때 올라오

지 않는 정목을 동 으로 신 받는 등 경비 마련에 동 의 비 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확보한 재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하 듯이 소 세자 상장례 

때가 효장세자 상장례 때보다  1,112석을 더 확보하 으며, 효장세자 때에는 단

지 정포 10동이 더해졌을 뿐이다. 문효세자 상장례와 효장세자의 상장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미포 구획분이 어든 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

가 내하한 天銀 500냥은 미 20석, 정목 14동을 보충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를 감

안한다 하더라도, 미 2,810석과 정목 125동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효장세자 상장

례보다 4,820냥이 부족하다는 묘소도감의 호소로, 추가 구획분 3,820냥을 청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문효세자 상장례 시 확보한 재원은 효장세자 때보다 공식 으로 

1,000냥이 어든 규모 다. 

이 게 확보한 미포 재원을 가지고 묘소도감에서 각소에 묘역을 수행할 역군을 

차출하고 역가를 지 해야 했으며, 필요 시 각종 물품을 구입했다.57) 소 세자 상

장례 시에는 모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각도에서 연군과 승군을 1,500명씩 

무상으로 차출하 으나, 효장세자 상장례 시에는 연군의 각도 분정이 사라지고 오

직 양식을 자비하는 승군만 1,500명을 차출하 으며, 이마 도 문효세장 상장례 시

에는 사라지고 5,644명이나 되는 자원군이 이를 신하 다.

묘소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잡물의 조달에 있어서는 소 세자 상장례 시에는 목

재의 경우에만 한강 연안에서 구매해 쓰고 다른 잡물은 각도에 분정해 썼으나 효

장세자와 문효세자 상례에서는 각도에 분정하는 물품은 어들고, 호조에서 무역

하여 진배하는 물품이 늘었으며, 일부는 私儲로 취용하 다.58) 문효세자 상례 때

57) 도감에서 확보한 미․포․  등은 國葬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기본 으로 雇立價에 소용

되었으며, 필요 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 왕후명릉산릉도감의

궤� ｢계사｣ 8월 23일에 “各衙門과 各營의 은․미․포․면 등의 화폐를 수납하는 것은 雇

立雇價에 소용된다.”(나 훈, 2015 앞의 논문, 각조 17 사료 재인용)는 표 을 통해, 산릉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재원이 기본 으로 역가 지 에 쓰 음을 짐작할 수 있다. 

58) 재로서는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재원을 각소에서 어떻게 지출하 는지 상세 내역을 

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물품의 구입과 조달에 있어서는 �貢弊�의 上 에서 실마리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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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이 에 복정해 쓰던 草芚, 生葛 등도 공인에게 취용해 쓰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공인들에게 무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하 다.59) 

다만 문효세자 상장례 시에는 자원군이 거 참여하 기 때문에 이 보다 은 재

원으로도 역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이래 조선 정부는 지방민의 노동력을 일방 으로 차출하거나 물을 분

정하여 징수하는 신 경외아문에 재원을 분정하고, 역군을 고용해 국역을 체하

는 방식으로 왕실의례를 거행하 다. 그러나 백성의 역 부담을 여주기 해 모

군을 고용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경비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정

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과 같이 지방민을 국역에 일방 으로 동원하는 방

식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그 다면 조선 정부는 자칫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왕실의

례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하고자 했을까? 이와 련하여 다음 장에서는 19

세기 반 효명세자의 상장례 시 마련된 재원의 성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3. 19세기 효명세자 상장례의 재원 마련 방식과 특징60)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19세기의 유일한 왕세자 상장례이자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상장례라는 에서 이  시기 상장례와 비교될 만하다. 효명세자는 순조 9

년(1809)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로 순조 12년(1812)에 왕

세자로 책 되었고, 순조 27년(1827)부터는 리청정을 시작하 으나, 순조 30년

을 수 있는데, 묘소도감에서 필요한 물품은 호조에 甘結을 보내면[捧甘] 호조에서 공인

에게 關文을 보내고 이에 근거하여 공인들이 도감에 물품을 진배하 다. 그러나 이것이 

제 로 지켜지지 않고 도감에서 직  공인에게 감결을 보내 진배하게 하여 값을 제 로 

지 받지 못하는 폐단이 문제시 되었다(�貢弊� 司僕寺貢人).   

59) �貢弊� 濟用監貢人; 최주희, 2015 ｢ 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간비용의 처리양상과 과

외별역(科外別役)의 문제｣, �大東文化硏究� 92 참조. 

60) 효명세자 상례의 지출구조에 한 설명은 �외규장각의궤�(국립 앙박물 , 2018)에 실은 

원고를 수정, 보완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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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5월 6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훙서하 다.

효명세자가 훙서한 직후 이미 빈궁혼궁도감에서는 8일까지 시신을 염습하고, 

빈궁을 조성하는 한편 재실을 제작하는 차를 마쳤다. 물론 8월 1일 재실이 모

셔진 歡慶殿에 화재가 나서 재실을 환취정으로, 신주를 도총부로 이안하 다가 옮

겨 오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식을 설행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 에서 설명한 로 의식에 필요한 諸具와 복식을 부분 

내와 상의원을 비롯한 공상아문에서 조달해 쓰도록 �國朝喪禮補編�에 명시해 놓

았기 때문이다. 

장례도감은 9일에 도감 당상들이 사옹원에 회동하여 도감의 설치장소를 정하

고 5월 11일부터 비로소 장례 차를 거행하 다. 묘소도감 역시 처음 회동한 것

은 5월 9일이지만 5월 30일까지는 묘소를 세 차례 간심하여 標하는 차를 밟

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묘소도감의 역사는 삼간심이 끝나 묘소

의 치가 정해진 후인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묘소도감에서 물력을 확보하고 이

를 다른 도감에 배분한 시 이 5월 29일 무렵인 것은 묘소도감의 역사가 6월 1

일에 착수된 과 무 하지 않은 듯하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삼도감 의궤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것은 묘소도감이었다.

그러면 묘소도감의 상장례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 <표 7>에서 보듯이 연

경묘 묘소도감에서 청득한 물력은 효장세자나 문효세자 때와 마찬가지로 진휼청 

외에 군문에서 마련되었다. 그 에서도 진휼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염출하 으

며, 은 다른 아문에서는 아  획 하지 않았다. 묘소도감에서 1차로 확보한 재원

은 미 1,000석,  22,000냥, 목 290동, 포 40동이었다. 그러나 7월 1일 묘소도감

에서는 匠人과 募軍의 雇價로 지 할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휼청의  1,000

석을 추가로 요청하 다.61) 7월 12일에도 補土所와 제반 工役이 매우 많은데 장인

과 모군의 고가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진휼청미 500석을 추가로 획 해  것을 

61) �延慶墓墓所都監 軌�. “庚寅七月初一日… 墓所都監郞廳以都提調意 啓曰 三都監所用物力 

已自本都監請得分給于魂宮葬禮兩都監 而見今米邊太半不足 匠募雇價 無以繼用 賑廳米限一

千石 爲先加區劃 以爲 用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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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으며,62) 마지막으로 7월 21일에는 묘소도감에서 본 도감의 재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여유 있는 아문에서 가획해  것을 요청하자 선혜청  2,000냥, 華城錢 

6,000냥과 兵曹木 20동, ․어 청목 각 10동을 추가로 구획해 주었다.63) 이

로써 효명세자의 장에 구획된 재원은 총 미 2,400석, 태 200석, 63,760냥, 목 41

동, 포 6동으로 집계되었다.  

<표 7> 효명세자 상장례 시 묘소도감의 재원 확보 내역

62) �延慶墓墓所都監 軌�. “同日(庚寅七月十二日)… 墓所都監京郞廳以都提調意 啓曰 本都監

事役 時急正日迫近 補土及諸般工役 極其浩繁 而區劃中米邊 今幾垂乏 匠募雇價 無以繼用 

賑廳米 限五百石 加區劃 以爲 用 之地 何如 傳曰 允”

63) �延慶墓所都監 軌�. “庚寅七月二十一日… 墓所都監京郞廳以都提調意啓曰 本都監財力垂

乏 木四十同 錢八千兩 以有裕衙門區劃事 前已蒙允矣 宣惠廳錢二千兩 華城錢六千兩 兵曹

木二十同 禁衛營木十同 御營廳木十同區劃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재원조달처 1차 구획 2차 구획 3차 구획 4차 구획

진휼청

(* 선혜청․화성)

미 1,000석
1,000석 내  

100석 換作太 200석
500석

* 선혜청 2,000냥

화성 6,000냥
목 30동

 6,000냥

병조 
목 10동 - - 목 20동

 1,000냥 - - -

훈련도감
목 10동 - - -

 1,000냥 - - -

목 30동 - - 목 10동

 6,000냥 - - -

어 청
목 30동 - - 목 10동

 6,000냥 - - -

사복시  2,000냥 - - -

평안감 목 60동 - - -

평안병 목 30동 - - -

라감 기부목 50동 - - -

라좌수       휴번목 10동 - - -

라우수 휴번목 10동 - - -

통 군수목 20동 - - -

함경감  기부포 40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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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효명세자 상장례의 재원 확보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財用條를 별도로 두어 재원의 유입과 배분, 지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한 을 들 

수 있다. 특히 문효세자의 상장례부터 묘소도감에서 재원을 양 도감(빈궁혼궁도감, 

장도감)에 이획해 주는 조항이 확인되는데, 효명세자의 상장례에서는 묘소도감

에서 양 도감에 여러 차례 재원을 이송하여 두 도감의 물력을 묘소도감에서 책임

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해서는 아래 <표 8>을 통해 상술하기로 하겠다. 

둘째는, 효장세자와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비해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동 의 비 이 커진 을 들 수 있다.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재원의 경우 장인, 모

군에게 지 할 料米는 加劃을 통해 본색으로 확보하고자 하 으나, 木․ 의 경우 

매일 工錢과 雇價를 지 하는데 길이의 척 을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므로 동

으로 신 지 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재원을 구획해  정부 서와 재무아문에 

확인  하 다.64) 의 표에서 보듯이 효명세자의 상장례에는 묘소도감에서 목 

290동  289동을 가 28,900냥으로, 포 40동  34동을 가 1,360냥으로 작

하여 구획하 다. 그러면 이 게 동 가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工錢과 役價의 지 을 기존의 동 으로 체하는 경향은 당시 동 의 보 과 

유통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한정된 세수로 경비를 

지탱해야 하는 재무기 에서 주 을 통해 지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비 지출의 

64) �延慶墓墓所都監 軌�. “爲相 事 三都監所用物力 自廟 才已區劃乙仍于 同錢木數爻 後

移文爲去乎 匠募所下 庚寅五月二十四日… 計日工錢 雇價 有難以木 寸尺分給 故在前

如此之時 每以代錢取用是如乎 今亦依此例以代錢準備 待更關卽爲輸 事 宣惠廳兵曹訓鍊都

監禁衛營御營廳司僕寺平安監營兵營全羅監營左右水營統營咸鏡監營了”

계

미 1,000석, 

 22,000냥

목 290동 내 

(289동  

28,900냥)

 포 40동 내

(34동  1,360냥)

미 1,000석

內 100석 換作太 

200석

미 500석

 8,000냥 

목 40동

浮莎軍 代錢 

3,500냥

미 2,400석, 태 200석,  63,760냥, 목 41동, 포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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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조 20년  이후 앙의 재정부족 상

과 하게 련되어 있다.

순조 재  20년부터 호조와 선혜청을 비롯한 앙재정의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

었으며, 호조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해 경외아문에서 정기 으로 가입

을 행하고, 鑄錢을 단속 으로 시행하고 있었다.65) 더욱이 호조에 정기 으로 加

入하고 있던 선혜청 역시 잇단 사고로 재원이 유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66) 실제

로 순조 20년(1820) 8월 선혜청 下吏가 장부를 훔치고 재물을 도둑질하여 포흠을 

자행했는데, 이때 발된 과 돈, 무명을 가하면 50여만 냥에 이르 다.67) 순조 

25년(1825) 7월에는 132칸에 이르는 선혜청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비축미와 포

목의 상당량이 소실되었다.68) 이처럼 앙의 미곡과 포목을 비축하고 있던 선혜청

의 재원이 유실되고, 호조 역시 세입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효율 인 방안이 바로 鑄錢이었다.69) 요컨 , 순조 20년 부터 재정 자의 분

이 가시화되는 상황과 선혜청의 포흠, 그리고 화재 사건으로 인한 본색 재원의 부

족 속에서 왕실의례를 차 로 치르기 해서는 동 의 지 률을 높일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경외아문에 비축된 동 을 극 으로 구획한 것으로 이해된다.70) 그

러면 이  시기보다 늘어나는 동  수입은 어느 항목으로 지출된 것일까? 묘소도

감의 재원은 1차 으로 혼궁도감과 장례도감에 몇 차례 걸쳐 배분되었다. 이를 정

리하면 <표 8>과 같다. 

65) 임성수, 2013 ｢18세기 후반~19세기 반 호조의 수입 구조 변화와 그 향｣, �역사와 

실� 90. 

66) 최주희, 2018 앞의 논문, 300면.  

67) �비변사등록� 209책, 순조 20년 8월 20일. 

68)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7월 4일.  

69) 임성수, 2019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 加入․鑄錢을 심으로｣, 고려  박사학

논문, 294-297면.

70) 사실상 도감의 공역에서 동  지 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조 국장(1776)때부터 으

며, 정조 국장(1800)때에는 10만냥을 모두 동 으로 지 하 다(나 훈, 2015, 앞의 논

문). 주 은 18세기 후반 환곡과 함께 앙재정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었다(최주희 2014, 

앞의 논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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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경묘묘소도감의 재원 배분  

재원배분처 미 태 목 포

혼궁도감

차이송 100석 - 1,000냥 5동 2동

재차이송 50석 - 400냥 - -

삼차이송 - - 300냥 - -

사차이송 - - - 5동 -

장례도감 
차이송 100석 - 3,000냥 20동 4동

재차이송 100석 - - - -

도청 308석 3두 - 3,209냥 6푼 - -

삼물소 8석 9두 2승 - 1,871냥 6푼 10필 22척 -

조성소 498석 7두 6승 3두 7승 5홉 20,319냥 8 - -

부석소  545석 12두 6승 - 5,448냥 3  7푼 1필 17척 -

노야소미 77석 7두 2승 - 1,051냥 2  8푼 - -

보토소 - - 11,025냥 5  9푼 - -

소부석소 366석 9두 6승 -  3,986냥 7  6푼 - -

수석소 19석 13두 2승 182석 8두 2,279냥 3  6푼 - -

별공작미 146석 3두 - 1,659냥 3  8푼 - -

분장흥고미 6석 14두 - 175냥 1  8푼 - -

분 설사 2석 12두 - 68냥 4푼 - -

삼물소사 가 - - 575냥 - -

보토소사 가 - - 2,000냥 - -

담군고가 - - 1,019냥 5 - -

상격목 - - - 25필 -

군복마외양가 - - 429냥 4 - -

각항잡하, 상격미
28석 13두 5승 

5홉

17석 3두

 2승 5홉
1,737냥 1  6푼

10동 12필 

31척
-

縮米․縮錢 40석 - 300냥 - -

의궤청 획송 - - 220냥 - -

계 2,400석 200석 63,359냥 9  4푼
* 합계에서 빠짐

(목 41동, 포 6동)

實餘錢 400냥 6푼(비국에 보고하고 호조에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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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도감은 혼궁도감에 네 차례에 걸쳐 미 150석,  1,700냥, 목 10동, 포 2동을 

이송하 으며, 장례도감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 200석,  3,000냥, 목 20동, 포 4

동을 옮겨 주었다. 각 도감에서는 이를 가지고 일방․이방․삼방에 분배하여 지출

하도록 하 다. 실제로 �효명세자장례도감�에는 진휼청  3,000냥, 목 10동, 미 200

석, 병조목 10동, 함경감 포 4동(代錢 160냥)이 장례도감의 재원으로 잡  있어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례도감에서는 이를 일방․이방․삼방에 분배해 주었는데, 일방에는 공장  

690냥, 목 3동 14필 6척, 미 4석을, 이방에는 공장  138냥 9  5푼, 목 39필 6척, 

미 4석을, 삼방에는 공장  395냥 9 , 목 2동 36필 19척, 미 2석 10두를 지 하

다.71) 그런데 체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빈궁혼궁도감과 장례도감에 비해 

묘소도감에서 지출하는 액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묘소도감은 일

방․이방․삼방 체제가 아닌 삼물소․조성소․ 부석소․노야소․보토소․소부석

소․수석소․별공작․분장흥고․분 설사 등 역종별 처소에 재원을 분 해주는 한

편, 莎草價, 擔軍雇價 등을 직  지 해주었다. 

삼물소는 삼물[石灰, 細沙, 黃土]을 섞어 무덤의 壙 조성을 담당하는 일을 담당

하 으며, 조성소는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丁字閣과 분을 조성할 때까지 비와 

을 피하기 해 임시거처로 마련한 묘상각, 묘역을 조성하는 원이 머물 假家

를 조성하는 일을 맡았다. 부석소는 石牀, 文武石人, 誌石函 등을, 소부석소는 祭

를 마련하는 典祀廳, 재실 등에 쓰이는 작은 석물을 제작하 다. 보토소는 묘소

주 에 흙을 돋우고 莎草를 입히는 공역을 수행하 으며, 노야소는 각종 철물 제

작을 담당하 다. 수석소는 부석소에서 채취한 石材를 묘소로 운반하는 역을 맡았

다. 이밖에 別工作은 선공감에 두던 임시 서로 나라의 큰 역사가 있을 때 설치되

었으며, 분장흥고와 분 설사 역시 장을 치르기 해 필요물자를 마련하는 임시

서로 도감 내에 설치되었다.72)

71) �孝明世子葬禮都監 軌� 財用.

72) 묘소도감의 각 소의 기능은 국립 앙박물  소장 외규장각 의궤 해제  �문효세자묘소

도감의궤�(하)의 해제(이 진)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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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노고를 치하하기 한 賞格木, 軍卜馬喂養價를 

비롯해 의궤 제작을 한 의궤청 획송분이 묘소도감의 지출내역[用下]에 포함되었

다. 각소  분설 아에서는 도감에서 배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달상인에게서 물

품을 구입하거나 역군을 고립하 다. 이밖에 공물아문에서 물품을 빌려 쓴 경우 

해당아문에 다시 돌려주었다. 도감에는 이처럼 돌려주는 물품을 用還秩로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물품의 제작  구입 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단연 役價

다. <표 8>을 살펴보면 묘소도감에서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것은 20,319냥을 

지출한 조성소이며, 뒤이어 보토소와 부석소, 소부석소로 확인된다. 이 4개소에

서 지출한 동 가는 체 동 가액의 64.3%에 이른다. 

체 액수만 살펴보면, 문효세자의 상장례보다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표 5>에 제시한 자원군 고립 상가를 고려하면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문효세자의 상장례보다 은 액으로 치러졌다. 아래 <표 

9>를 살펴보자.  

<표 9> 문효세자 상장례와 효명세자 상장례 경비 규모 

문효세자 상장례의 재원 효명세자 상장례의 재원 

미 2,790석 13,950냥 미 2,400석 12,000냥

목 111동 11,100냥 태 200석 500냥

천은 500냥 1,500냥 63,359냥 63,359냥

3,820냥  3,820냥 목 41동  4,100냥

자원군 고립가 49,590냥(50,796냥-1,206냥) 포 6동 240냥

계 79,960냥 계 80,199냥

* 작 식 : 미 1석=5냥, 태 1석=2.5냥, 목 1동=100냥(�만기요람�), 天銀 1냥=3냥, 포 1동=40냥 (�문효

세자묘소도감의궤�, �연경묘묘소도감의궤�)

** 1냥 이하는 삭. 

문효세자 상장례 시 자원군 5,644명을 문효세자 묘소도감의 모군 역가 식례에 

따라 료를 지 한다고 가정할 때 상되는 동 가는 50,796냥이었다. 여기에 정

조  자원군에게 실제 지 한 1,206냥을 제외하고, 문효세자 상장례 시 마련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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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타의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제하면, 자원군을 고립하기 해 최  49,590

냥의 동 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경비와 자원군 고립 

상가를 합산하면 문효세자 상장례의 경비 총액은 79,960냥이 된다. 이는 효명세

자 상장례에 든 경비 80,199냥에 비하면 단지 239냥이 은 액이다. 다시 말해 

자원군이 고립군으로 환될 경우, 문효세자의 상례 시에 발생한 역가와 효명세자 

상장례 시에 발생한 역가는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앞서 

역군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조성소와 보토소, ․소부석소에서 지출한 동 가

만 40,778냥에 이르는 을 보더라도, 문효세자 상장례 시 자원군은 효명세자 상장

례 시에는 모군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표 6>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효세자 상장례 이후 각도에 차출하는 연군과 

승군은 사라졌으며, 도감에서 소용하는 각종 잡물 역시 각도에 분정해 거두는 것

은 어들고 호조에서 시  조달하여 진배하거나 內下로 마련되는 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도감에서 지출하는 경비 규모는 문효세자의 상장례 이후로 커질 수밖에 없

었다. 이에 연경묘 묘소도감에서는 고립군의 역가 지출을 실화하는 데 따른 경

비를 해소하기 해 동 가 지출을 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효명세

자의 상장례 비용에 고스란히 반 된 것이다.  

4. 맺음말  

지 까지 조선후기 왕세자 상장례의 재원 확보 방식과 지출구조의 일면을 묘소

도감의궤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  왕세자 상장례는 총 7회 거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소 세자와 효장세자, 사도세자, 문효세자, 효명세자의 상장례가 치

러졌다. 양란 이후 처음 치러진 소 세자 상장례는 조선 기 의경세자 상장례를 

범으로 하면서도 도감의 명칭과 명정․신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조선후

기 왕세자 상장례의 새로운 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조 34년(1758)에 증편

된 �國朝喪禮補編�에 ‘ 喪․ 內喪’ 의주로 부분 반 되었다. 다만, 국왕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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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소 세자 상장례부터 행해지던 자최기년이 참최삼년으로 조정되었다. 

순조 30년(1830)에 치러진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이 �국조상례보편�의 服制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국장에 하는 의식을 일부 첨가하고 도감의 명칭도 ‘ 장도

감’을 ‘장례도감’으로 칭하는 등 변례가 용되었다. 이는 리청정기에 사망한 세

자를 우하고 국왕의 擧哀를 표 하기 한 것으로, 조정에서 논쟁을 일으킬 정

도로 변형된 형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延慶墓墓所都監 軌�에서 확인

되는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은 이  시기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이 증 된 것은 에 없던 의 이 첨가되고 물력을 많이 

써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상장례에 투입된 역군의 고립가 지 을 실화함으로써 

발생한 증 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참여한 자원군의 숫자를 고려할 경우 효명세자의 상장례에 들어간 비용

은 이  시기보다 비용이 늘어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8세기 반 이

후 동 의 재정보용 기능이 확 되고, 자원군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모군을 활용한 

고립가의 지출이 왕세자 상례의 비용을 반 으로 증 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효명세자가 훙서한 순조 30년(1830) 무렵은 앙의 재정부족이 가시화되던 시

기로, 앙재정을 반 으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효명세자의 상장례는 

조  마련된 �국조상례보편�에 하여 의 이 마련되었으며, 진휼청을 비롯한 경

외아문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삼도감에 재원을 배분하여 의례를 치르는 기존의 방

식을 유지하 다. 다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명세자의 상장례 비용이 

시기보다 늘어난 것은, 19세기 왕실재정을 방만하게 운 한 결과라기보다 백성을 

무상 동원하여 유지해오던 국역체계가 동법 시행 이후 給價체계로 환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役價가 왕실의례 비용에 반 된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본고에서는 왕세자 상장례를 심으로 조선후기 왕실의례 비용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장을 비롯한 여타 왕실구성원의 상장례 역시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는 향후 논의를 보완해가기로 하겠다. 

논문투고일(2019. 11. 15),   심사일(2019. 11. 25),   게재확정일(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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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he Funeral and Memorial Services for the ‘Crown prince’ were 

funded in the Joseon period’s latter half, and how costs were spent

: Examination of the Myoso Dogam(墓所都監, Office in charge of the Royal graves)

73)

Choi Joo-hee *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resources needed for the funerals and memorial services 

for a recently deceased Crown prince were secured and eventually spent, and how such 

measures and spending fashions changed in the 19th century, in order to determine the 

nature of royal family’s monetary condition in this period. During the preparation for 

Crown prince Sohyeon’s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name of the Dogam office as well 

as institutions for crucial elements such as Myeongjeong(銘旌), Shinju(神主) were 

established. The King also decided to wear Jechwe(齊衰) as his mourning attire(服制) for 

an entire year(期年). All these decisions and settlements formed the basic outline of a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for a Crown prince, and they were all reflected in the Euiju 

references of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which was republished in 

1758(3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re was only one exception: The king’s 

mourning attire was modified from “Jechwe(齊衰), 1 year” to “Chamchwe(斬衰), 3 years.”

The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for Crown prince Hyomyeong in 1830(30th year of 

King Sunjo’s reign)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Gukjo Sangrye Bopyeon� to the letter, 

yet there were also some additions made to said instructions, such as certain step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King’s funeral added to the procedure, and the name of the Dogam 

office in charge changed from ‘Yejang Dogam’ to ‘Jangrye Dogam.’ However, these 

modifications were only made to further honor the Crown prince who died during his 

*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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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eing of the government in his father’s stead, and highlight the King’s extraordinary 

sorrow for the loss of his son. It was never a huge change(“變禮, Byeonrye”) that could 

spark a controversy inside the government. 

One thing t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cost spent in holding a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for Crown prince Hyomyeong, which we could ascertain from the records 

of �Yeon’gyeong-myo Myoso Dogam Euigwe(延慶墓墓所都監 軌)�, was larger than 

prior, similar occasions. This was not because any new protocols( 節) were observed or 

m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ere invested in the procedure. It was more like an 

increase in spending which came as a result of payments (Gorib-ga) for all the servants 

who were mobilized for the occasion being raised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 market. If 

we take into account the number of individuals (Jaweon-gun) used in the ceremonies for 

Crown prince Munhyo,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st for Crown prince 

Hyomyeong was higher (or it was more extravagant) than previous occasions.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 coins came to be more used in monetary spending, and as a result 

of limiting the participation of Jaweon-gun individuals, more ‘mobilized’ individuals 

(Mogun) had to be recruited. That was what led to an overall ‘apparent’ increase in the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spending for the deceased Crown prince.

The time of Crown prince Hyomyeong’s demise(1830) was when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situation was showing evident deficits, so several cuts in spending was 

being called for. (In other words, it was not a time justifying larger spending.) The ritual 

and memorial service for Hyomyeong were prepared according to the exact dictations of �

Gukjo Sangrye Bopyeon�, and securing necessary budget did not deviate from general 

standards in which several Amun offices in and out of the palace including the 

Jinhyul-cheong aided the event financially. And resources were also allocated to the three 

Dogam offices to oversee the actual procedures. The overall spending indeed turned out to 

be much more than previous occasions, but it was not because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e event spent money insensibly, irrationally or inappropriately. While in prior occasions 

people were mobilized without any compensation, the new Daedongbeob system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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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to pay for the services of the people, and the newly required payments 

were what caused the increase in spending of royal family occasions.

Key words : Crown Prince, funeral rites, royal finance, MyosoDogam(墓所都監),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