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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셰자 책혜(빼빼) 시행얘 니타난 ‘군사(홍m)’ 이녕 

정조의 세자 책례(冊禮) 시행에 나타난 
‘군사(君師)’ 이념 

1. 머리말 

윤 정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정조는 신료들을 압도하는 대표적인 ‘학자군주’로 명가되고 있으며， 이는 『홍 

재전서(弘짧全書)~와 전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수많은 어제(細製) 및 어정책자 

(細定冊子)의 연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재위 24년에 걸쳐 지속된 ‘우문 

정책(右文政策)’ 속에 학문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정치의 전변에 나설 수 있었 

대鄭玉子 1978: 1982: 1983). 이러한 그의 정치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내 

용으로서 주목된 것이 바로 ‘군^K君師)’ 이념이다 

군사〈君師)는 군도(君道)와 사도(師道)가 분립되기 이전 히{夏) . 은(股) . 주 

(周) 삼대(三代)의 국왕이 통치와 교화를 주도하였던 사적을 통해 이상적인 군주 

상을 수립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왕을 백생 교화의 주체로 전변화하고， 정치 운 

영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과 학문에 대한 규정력까지 역사적으로 보강하는 논리 

추 셰 어· 톨 •• ø., ••• À톨.， 를흩.*l1li 
the Investiture ceremony,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auspicious’ 
ceremony,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 Gunsa, unit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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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근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정조의 정치 사상에서 군사 이념이 차지하는 중요 

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조가 이를 통해 제시한 학문적 성과 

와 지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곧 정치 부문에서 정조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한 상태에서 학문에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거나l) 반 

대로 군사 이념이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박 

현모 2000(j): 2000(2)) 반면 군사 이념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실상 군사 이념은 학문적 차원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 었다 영조의 경우 

『성학집요(聖學輯要)~를 통해 안민(安民)을 통해 세도(世道)를 회복하는 군사의 

이녕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는 정책으로서 균역(均投)과 준천(樓川)의 사업 

을 전개하였대윤정 2007 (2)) 정조의 제반 정책은 영조의 사업을 계승 정리하는 

것이었는데，2) 그의 군사 이념 또한 영조로부터 적극적으로 전수된 것이었다 그 

런 만큼 정조의 군사 이념이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로 문화 정책이나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논 

의되었으나(鄭玉子 1990: 1996: 1999), 보다 적극적인 구현 대상으로서 왕실 

의례의 문제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예송(禮짧)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왕실 

의례는 국왕의 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가 되고 있었고， 국왕권의 

강회를 위한 논리로서 군사 이념 또한 왕실 의례에서 우선적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정조 24년 정월에 결정되고 2월 

에 실행된 세자의 책례(冊續)이다 정조는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잃은 후 얻은 

원자 〔순조〕에 대해 신료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가까이 세 

자 책봉을 계속 미루다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책례를 거 행하였다 세자 책례 

1) 영조와 정조의 君師이념은 학문진흥책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경 

희(1999) ， 金文植(2000): (200 1) 참조 

2) 영조의 사업을 계숭한 정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탕명책이 꼽히고 있다 정조의 당명 

책에 대해서는 金成潤(1997)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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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기는 원자의 위상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하 

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윤정 2005), 책례 역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정조는 책례를 관례(冠禮) 및 가례(嘉禮)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적인데， 한편으로 통상 책례와 분리되어 관례 • 가례와 함께 시행되 

던 입학례(入學禮)가 배제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이것은 정조가 세자 교육 

및 책봉을 매개로 하여 국왕이 제반 의리를 규정하고 주도하는 ‘군사’ 이념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정조의 세자 책례 시행에 반영된 군사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며보자 한다 먼저 책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피력되는 정 

조의 인식을 「홍범(洪範) j의 ‘대통(大同)’ 이념을 내세우는 것과 현종의 전례를 

원용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며볼 것이다 이어 책례의 시행 과정에서 

입학례가 배제되는 양상과 이 과정에 반영된 정조의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정조 

의 ‘군사’ 이녕이 정책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의 일단을 따악해 보고자 한다 ]) 

2. 세자 책례(冊禮) 논의와 정조의 지향 

2.1. 정조의 논의 주도와 ‘대동(大同)’ 의 표방 

정조는 첫 아들인 문효세자에 대해서는 불과 세 살에 세자로 책봉하였지만，4) 

3) 정조의 군사 이념은 학문적 차원에서도 적극 표현되었는데 c대학유의』 연찬은 그 산 

물로 주목된다 특히 『대학유의』가 세자 책례 직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세자 

책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냐아가 세자 책례와 『대학유의4가 세자를 매개로 표현되 

는 왕실 의혜와 학문 교육의 차원에서 각기 군사 이념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대학유의」 연찬에 대한 계반 논의는 윤정(2007이에서 다루었 

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학유의』의 내용적 특질과 세자 책례의 

성관성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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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세자는 동왕 10년에 요절하였다 5) 이어 14년에 새로 아들을 얻었는데，6) 그 

에 대해서는 원^l-<元子)로 삼았을 뿐 세자 책봉은 계속 미루었다 신료들은 서둘 

러 세자로 책봉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였지만， 정조는 “원자의 명호(名號)를 

정한 날이 곧 국본(國本)이 이미 정해지는 때이다"7)라고 하여 원자 책봉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실상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그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 

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책봉 후 그에 합당한 자질을 검증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효세자의 책례 당시에도 정조는 처음에는 7세에 책 

봉된 숙종과 8세에 책봉된 자신의 전례를 들어 책봉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 

다 하지만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종묘 사직을 위한 계책임을 이유로 들며 책봉 

을 단행한 바 있다 8)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새로 태어난 원자에 대해 책봉을 늦춘 정조의 의도는 

세자 책봉에 앞서 그에 합당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분란의 요소를 차단 

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9) 이 때 정조가 바람직한 전례로 제시한 것은 숙종 

이었다 정조는 동왕 22년 세자 책봉의 연기와 관련하여 

숙종조얘홉關朝)의 책봉례는 7세에 있었으니 비로소 책명(冊命딸 직접 받는 

예〔冊命親受김鷹〕를 거행하였는데， 5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면서 태명 세월을 

누렸으며 끝없는 복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었다 10) 

4) W표祖實錄』 권18 ， 정조 8년 8월 ζ맴 

5) W正祖.. 錄』 권21 ， 정조 101건 5월 쫓표 

6) W正祖.緣』 권30 ， 정조 14년 6월 T~P 

7) W正祖.緣』 권47 ， 정초 21년 11월 己E

8) wjE祖톨錄』 권 18 ， 정조 8년 7월 ζ~P 

9) 당초 의도와 달리 엘찍 책봉한 문효세자가 요절한 것은 책례를 연기해야 할 멸요성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다 

10) W正챔톨짧』 권50， 쟁조 22년 11월 며子， “簡廠朝封冊之禮 ßIJ在於七歲 始行冊命親受之

禮 而近五十年細極 太平安뽕 無꿇↑훌休 훨챔後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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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위에서 정조가 강조한 초점은 세자가 장성하여 책명을 직접 받 

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세자가 장생할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조는 “세자 책봉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앞서 어린 나이에 책봉된 문효세자에게는 사자(使者)를 보내 책문을 주었다 

당시 예조판서 김노진(金홈鎭)은 

왕세자의 책례에서 책(冊)을 받는 의절(嚴節)은 『대명회전(大미]쩍典)，에 “세 

자가 나이가 들었으면 천자가 임헌(臨볕f)하여 책(冊)을 주고， 나이가 어리면 사 

자를 보내 거처하는 궁(따)에서 책봉한다”는 문구가 있고， 아조(.fX:朝)의 전례에 

서도 또한 대신이 아흰 것에 따라 ̂~^\-를 보내 책을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11) 

라고 하여 결정을 요챙하였다 이에 대해 영의정 정존겸(鄭存議)이 12) 명(明) 

의 가정제(嘉靖帝)가 사신으로 하여금 어린 태자에게 책보(冊寶)를 전해 주도록 

한 예가 있으며， 우리 조정도 그에 따라 시행했다고 설명하자， 정조는 이를 준용 

하도록 하였다 『명새BJl史)~ 예지(禮志)에는 황태자가 2세에 보모에 안겨서 책 

보를 받는 구체적인 의절이 수록되어 있다 13) 이러한 예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는 전례는 문효세자의 책봉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정조가 새로 태어난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춘 것은 

문효세자 책봉 당시의 논의를 숙지하고，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대선에 자신이 

직접 장성한 세자에게 책명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추고 있었지만， 이미 그를 국본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쌓아가고 있었다 사육신과 단종 사적에 대한 

11) ，正祖.緣』 권18권， 정조 8년 7월 z:，~n ， “王世子冊禮 受冊優節大明會典 有世子年長

ßIJ天子臨함授冊 年ýJ]ßIJ遭使冊封於所居之宮之文 而我朝E例 亦因大ê陳達 有遺使授冊

之優”

12) 당시의 기사에는 영의정으로 나오지만 실록의 전후 기사에서 鄭存짧으로 확인된다 

13) ，明史」 권54 ， 志30 훔8 홍용~2 冊훌太子及훌太子뼈優， “옳靖十八年二月 冊東훔 時太子

方二威 保娘奉之 迎冊홈於文華願門 ~~훌帝前옳f恩 皇팀貴ftê 代太子八拜 듭읍훌尼前 貴ftê

代)\拜 듭g貴ftê前 11細代며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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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을 통해 어린 원자에 대한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였으며(윤정 2005), 후계 

자로서 수련을 위한 교육을 때맞추어 시행하고 있었다- 정조는 동왕 20년부터 

원자의 사부(師傳)를 임명하고， 14) 이듬해에는 강학청(講學廳)을 설치하여 원자 

교육을 수행한 것이다 15) 

정조가 원자의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은 통왕 24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다 

이 날 정조는 종묘와 경모궁(景幕宮)을 전알이훌謂)한 뒤 당시 자리가 비어 있던 

영의정에 이병모(李秉模)를 특별히 제수한 다음， 대선을 인견하고 세자 책봉의 

뭇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책봉 결정의 통기와 관련하여 

이 일을 오늘 새벽 이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결정을 짓지 못하였는데， 종묘와 

경모궁을 배알할 때 조중인祖최의 영혼〔뻐降〕이 매우 가까이 오셔서 둘러보고 

문을 나설 때 내 마음이 저절로 서로 감응하니 마치 직접 웹고 가르침을 받는 

듯할 뿐만이 아니었다 16) 

라고 하였다 곧 결정의 근거와 명분을 조종의 계시에서 찾은 것인데， 이는 

조종의 뭇을 혜아려 실행하는 주체로서 정조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표상하는 

방안이었다. 그는 동왕 19년 환조(桓祖)를 영홍본궁(永興本宮)에 추제(追體)할 

때에도 꿈에서 선조가 교시를 내린 것을 결정적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17) 

이어 책례와 더불어 관례와 가례를 함께 시행할 뭇을 밝히고， 신료들에게 자 

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이 모두 찬동의 뭇을 밝히자 정조는 

모두의 의논에 다른 말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대통’이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r홍범」에서 이른바 “몸이 강강뼈圖해지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身其康 

14) c표祖홈隊」 권 45 , 정조 20년 12월 王볍 

15) c 日省緣』 정조 21년 4월 21 일(여子) 

16) c正祖.數』 권53 ， 정조 24년 정월 甲寅， “今曉以前 尙未決定千心옷 ~拜廠宮 il!Jî降孔

jJj, 周旅出戶之際 予心엽t'!.\相感 不쩍若親承那船” 

17) c正祖.i훌」 권42 ， 정조 19년 윤2월 王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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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뽑 +f*其;t농]"라는 것이다 곧 마땅히 전교를 내리고 맞추어 행할 모든 의절 
(뚫節)을 품정(꽃낌할 것이다 18) 

라고 하였다 세자 책봉에 이견이 없는 것을 들어 『서경』 「홍범」변에서 말하 

는 ‘대동’의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홍범」의 대동은 복서( ~짧)와 관련하여 모든 

결과가 좋게 나와 길(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조는 세자의 책례에 대 

한 이견이 없음을 근거로 자손의 복을 이꿀 수 있다고 전망함으로써 세자 책례 

의 의미를 극대화하였던 것이다 19) 

정조가 세자 책례의 의미로서 표방한 ‘대동’의 이념은 앞서 환조 추제에서 이 

미 피력된 것이었다 당시 정조는 추제에 대한 논의에서 신료들이 전반적으로 

찬통 의견을 보이자 

제신(，\/tf':1)의 의논이 쥔뼈하여 다른 말이 없으니 이것이 ‘대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서정에 “네 마음에 따르고 구서(龜짧도 따르고 경새聊上)도 다르고 

서민U샌)도 따르니 몸이 강장(園잃해지고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한 것 
이 이것이다 20) 

라고 한 바 있다 곧 정조가 제기한 환조의 영홍본궁 추제에 대해 신료들이 

통의한 것이 바로 대동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홍범」에서 말하는 대동의 이념은 자신과 복서( ~짧)， 그리고 경사 

(聊士)와 서민(應民)의 뭇이 모두 일치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정조는 이 

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도에 신민이 적극 부응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던 

18) ，日省짧」 정조 24년 정월 1일(甲寅)， “쨌議無異輪 是之謂大同 此표洪*í!p!i]謂身其Il'll子 

f￥其逢吉者也 홈n當下댐敎 應行諸節 仍없훌定” 

19) 지금까지 정조의 ‘大同’논의는 탕명과의 관계 혹은 부세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연구되 

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成潤(1992); 안병원2003) 참조 

20) ，표뼈.짧』 권42 ， 정조 19년 윤2월 王寅， “諸民之議 純然無異짧 是Z謂大同 홉日 子

ßIJ從 훌從 m:從 聊士從 l\t民從 身其Il'l톨 子孫其逢 吉者 此t!l"

여기서 ‘予’는 『홈뼈」에는 ‘#’로 되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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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조 19년에 실행된 환조의 추제는 환조와 사도세자의 구갑(舊甲)이 일치하 

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도세자와 환조를 동일시함으로 

써 사도세자로부터 내려오는 왕통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태조와 통일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에 상용하는 ‘중흥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 

다 여기에 선료들의 찬통을 유도하고 이를 대동의 이념으로 포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윤정， 2007. 3). 

정조는 이러한 ‘대통’의 이념을 다시 세자 책봉에도 투영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에 이어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왕통에 대해서도 

대통의 이념으로 그 의미를 확증하였던 것이다 21) 아울러 정조는 책례를 관례 • 

가례와 함께 거행함으로써 대통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 

로 정조가 세자 책봉을 늦춘 중요한 배경이었다 

2.2. 현종(願宗) 전례(前例)의 채용과 의미 

정조는 세자의 책혜와 관례， 가례를 함께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매우 예 

외적인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적 논리가 필요하였다 정조가 조 

상의 계시를 언급하고 대통의 이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배정에서 나온 것이었 

다 정조는 나아가 선왕의 전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지음으로써 그 명분을 더 

욱 보강하고자 하였는데，22) 이 때 주목된 것이 현종의 사례였다. 

순조(純祖)의 행장에는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그 전례를 말한 정조의 언급이 

21) 이 점에서 세자 책례는 선행한 환조 추체와도 유기적인 관계에서 진행되었다고 명가할 

수 있다 

22) 선왕의 전례는 계술의 이념을 통해 국왕이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에 맞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열어줄 수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계술 이념올 전연화 

한 대표적인 국왕이며， 정조 또한 그 연장에 있었다 영조의 계술 이념에 대해서는 윤 

정(2004.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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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어 있다 

정조께서 말씀하기를， “원자가 지금 11세인데 책봉의 예(뼈)를 지금까지 늦 

춰 잡은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였다 [ ... J 우리 현묘(顯關)의 고사를 보더라도 

관례 · 책례 · 가례의 삼례(느禮j를 한 해에 모두 거행했었다 천년 만년에 이르 

기까지 자손에게 교훈을 주고 면안게 하셨으니 〔貼讀핸짧〕 어찌 오늘 우리가 

우러러 따라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23) 

위에서 정조는 세자의 책례가 현종의 고사에 따른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현종은 효종 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같은 해 관례와 가례까지 함께 치렸 

다 관례는 8월 9일 시행되었으며，24) 세자 책례는 8월 28일 시행되었다25) 가 

례는 선조의 12번째 아들인 인홍군<1=興君)의 상례 때문에 미루어졌다가， 12월 

25일에 거행되었다 26) 이러한 현종의 사례는 정조 당시까지 예조에 『신묘년등 

록(辛때年觸緣)~으로 남아 있어， 책례 축하 의식이나27) 세자빈 선택의 날짜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준거로 원용되었다 28) 

이러한 현종의 사례에 대해 정조는 “이모연익(貼諸熱짧)”， 곧 후손에게 교훈 

을 내려 주고 면안케 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모연익’은 『시경』 대。h大 

雅) 문왕지십(文王之什)의 r문왕유성(文王有聲)j장에 있는 구절로 무왕(武王)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을 통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홍범」의 이 

념과 상통한다. 정조는 환조의 추제를 대통의 이념으로 포장한 것처럼 세자의 

책례에서도 현종의 사례를 원용함으로써 대통의 이녕을 구체화한 것이다 

23) ，純祖.. 짧』 附餘 行狀， “正願敎日 元子今뚫十一옳 封冊之~ 尙今홉홉者 蓋有待耳

[ ..• J 亦행我願願故事 iI1홍冠冊嘉三춤1*→威之中 뼈짧!!*i훌於千於萬 뿔非今日之所可떼 

훌乎” 

24) ，孝宗.緣J 권7 ， 효종 2년 8월 甲寅

25) ，孝宗.. 隊」 권7 ， 효종 2년 8월 쫓쩔 

26) ，孝宗.. 없」 권7 ， 효종 2년 12월 rx:辰

27) ，표뼈톰緣』 권53 ， 정조 24년 1월 丁표 

28) ，표祖 .. 綠』 권54 ， 정조 24년 윤4월 辛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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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세자 책례에서 현종의 전례를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은 당시 제작 

된 계도병(짧圖牌)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책례에는 책례도감 

(冊禮都藍)의 행사 과정을 담은 c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 [純祖〕王世子

冠禮冊짧都藍懷執).가 작성되었으며，29) 행사 후 도감이 만든 계도병이 전하고 

있다 이 계도병은 8폭으로 되어 있는데， 6폭의 그림 앞뒤로 서문과 좌목(座目) 

이 배치되어 었다 이 중 그림의 앞 4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왕세자책혜계도병(王世子冊禮際圖뿜)301 

우의정 이시쉬李時秀)가 쓴 서분에서는 행사의 의의와 계도병을 만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1} 

29)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훗 13119, 奎 13120, 奎 13121 

30) 박정혜(2000) ， 94쪽 이 책에서는 그림의 소장처에 대해 ‘민병두 소장’으로 밤히고 있 

으나 필자가 확인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던 것으로， 두 그림의 내용은 완전 

히 일치한다 하지만 6폭의 그림 가운데 4폭의 그림만을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는 異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계도병의 의 

미에 대해서는 별고로 논할 것이다 

31) 국립박물관 소장 전시 유물을 필자가 2006년 12월 17일 펼사하였다 



윤 정 / 정조의 세자 책례(冊禮) 시행에 나타난 ‘군새君師)’ 이넘 281 

국가에 큰 경혜(慶禮)가 있으면 근래의 신하들은 병풍으로 그 일을 그리고 

왼쪽에 명단을 적어 후인(後사들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성상 

께서 등극하신 지 24년 중춘{씨1春) 초길(初古)이 다음 달인 을유{ι;얘)에 우리 

왕세자를 집복헌(쩨밟f)에서 책봉하시연서 먼저 관례(三JJII뼈를 행하고 다음 

에 책례를 행하였으며， 유새쉰 1비에게 가려대F는 길일을 올라도록 하였다 세 

개의 의례를 일시에 모두 거행하는 것은 우리 현종의 신요년 의례를 따른 것이 
다 32) 

여기서 당시의 행사가 현종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도명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병은 통상 왕실과 직접 연계 

된 행사에 만들어졌으며， 쳐1 첩에 비해 격이 높은 것이었다 33) 이러한 계도병의 

서문에서 현종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았음을 명시한 것은 당시 책례에서 현종의 

전례가 중시된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조가 원용하고 있던 현종의 사례는 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는 세손에 책봉되었다가 세자가 되고 이어 즉위하는 과정을 밟았다 현종은 

인조 때 세손으로 책봉된 뒤 효종 즉위 후 곧바로 세자의 위호(位號)를 받았으 

나 인조의 국상 중이었기 때문에 책례는 3년상을 치른 뒤로 연기되었다 34) 그 

결과 효종 2년 8월 9일에 관례를 먼저 행한 뒤 26일에 책례를 행하였다 

곧 현종은 세손에서 세자로 진봉{進封)하는 상황과 인조의 국상이라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곧바로 세자를 책봉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조가 현종의 사례를 원용한 것은 책례와 관례， 가례를 한꺼 

번에 행하는 전거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 

음을 시사한다 그 초점은 바로 입학례를 배제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다 

32) " 王世子冊짧圖扁』 序， “國家有大훌禮 近來之닮 뽑ÿÁtt其事 題名千左 싸篇後A觀，jk事 

也 我뿔t細極之二十有四年{매春初吉之越홍日ζ西 冊됐王世子於集福흙 先行三!J~ 次

行JlII짧禮 申命有러i륨進嘉禮吉日 三禮之，W畢→時 i't훌我願願辛qp微規也” 

33) 영조가 준천 사업 후 계병 대신 계첩을 만들도록 한 것은 사업의 격에 대한 구분 의식 

을 반영한다{C承政院日記~ 1180책， 영조 36년 4월 21일(ζ未)) 

34) c孝宗.if<~ 권2 ， 효종 즉위년 10월 辛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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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며보기로 한다 

3. 입학례(À學禮)의 배제와 정조의 ‘군사’ 이념 

3.1. 책례 시행과 입학례의 배제 

정조가 책봉 의사를 밝히고 신료들이 찬동함에 따라 곧바로 책례 등을 서행하 

기 위한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당일 이병모를 세자새世子師)로， 심환지(沈煥 

之)를 세자부(世子傳)로 삼았으며， 아울러 이병모를 관례책저도감(冠禮冊짧都 

藍) 도제조(都提調)로， 홍양호(洪良浩) . 홍억(洪憶) • 이만쉬李뼈秀)를 제조(提 

調)로 삼았다 그리고 빈객(寶客) 이하의 시강원 관원들도 임명하였다 관례와 

책봉을 함께 행하기 때문에 도감도 양자를 점하게 되었다 3)) 

정조 24년 2월 마칭내 세자의 관례와 책례가 집복헌에서 거행되었다 두 의 

례는 같은 날 이루어졌지만， 순서 상으로는 관례가 먼저였다 그런떼 의례 실행 

에서 중심은 책례에 있었으며， 관례는 책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정조는 책봉을 결정할 당시 

관례하여 :A){字)를 부르는 것은 성인(成시을 만들기 위함인데， 열조(列朝)의 

관례는 모두 책례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관례하는 날에 으레 훈서(訓뿔)가 있었 

다 이번에는 책례와 병행하기로 했으므로 책서(冊書)로써 훈서를 겸하는 것도 

또한 예의(禮意)에 합당할 것이다 36) 

라고 하였다 이는 곧 책례와 관례를 통시에 행하겠다는 뭇이었는데， 흥미로 

운 것은 책서로 훈서를 겸한다는 것이다 관례에서 내려주는 훈서는 성인으로서 

35) ，正祖.. 綠J 권53 ， 정조 24년 쟁월 甲寅

36) ，표祖 .. 緣』 권53 ， 정조 24년 정월 甲寅， “且冠而字之 없其成A 而列朝冠~ 皆在冊'"

之後 故冠~.<'.日 例有힘11홉 而今~與冊禮!N.行 ßlj以冊홉왔링11홉 亦合훔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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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당부하는 것이라면， 책례에서 내려주는 책서는 세자로서 역할을 당부하 

는 것이었다 훈서를 책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행사의 초점이 책봉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된 세자에게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쳤다. 앞서 정조는 책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미리 원자의 

자질을 검증효}는 한편 그에 대한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관혜와 

연결된 책례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하여 세자의 위상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특히 책례 과정에서 입학례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서 

나옹 것이었다 입학혜는 세자， 혹은 왕자가 사부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게 되는 

의례로서 세자에게는 책례 둥과 함쩨 핵심적인 의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원자 

의 경우 통상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고， 뒤이어 8세가 되면 입학례를 치른 

후， 관혜와 가례의 과정을 밟았다 

예외적 상황에서 계승자로 지명된 효종 • 영조와 세손에서 세자로 오르면서 

인조의 상을 치렀던 현종의 경우를 제외할 때， 조선후기의 세자 • 세손은 대개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었다 행장(行狀)과 행록(行錄) . 지문(誌文)에 의거하여 

책례와 입학례， 관례， 가례의 시기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표) 조선후기 세자·세손의 책례 · 입학혜 ·관혜 ·가혜 설행 시기 

책봉 입학례 관혜 가혜 
숙종 7셔1 9세 10세 11세 

경종 3서l 8서1 8세 9세 
효장세자 7세 9서l 9세 9서1 
사도세자 2세 8세 9세 10서1 
정조 8세 10세 10서1 11세 

37) ，庸宗.짧」 附錄， 關宗大王行狀，景宗.綠」 附錄， 景宗大王行狀，英祖.t통』 권20. 영 

조 4년 11월 王申(孝章世子行錄); w正祖.餘」 권28 ， 정조 13년 10월 E末(莊憲世子誌

文); '.iE祖實훌』 附錄， 惠!률宮홉下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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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례를 보면 대개 책례는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주로 입 

학과 관례， 가례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은 통상 8세에 행 

하였는데， 책봉이 7세에 이루어지면 입학이 9세로 늦추어지고 8세에 책봉하면 

입학이 10세로 늦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조의 경우에도 세손빈을 

입학혜와 관례가 시행되는 해 12월에 간택을 마쳤는데， 이는 입학례와 관례 · 

가례를 함께 치르는 의미로 해석된다 38) 

이에 비해 정조가 세자를 위해 배설한 의례는 책혜와 관례， 가례를 묶는 것으 

로서 입학례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적이다 통상적인 의혜와 다른 방향 

에서 진행된 의례인 만큼 여기에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 

로판단된다 

세자의 책례를 논의할 당시 정조는 책봉과 관례， 가례를 함께 행하는 것과 관 

련하여 『여~71(禮記)~ r문왕세자(文王世子)J핀의 “한 가지를 행하여 삼선(三善) 

을 다 얻는다〔行-物而三善皆得)"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物〕’이란 세자가 국학(國學)에서 나이순에 따라 배우는 것 

〔짧學〕을 가리키며， ‘삼선’이란 세자의 치학을 통해 사람들이 부7.K父子)의 도 

리와 군신(君昆)의 의리， 장유(長왜)의 예절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세자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학문을 함으로써 인간이 보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리 

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차후 통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삼선’이라는 의미는 본래 치학에 따른 것으로서 원론상 세자의 입학 

이 있어야 생립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세자의 입학례를 생략하고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의례를 실행하였다 곧 입학례 대신에 책례를 통해 삼선의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정조도 이러한 차이를 의식하여 단장취 

의(斷章取義)한다고 밝히고 있다 

책례의 모범으로 제시된 현종의 경우， 입학례는 당초 관례를 행한 뒤 그 절차 

가 논의되었으나 예조에서는 세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듬해로 물려서 정하자 

38) 入學은 ’월 10일에 하였고(C英祖 .. 錄」 권 97 , 영조 37 1경 3월 己西)， 관혜는 18일에 

하였다(C英祖 .. 緣』 권97 ， 영조 37년 3월 丁E'，) 그리고 세손빈의 간택은 전년 12월에 

있었다{C했뼈錄』 권98 ， 영조 37년 12월 쩍!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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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청하였다 39) 이에 따라 현종의 입학례는 효종 3년 4월에 가서 비로소 시행 

되었다찌) 전술했듯이 현종의 책례는 효종 즉위년부터 확정된 것이지만， 인조에 

대한 3년상으로 인해 효종 2년으로 연기된 것이고， 반대로 입학례는 효종 2년에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l년 뒤로 밀린 것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책례가 선행한 것이고 입학례와 관례 • 가례가 연계된 것으로， 통상적인 의례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원론적인 내용 대신에 현실적으로 행해졌던 변용의 사례에 무 

게를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의례의 실행이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젓이며， 현종의 사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조가 현종의 사례 중 책례가 관례 및 가례와 같은 연도에 이루어진 것만 

을 특기할 뿐， 당초 동시기로 예정되었다가 1년 뒤에 거행된 입학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정조가 삼례(三禮)를 통합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입학례를 배제하려 

는 것이었음은 정조 21년의 논의에서 얽을 수 있다 이 해 11 월 제신(諸昆)들이 

원자의 세자 책봉을 촉구하자 정조는 

만일 웅당 행해야 할 예(禮)를 전례를 상고하여 행한다면， 입학 • 책봉 · 가례 

를 장차 해마다 행해야 하니， 의문(없 K)이 너무 장대해질 듯하다 해마다 경사 

를 거행하기보다는 1년에 합해서 거 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을묘년(정 

조 19) 경사 때에도 육경(六慶)을 합하여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젓이 내가 반드 

시 늦추며 기다리고자 하는 이유이다 41) 

라고 하였다 위에서 정조는 종전부터 신료들이 요구해 오던 책례를 대상으로 

39) ，孝宗... 錄」 권7 ， 효종 2년 8월 Iî辰

40) ，孝宗'1ft통』 권8 ， 효종 3년 4월 쫓표 

41) ，正祖實綠4 권47 ， 정조 21년 11월 己B ， “若以應行之禮 按例行之 則入學封冊嘉fI 將

逢年없之 懷文太涉張大 年年稱慶 不如合暴-年 故ζgn之慶 亦合六훌 此子所씨없뚫 

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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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으나 당시 원자의 나이가 8세가 되어 입학례가 시행될 시점에 이르렀 

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입학례를 연기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연차적인 시행의 부담을 말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다 

여기에는 앞서 실행한 6경의 사례가 원용되고 있는데， 6정이란 당초 5경에 

환조의 영홍본궁 추제를 추가한 것이었다.42) 5경은 정조의 즉위 20년， 정순대 

비의 망움望六) 존호(尊號) 가상φn上)， 사도세자의 존호 추상(追上)， 혜정궁(惠 

慶宮)의 주갑(周甲)， 혜경궁의 존호 가상이다 43) 결국 정조 19년에 6개의 정사 

를 통합하여 실행한 것을 전례로 삼아 책례를 연기하였고， 이에 따라 입학례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다시 “입학시키는 것은 관례 전후로 어느 때나 안 될 것 

이 없지만， 관례를 행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44)고 밝혀 입학례를 관례 

뒤로 미루어 두었다 입학이 관례보다 늦은 경우는 장성한 뒤에 후계자가 된 효 

종과 영조를 제외하면 조선후기에는 현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표현 또한 현 

종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럽 정조는 책례를 관례 및 가례와 묶어 삼선의 효과를 표방하였고， 이들 

의례가 행해진 가장 늦은 나이인 11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가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행장에 따르면 재간택(再據擇)이 끝난 후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세자빈으로 

내정하면서 사체가 별궁(別宮)과 다름이 없으므로 지친(至親)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45) 이것은 의례 실행을 남겨두었을 뿐 

사실상 가례에 해당하는 의미를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연내에 가례 

42) c正祖Jf緣』 권42 ， 정조 19년 윤2월 王寅， “命桓廠追體훌科 合를짧五훌 底試VÁ六，If움 

號”

43) c 日省緣』 정조 18년 12월 13일 甲寅"今훌慶名 當以없下ruwp二十年 훌훌~.~몇六加 

上尊號 景흉宮追上尊號 효宮.~周甲 흉宮加上尊號 合五훌稱號乎 從之 敎싸jI_名 YA合 

五j톨稱號“ 

44) c正ijl.隊』 권52 ， 정조 23년 11월 康辰

45) c正祖.if<， 권54 ， 정조 24년 윤4월 辛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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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실행한다는 의미를 확보하였다 다만 정조의 급서로 국상을 치르게 됨에 

따라 가례는 순조 2년에 이르러 비로소 설행되었다 

반면 입학례는 논의되지도 않았고 끝내 실행되지도 않았다 이는 현종의 사례 

로 보아 이듬해에 예정되었던 것으로 상정할 수도 었다 그러나 관례 후 입학례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로도 실행하지 않으려는 의 

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후술하듯이 알성(謂聖)을 제외하면 입학에 

수반되는 사부 임명과 F소학』 강독 등이 모두 강학챙(講學廳)을 통해 처리되었 

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2. 입학례 배제에 나타난 정조의 ‘군사’ 이념 

정조 24년의 입학혜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관혜와 가례를 묶어 삼선(三善)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선왕인 숙종이나 영조와는 다른 연모였다 숙 

종과 영조는 세자의 위상 확보와 연계하여 입학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숙종은 『소학」을 어제서(細製序)와 함께 인간하고 이를 입학례에 사용하도록 하 

였다.46) 숙종 21년 3월 세자의 입학례가 거행되었는데，47) 고례(古禮)에 따라 세 

자는 먼저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文蘭)를 배알하고 작현례(햄없禮)를 행하였다 

이어 명륜당에서 박태상(朴泰尙)에게 『소학』을 받고， 여러 유생들과 나이 순서 

대로 앉았다. 

이튿날 숙종은 인정전(仁政願)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문(敎文)을 반 

포하였는데， 여기서 숙종은 

두 H月이 이어서 밝아， 일찍이 억조 백성의 희망이 쏠혔고， 8세에 입학하니 

삼대의 학규(學規)를 따랐다 이에 새폐를 내려 함께 경축함을 흐뭇하게 여기 

노라 [ ... J 세자가 몸을 굽혀 여러 유생들과 나이대로 앉으니 〔屆밟君而園生〕 

일은 도덕을 중히 여기는 떼서 빛나고， 한 가지를 행하여 삼선(三善f을 얻으니 

46) 숙종의 『소학」 인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윤정(2004. 12) 창조 

47) f빼宗 .. 綠』 권28 ， 숙총 21년 3월 쫓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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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物때j쩌三R']， 의리가 인륜을 밝히는 데서 나타난다 예악(쐐樂) • 시서(，냐 

픽)가 여기에 갖추어지니 환하게 말할 만한 것이 있고， 수신 • 제가 · 치국 · 명 

천하가 여기에 근본하니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이제 장차 옹갖 복록(꾀 

얘)이 여기에 모일 것이니， 나 혼자만 사사로이 기쁜 것이 아니다 48) 

라고 하여 세자의 입학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천명하였다 여기서 숙종은 

세자의 치학을 통해 삼선의 효과를 얻는다는 삼대의 학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었다 또한 수신 · 제가 • 치국 • 명천하의 근본이 여기에 있음을 말한 것은 이 

행사가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매개임을 말한 것이었다 

이처럼 입학례는 왕위 계승자의 위상을 공인하는 행사로 자리하고 있었고， 

『소학』은 그러한 이념을 표현하는 매개로서 중시되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입학례를 거치고 『소학』을 받은 것은 이 때분이었다 28세에 세 

제(世弟)에 책봉되었던 영조는 이듬해 입학하였는데，49) 이 때 태학박사 조태억 

(趙泰憶)으로부터 『소학』을 배웠다 50) 경종은 영조가 입학한 이튿날 반포한 교 

서에서 영조가 ?소학』을 배우는 의미를 각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51) 

『소학』 강독은 왕위 계승자로서 훈련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국왕의 

성학(聖學)을 바라는 사대부-신료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52) 따라서 『소 

학』은 나이나 실제의 학문 수준과 상관없이 입학과 연계하여 학문적 단계를 밟 

는 출발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자， 혹은 세제에게 왕위 계승을 상정하였 

48) ，關宗實錄4 권28 ， 숙총 21년 3월 甲~. “兩離繼明 早짧~I\姓之望 A歲入學 rI::훌三代之 

規 짧用宣詞 흙與同慶 […] 屆없君而짧生 事光훌道 行)物而得츠善 義홉明倫 禮뺏詩 

書之備於斯 煥품可述 修齊治平之本乎此 尙훗何加 方將百緣是道 非獨-A私홈” 
49) ，景宗톰짧』 권9， 경종 2년 9월 康子

50) ，景宗實聯」 권9 ， 정종 2년 9월 康子

51)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辛표 “i훌補應對之節 1ft'.觸小學之年 修齊治平之要 今
乃講大A之道”

52) 효종의 정우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현세자의 서거 후에 세자로 책봉 

된 효종의 경우， 책봉 당시 나이가 26세였다 이 때 효종은 책봉과 더불어 入學하였다 
('{二祖實錄』 권46 ， 인조 23년 10월 康寅) 이에 대해서는 별고로 자세히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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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숙종이 경종의 입학을 위하여 갑술환국 이후 이이의 『소학제가집주』 

에 어제서를 달아 간행한 이래 『소학』은 숙종에서 경종을 거쳐 영조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표상하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 53) 따라서 영조는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기 위해 이를 각별히 명가하는 한면， 자신의 계승자에게로 연장시키고자 

하였다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는 영조 즉위 후 곧바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54) 그는 

영조 3년에 입학했는데， 이 때 입학례에서 『소학」을 받아 앞에 있는 서안(書案) 

에 놓는 의식을 치렀다 55) 그러나 효장세자는 이듬해 요절하였다 

영조는 통왕 1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띔을 얻었는데， 그가 사도세재思掉 

世子)이다 사도세자는 만 1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동왕 18년에 입학례를 거 

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소학J을 강독하였는데，56) 영조는 당시 백관의 하례를 

받고 반포한 교서에서 역시 삼대의 제도를 준행함을 밝히면서 이를 가리켜 “열 

성조에서 일찍이 행하셨던 바”라고 하였다 57) 

한면 영조 37년 세손의 입학례에 따라 반포한 교서에서는 

문손(文孫j을 치학하도록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작은 네가 복유(服偏)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 ... J 아1 일대( ↑U의 효 

(孝)를 일으키는 방법을 열어 삼선을 모두 얻었고， 만년토록 근본을 튼튼히 하 

는 업적을 수립하니 백록(1녀때)이 여기에 모일 것이다 58) 

53) 윤정(2004.12)， 앞의 논문 특히 f소학체가집주』의 간행은 『성학집요」의 진강과 더불 

어 제왕학을 정비한 이이의 학문을 포장함으로써， 이이의 문묘종사와 출향 · 복향을 단 
행하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원자 책봉에 반대하였던 노온의 명분 

을 보강해 줌으로써 서II^K景宗)의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2006.6) (2006.12) 창조 

54) ，英祖實錄』 권3 ， 영조 원년 2월 쫓E 

55) "英祖... 錄』 권 11 ， 영조 3년 3월 因牛

56) ，英祖實錄」 권55. 영조 18년 3월 ζ西

57) ，英祖實錄」 권55 ， 영조 18년 3월 內!:x

58) ，英祖實錄」 권97 ， 영조 37년 3월 E西， “惜以文孫而團學 古有是 不見썼t女之服備 子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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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치학과 삼선의 이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숙종과 정종이 

세자 및 세제의 입학에 맞추어 반포한 교서와 통일한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조는 입학례를 배제하면서 세자의 위상 강화라는 문제를 다 

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례의 과정에서 입학례를 배제한 

논리는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었다 

천자의 원자와 적재適f)가 빼에 입학하는 것은 곧 삼대의 고례로서 본래 

관례와 책봉의 선후(先後)에 관계되지 않는다 […]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 

리는 것이 있다 대체로 선성(先聖)에게 배례(拜禮j하는 것은 큰 예이지만 종묘 

에 배례하는 것도 큰 예이니， 알성(꿇聖)을 묘현(蘭見)보다 먼저 하는 것이 예의 

(禮행에 어떨지 모르겠다 [ ... ) 그렇다면 입학하는 것이 비록 선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높인 뒤 선조(先뼈를 높이고 선조를 높인 뒤에 선생 

을 높여야 할 것이다 59) 

위의 지적은 입학이 중요한 의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책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 근거는 묘현보다 알성이 우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조의 

인식은 의례 대상이 가지는 권위에 따라 경천(敬天) 존조(尊祖)-존성(尊聖)의 순 

서로 그 비중을 차동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예의상 입학혜와 관례 • 책례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면 

서도 세자의 입학례를 선성， 곧 공자와 선왕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분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왕위 계승자로 확정되는 세자가 선왕에 대한 묘 

현 보다 공자에 알현하는 의식을 먼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이는 치학을 통해 삼선의 의미를 째닫게 함으로써 왕위 계숭자로서 

본격적인 수련에 나서게 한다는 입학례의 의미를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인 

嘉 […] 於없 爛-代興孝之方 三善皆得 빼萬年훌本之業 百緣是適「’

59) ·正祖.. 綠』 권47. 정조 21년 11월 己f:'.， “至於入學 則非設都앓之훌 且天子之元子適子

八歲入學 w三代古禮 本不係於冠禮封冊之先後 [ ... ) 但有-훌 不能無양 且手中者 夫拜

先聖 大禮也 拜宗廠 亦大禮也 調聖之先於뼈見 未~.훌意之何如 [ ... ) 然則入學雖日尊聖

而尊天而後尊祖 尊祖而쨌尊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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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재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정조의 입장에 대해 신료 쪽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데서 잘 나 

타난다 정조의 지적에 대해 이병모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입학례를 반드시 먼저 거행하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구경(力經)의 의(義) 

를 보면 존현(尊賢)이 존친(尊親)보다 앞서 있습니다 알성은 선사를 존숭하는 

것이니， 선사를 존숭하는 것이 곧 존현입니다 존현 연후에 비로소 선조를 높이 

고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대의 예에서 입학을 가장 

중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ω) 

이병모의 주장은 『중용」의 9경에서 존현이 존친보다 앞에 있음을 근거로 삼 

고61) 존λk尊師)를 존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존친보다 우 

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것은 말미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존현 

을 통해 존친과 경천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권위의 순서가 아니 

라 학습의 순서에서 그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를 경우 알 

생은 학습 과정에서 스승에 대한 존숭을 의미하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제시된다 

입학은 이 이념을 구현하는 의례였다 

쟁조가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입학례에 수반되는 알성의 대상인 공자가 삼대 

이후 군도와 사도가 나뒤었을 때 사도를 전수한 인물이라는 데 있었다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숭을 표하는 것이었다 영조가 늦은 나 

이에도 불구하고 입학례를 치른 것은 바로 예외적 상황에서 계승자로 선택된 자 

신의 위상을 신료들로부터 공인받고자 한 것이었다 세자가 어릴 경우 입학은 

치학의 이념에 따라 설정될 수 있었으나 이미 장성한 영조의 경우 이러한 원론 

60) ，正祖톨緣a 권47 ， 정조 21년 11월 cE'" “入學之禮 未必不可先훌 九짧Z義 尊용先於 

親親 응홉聖者 所以尊師也 尊師 w尊賢也 尊賢然後 方學得尊iïJl.敬天之道 此所싸三代之禮 

最重入學也”

61) ，中庸』의 9햄이란 修身， 尊용， 親親， 敬大g!， 體群g!， 子應民， 來百I， 柔遠A， 빼諸候를 

말한다 또한 朱熹는 “親親之殺 尊賢之等”에 대한 설명에서 “欲盡親親之仁 必由尊훌之 

義”라고 하여 尊톰이 尊親보다 선행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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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주의 권위가 신료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의 사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의식 

한 정조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에 정조는 장성한 

세자에게 직접 책문을 전수함으로써 계승자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반대로 입학 

례를 배제함으로써 신료들의 논리에 의해 규정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는 당초 입학례를 거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책례 • 관 

혜와 통합 실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기시키고， 정작 원자가 성년이 되는 단계에 

서는 입학을 관례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알성이 묘현보다 앞설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배제하였던 것이다 62) 

이것은 결국 세도(世道)를 담임하는 사도(師道)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 17세기 이래 산림이 사도를 담임한다는 명분을 들어 후계자의 교육， 나아가 

정계의 논의에 직접 관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정조는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로서 비정하고 군신 관계에서 

국왕이 철저히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명가된다. 이 점에서 

입학례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단적으로 표현된 

의례 내지 정책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3) 

62) 군사 이념을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 국한하여 접근할 경우 입학례는 오히려 군사 이념 

에 부합하는 의례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도가 사도가 일치한다는 군사 이념의 

본질은 국왕의 위상이 신료들이 쩨시하는 논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입학례는 신료들이 쩨시하는 틀에 의해 왕위 계승자가 그 위상을 인정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조의 군사 이념에 가장 저촉되는 의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신료들과 맞서 묘현이 알성보다 우선함을 말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63) 정조는 자신이 직접 장생한 세자에게 군주 성학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모색하고 있었는 

데 c대학유의」 연찬은 그 산물로 이해된다 이것은 정조가 입학례를 단순히 연기시키 

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배제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세자 책혜와 r대학유의」의 상 

관성은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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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에서는 정조가 세자의 책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을 분석하 

고 여기에 반영된 정조의 군사 이념의 일단을 살며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요절한 후 새로 얻은 아들에 대해서는 원자로 책봉하였을 

뿐 세자 책봉은 계속 미루었다 당시 정조는 원자 책봉만으로 그 위상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숙종의 전례를 모범으로 삼아 세자가 장성하여 책명 

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엽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변에서 단종 사적 

의 정비를통해 신료들의 충의를요구하는등후계자로서 원자의 위상을확고히 
쌓아가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은 통왕 24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었다 정조는 

조상의 교시를 결정의 계기로 내세웠는데， 이는 동왕 19년 환조를 영홍본궁어1 

추제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아울러 책례와 관례 • 가례를 함께 거행하기로 하 

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이 모두 찬동의 뭇을 밝히자 정조는 이를 ‘대동’의 의미 
로 명가하였는데， 이 또한 환조 추제에서 이미 피력된 것이었다 이는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에 이어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왕통에 대해서도 대통의 이법으 
로 그 의미를 확증하려는 것이었다 

책례를 관례 · 혼례와 함께 거행하는 것은 현종의 고사를 원용한 것으로서 이 

를 매개로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대통의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당시 행사를 

담은 계도병에 수록된 서문에도 역시 현종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 

종의 사례는 세손에서 세자로 진봉하는 상황과 인조의 국상이라는 사정이 개재 

된 예외적인 경우로서， 곧바로 세자를 책봉하는 정조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 
다 그럼에도 정조가 현종의 사례를 원용한 것은 이들을 묶음으로써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조 24년 2월에 세자의 관례와 책례가 함께 거행되었다 순서상 관례가 먼 
저였음에도 관례 때 내려주는 훈서를 책례 때 내려주는 책서가 겸하도록 처리하 

였는데， 이는 의례의 초점이 책봉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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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이 된 세자에게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가례 

는 채간택까지 진행되고 세손빈도 내정되었으나 정조가 서거함으로써 의례는 

순조 즉위 후에 거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통상 책례는 별 

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주로 입학과 관례， 가례가 연속적으로 시행되 

었다. 그러나 정조는 책례와 관례， 가례를 묶고 입학혜를 제외하였다 정조가 원 

용한 현종의 사례는 어린 나이에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관행과 부합하고 있었다. 곧 정조는 원론보다는 

변용된 사례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당시 『예기』 「문왕세자」면에서 ‘삼선(三善)’의 효과를 인용하며 의례 

의 통합 시 행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본래 세자의 치학(짧學)을 

준거로 한 것으로서 입학례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입 

학례를 배제하고 책례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조 21년의 논의 

부터 이미 제시되고 있었는데， 책례 연기의 의도는 바로 입학례를 배제하는 데 

있었다 실제 입학례에 따르는 사부 임명과 F소학』 강독은 강학청에서 미리 처 

리된 상태였다 

정조는 결국 입학례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관례와 가례를 묶어 삼선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의례로서 입학례를 

중시한 숙종이나 영조와는 다른 면모였다. 앞서 숙종과 영조에게 입학례는 왕위 

계승자의 위상을 공인하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었고~소학』은 그러한 이념을 표 

현하는 매개로서 중시되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세제로 책봉되어 입학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조는 세자 및 세손의 책봉에서도 입학례를 

설행하였고， 그 의미로서 치학과 삼선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영조의 전례가 결국 땅풍이 신료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는 입학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조는 

배례(拜禮) 대상의 권위 차이를 근거로 알생(調聖)이 묘현(願見)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신료들은 『중용J 9정에서 존현(尊뿔)이 존 

친(尊親)보다 앞에 있음을 들어 입학례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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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은 신료들이 요구하는 군주 성학(聖學)의 단계를 수용하는 의미가 있었으 

며，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숭을 표하는 것이었다 정조 

는 이것이 군주의 권위를 저해한다고 보고 제외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로서 비정하면서 군신 관계에서 철저히 

국왕이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명가된다 이 점에서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왕실 의례를 통해 천명된 사례로서 그 의미를 규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지향은 세자 교육을 매개로 한 군주 성학의 전수에서 

도 구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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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deology of ‘ Gunsa/(Master King) ’, mirrored in 

the Investiture ceremony held for the crown 

prince of King ]eongjo 

Yoon, Jeong 

King Jeongjo kept delaying the crown princε ’ s ceremony of 

InVεstiture(冊禮)， until J anuary the 24th year of his reign whεn he 

decided to hold the ceremony for the crown prince who became 11 that 

year. Jeongjo cited the instruction from the ancestors as the one which 

prompted his decision to hold the ceremony, and cited the necessity of 

‘ unity(大同)’ in orJer to secure the consent of the vassals. Jeongjo 

decided to hold the investiture ceremony, along with the coming-of-age 

ceremony(冠禮) and the ‘ausplc lOUS ’ ceremony(嘉禮). The decision was a 

fairly intentional one, and it was basically to remove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入學禮) from the entire process. It was also the 

reason why the investiture ceremony was delayed for such a long time 

The ceremony of school entrance and εducation of the crown prince, 

were all handled by the Ganghak-cheong(講學廳) office for the time 

being. 

In the time before,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 was perceiveJ 

as a ceremony which officialized the status of the person who was going 

to be named as successor to the throne , and it had the meaning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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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as part of the royal family , going through necessary steps of 

studying the teachings of noble saints(君主 聖學)， which was required of 

thε successor tO the throne, by the vassals. In response to such notion, 

King Jeongjo considered taking such step as having the royal authority 

of the King defined by the vassals(who were basically subjects of the 

King), so he decided to εliminate the ceremonial occasion based upon 

such notion from the entire ceremonial process that involved the crown 

prince. And in doing so, King Jeongjo made it clear that he considered 

the King's authority more important than the order of steps that should 

be taken in educating the crown prince. All these efforts basically 

signaled the fact that the King and the successor were going to promote 

themselves as Master Kings(Gunsa/君師)， and take the leading role in 

realizing the cause of righteous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vass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