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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는 역  최장수한 군왕이자,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龍床에 머

물 던 유일한 왕이었다. 그는 재 기간동안에만 40字의 號가 加上되어 

화려한 수사를 지닌 군주가 되었다. 조는 재 기간동안 5차례의 존호를 받

았을 만큼, 살아있는 가장 지엄한 존재로 반세기를 통치하 다. 이는 그의 治

世에 한 가장 직 인 평가이기도 했다. 제1차 존호는 조 10년  왕의 

정통성과 각 정  간의 명운을 건 신유년 御製書인 大訓의 반포가 이루어

지자, 정치세력 간 타 의 상징처럼 존호 가상이 추진되었다. 제2차 존호

는 조 20년  皇壇의 증축과 均役法의 완성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균역은 사회 각계층을 다양한 세원으로 확보하는 하나의 타 의 산물이

었기에 존호 가상의 의미는 남달랐다. 이후 존호 가상의 성격이 변화를 맞이

하 다. 제3차 존호는 조 30년  을해옥사시 왕의 규모 처벌을 합리화하

고 최종 완결짓는데 활용되었다. 제4차 존호 역시 조 40년  월 인 왕

권을 바탕으로 신료들에 한 인 견책의 명분으로 쓰 다. 제5차 존호

는 조 50년  왕세손이 반 세력을 축출하고 리청정체제를 확립한 후, 
반 의 제거와 차기 왕 계승권자의 정통성 확보차원에 추진되었다. 조

년간 이루어진 5차례의 존호 가상  반기의 두 차례는 정치세력 간 통

합과 사회계층의 타 을 상징하는 성격이 짙었으며, 후반기의 세 차례는 

특정 정치세력에 한 처벌과 그 정당성 확보라는 의미가 컸다. 이 듯 조

가 享有한 화려한 명칭들은 당 의 시 상을 여실히 반 하 다. 

핵심어: 英祖, 號, 大訓, 皇壇, 均役, 金致仁, 乙亥獄事, 代理聽政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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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는 31세라는 늦은 나이에 왕 에 올라, 반백년을 재 하여 천수를 리고

서 薨去했다. 그는 역  최장수한 군왕이자,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龍床에 머물

던 유일한 왕이었다. 諱는 昑이고, 字는 光叔, 軒號는 養性이며, 6세 때 父王으

로부터 하사받은 延礽君이란 君號로 潛邸시 을 보내었다. 임 이 되어서는 신료

들에게 君師로 인정받아 堯舜으로 추앙받았으며,1) 晩年에는 自醒翁으로 自號하

기를 마다하지 않았다.2) 

극심한 정치변동기에 혼란을 종식시키고 탕평정치를 처음으로 궤도에 안착시

켰으며, 續大典  續五禮  등을 간행하여 國制를 재정립하 고, 均役法을 

성립시켜 稅制를 안정시켰다.3) 한 節用과 禁酒를 내세우며 제된 생활로 모범

을 보이며,4) 民國을 내세우며 백성을 한없이 아낀 군주 다.5) 그는 한밤 에라도 

백성을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백성을 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신료들을 

독 하기가 다반사 고, “백성을 해서 군주가 있는 것이지, 군주를 해서 백성

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과격한 발언조차 서슴치 않았다.6) 뿐만 아니라 乙亥獄事

 1) 조년간 요순정치상에 해서는 다음논문 2장 1  ‘堯舜政治의 추구’ 참조. 김백철, 2005, 
｢조선후기 조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 서울 학교 국사학과, 288~300
쪽.

 2) 조의 ‘自醒翁’에 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참고된다. 정조의 ‘萬川明月主人翁’도 조의 

향을 받은 듯하다. 御製自醒 (奎5452); 御製追慕 (古923.1-Y43); 御製永世追慕 (奎
6607); 御製近八歲自醒翁問答(K4-1293); 御製近八自醒翁光明殿自敍(K4-1311); 御製近八

自醒翁自敍(K4-1312); 御製續集慶 編輯 9冊, 自醒翁自慨(K4-4620); 御製續集慶 編輯 
12冊, 五朔之後聞鼓吹軒架自醒翁 主人翁問答(K4-4620); 翼宗[文祖], 淡如軒詩集 1冊, 英廟

自醒 御詩韻; 翼宗, 淡如軒詩集 2冊, 英廟自醒 御詩韻(K4-431); 翼宗, 敬軒集 1冊, 英廟

自醒 御詩韻(K4-420). ※이하 ‘奎~’  ‘古~’는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K~’는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3) 조년간 更張의 성과에 해서는 다음 참조. 박 용, 1997, ｢ 조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국사편찬 원회; 김백철, 2010, 조선후기 조의 탕평정치: 속 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4) 御製戒酒綸音(奎3992); 英祖實 卷90, 英祖 33年 12月 己卯(21日); 김백철, 2011, ｢ 조의 

윤음과 왕정 통｣ 장서각 26, 한국학 앙연구원, 36~46쪽.

 5) 御製集慶 編輯 卷3, “噫今年益衰”(K4-4620); 承政院日記, 乾隆 30年( 조 41) 5月 30日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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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모 숙청을 단행하고 壬午禍變에서 친아들조차 가차없이 처단했을 만큼 

비정한 권력자이기도 했다. 晩年의 老衰한 蕩平君主는 堯舜의 자애로움과 제군

주의 이미지, 양면을 모두 지닌 지엄한 국왕이었다.7)

仙馭後 정조년간에는 처음 ‘英宗’으로 宗廟에서 칭해졌다가, 다시 고종년간에 

‘英祖’로 추존되었다.8) 그는 재 기간 동안에만 40字의 號가 加上되었으며, 정

조년간과 고종년간에도 諡號와 號를 더하 다. 廟號, 陵號까지 합치면 長長 60

字의 화려한 수사를 지닌 군주가 되었다. 이러한 긴 수식어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軒號나 君號 혹은 직  즐겨 사용한 自號, 喪禮 때의 殿號 등과 달리, 일정한 

평가에 기반해서 새로이 부여된 명칭이라는 에서 意味深長하다. 

조는 재 기간동안 5차례의 존호를 받았을 만큼, 살아있는 가장 지엄한 존재

로 반세기를 통치하 다. 평균 10년꼴로 한차례씩 존호를 받았으며, 이는 그의 治

世에 한 가장 직 인 평가이기도 했다. 존호는 한번에 8자씩이 바쳐졌으며 매

번 정국변동과 한 연 이 있었다. 따라서 조가 享有한 화려한 명칭들은 당

의 시 상을 여실히 반 하 다. 특히 조 반기 신료들의 강력한 청원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존호 가상과 후반기 별도의 처분을 통해서 인 처벌이 

일어난 후 신속히 받게 되는 존호는 그 맥락이나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각 존호들이 부여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英祖治世 정국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조 반 정국지형
   

조선시  사람들은 일반 으로 諱, 字, 號를 지니고 있었는데 국왕도 외는 아

니었다. 조의 경우도 술하 듯이 모두 갖추었으며, 덧붙여 자신이 머물던 장

소의 軒號, 그리고 被 되면서 君號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英

 6) 列聖御製卷27, 英宗大王, 文, 社壇祈年夜坐涵仁庭書 御製以勉後王(奎1803-16); 承政院日

記, 乾隆 20年( 조 31) 正月 6日(庚辰).

 7) 김백철, 2010, ｢ 조의 의리명변서 천의소감의 편찬과 정국변화: 요순의 두 가지 얼굴, 탕
평군주와 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121, 한국학 앙연구원.

 8) 재 廟號都監 軌(K2-3062)  동일본 (英祖)廟號都監 軌(奎13301)가 바로 고종년간 

조 재평가의 의미를 띤 추존사업의 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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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라는 묘호는 생 에는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인 확정도 사후 

100여년이 훨씬 지난 고종년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임 은 재 기간동안은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사실 별칭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으로는 사후에 

廟號, 諡號, 陵號 등을 차례로 부여하 다.9) ‘ 조’ 역시 사후에 올려진 묘호에 해

당한다. 

그런데 조에게는 사후의 칭호들뿐만 아니라, 상술한 수십여자의 존호가 별도

로 존재한다. 다른 왕들이 존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독 많은 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號는 재  당시에 올려지는 것이 일반 이나 특별한 

경우 사후에도 더해지기도 하 다. 조는 생 에 5차례나 존호를 받았다. 이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임 에게도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도 체 무

엇 때문에 왕에게 그 이상의 권 가 필요했을까? 

조는 경종년간 신축～임인년에 벌어진 옥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던 

獄案을 소각하는 차를 밟는다. 특히, 이는 경종의 입장에서 노론을 역도로 몰아

서 처벌한 사건이었다. 당시 延礽君[ 조]을 지지했던 노론이 공격을 받았기에 배

후의 王世弟도 무사하기는 어려웠다. 간신히 경종의 도움으로 목숨만을 구명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연루자로서 연잉군이 거론되었으므로 자신의 이름도 獄案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옥안을 그 로 둔다는 것은 새로 즉 한 신왕에게는 매

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쉽사리 옥안을 기

하지 못하고 약 17년 동안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왔다. 

이는 경종～ 조 반의 복잡다단한 정치사의 난맥상이 경종과 조 두 왕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다.10) 父王 肅宗은 주지하다시피, 재  반기에는 서인과 

 9) 조선 기에는 아직 禮制가 정립되지 않아서 諡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다가 이후 諡號와 

號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시호는 諡로도 한동안 칭해지기도 했다. 아울러 徽號도 

등장하는데 생   사후 모두 부여되었고 號와 거의 동일표 처럼 사용되었다. 다만 시

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서  조실록에서는 존호 가상 논의를 왕에게 徽號

[徽稱]를 올리는 일로 풀이하고 있어 존호와 휘호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고종년간 

의궤에서는 휘호를 시호처럼 존호와 구분해서 기재하 다. 왕의 사후에는 반드시 廟號․諡

號․陵號․殿號 등이 함께 올려지고, 향후 추존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시호․휘호․존호 

에서 당 의 선호도에 따라서 올려졌다. (英祖)廟號都監 軌(奎13301); 英祖實  卷 50, 
英祖 15年 12月 癸巳(21日).

10) 조 반기 정국지형에 해서는 다음논문 참조. 이재호, 1981, ｢탕평정책의 본질고(상)｣ 부
산 학교 논문집 1: 인문․사회과학 편, 부산 학교; 이재호, 1982, ｢탕평정책의 본질고( )｣ 
부산사학 6, 부산사학회; 이재호, 1983, ｢탕평정책의 본질고(하)｣ 인문논집 24, 부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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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들을 환국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 으며, 이 과정에서 宋時烈, 尹鑴, 許積 등 

여러 붕당의 山林들을 賜死했을 뿐만 아니라, 仁顯王后 閔氏와 禧嬪 張氏 등 자신

의 妃嬪도 여지없이 희생시켰다. 특히 재  후반기에는 노론과 소론의 경쟁을 효

과 으로 유도하 고, 기야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景宗]와 연잉군[英祖]마 도 

왕 계승 쟁에 뛰어들게 했다. 이를 통해서 숙종 자신은 월 인 왕권을 확립

하 다.11) 

그러나 이 때문에 당  최고의 名士와 王后, 그리고 왕자들은 희생을 당하 다. 

숙종은 만년에 경종을 불신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연잉군을 차기계승자

로 지명하지는 않았다. 소론과 노론 어느 일방의 독주를 견제한 것이다. 이 때문

에 노론이 상당수 집권한 상황에서 소론이 지지한 왕세자가 즉 하는 형국이 벌

어졌다. 정치  난맥상은 조 즉 시에도 한번 벌어져서, 노론이 지지한 왕세

제가 소론 정권하에 왕 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  상황 때문에 두 

왕은 모두 집권 기 戰戰兢兢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왕권의 회

복에 심을 기울 다. 경종년간에는 신축년과 임인년 옥사가 바로 그러한 왕권

회복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론을 誅戮했으나 정작 경종이 단명하면

서 왕권 우 의 정국은 오래가지 못하 다. 

조가 즉 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어진 皇兄[경종]이 아우를 감싸며 兄

弟愛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과 소론의 립은 극에 달하 다. 어떤 의

미에서는 두 왕의 립이라기보다는 붕당의 립이 형제를 갈라놓는 형국이었다. 

雪上加霜으로 조를 지지한 노론마 도 왕에게 과실을 요구하 다. 그것은 철

한 소론의 토벌과 雪辱戰이었다. 新王에게는 자신을 명시 으로 지지한 붕당이 

오히려 즉 후 부담으로 돌아온 형국이었다. 

소론 진 [急 ]의 反王세력화에도 불구하고 소론 강경 [峻 ]와 온건 [緩

] 등 소론 다수는 선왕[景宗]의 유지를 받들어 嗣王[英祖]에게 충성을 맹약하

다. 다만 노론에게만은 敵意를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신왕에게 미래를 보장받기

교; 정만조, 1983, ｢ 조  반의 탕평책과 탕평 의 활동: 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정만조, 1986, ｢ 조  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탕평

에서 노론탕평으로의 환｣ 역사학보 111, 역사학회; 박 용, 1984, ｢탕평론과 정국의 변

화｣ 한국사론 10, 서울  국사학과.

11) 사실 號 加上은 숙종 후반기에 이루어진 정치  사건을 재 하는 의미도 있었다. 왕권이 

반석 에 올랐을 때 숙종도 존호를 가상받았다. 조년간에는 이 통을 바로 계승하고자 

했다. 肅宗實  卷53, 肅宗 39年 3月 丙戌(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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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랐으나 불구 천의 원수로 여기던 노론까지 감싸안을 생각따 는 없었다. 

한 조는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고자 하는 정치세력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

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당론을 버리면서 歸附해온 소론세력의 존재가 매우 유용

하다고 단하 다. 노론의 과도한 보상요구를 물리칠 응세력이 필요했기 때문

이다. 국왕은 균형을 맞추고 싶었을 뿐, 어느 한 붕당의 수로 자리매김하고 싶

지 않았다. 임 은 노론이 공공연히 擇君을 입에 올린다는 의심 역시 쉬 버리지 

않으면서 詰問하기 일쑤 다.12) 

조는 처음에는 왕이 되고 선왕의 장례가 끝나갈 무렵, 을사환국( 조 1)을 일

으켜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 일당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 다. 그러나 계속되

는 노론 일방의 소론숙청 요구를 들어  생각은 없었다. 조 3년(1727) 정미환국

을 단행하여 소론 정권을 기용하기에 이른다. 노론이 선택한 왕이라고 믿고 있던 

정국에서 상당히 충격 인 사건이었다. 왕은 자신의 즉 를 돕고 황형의 유지를 

받들었던 소론을 버리지 않았다. 이 덕분에 불과 몇 개월후 일어난 국규모의 

반란인 戊申亂에서 소론은 부신 戰果를 세우며 왕의 보 를 지켜내기에 이른

다. 이제 소론은 비단 功績에서도 조의 신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功臣이 되

었다. 이로부터 조와 소론의 월 계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소론은 당론으로 

지지를 보내지 못했던 국왕에게 옮겨오면서 통 인 당론의 틀에서는 정치 으

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불리했다. 이에 왕의 이데올로기에 훨씬 더 잘 부응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명분을 새롭게 창출하는데도 열심히

다. 국왕과 소론 탕평 들 사이에 이러한 이해 계가 맞아떨어져 조년간 탕평

정치가 본궤도에 진입하 다. 무신란을 진압한 후 기유처분을 계기로 탕평정국이 

처음으로 성립하 다. 

이때부터 정치명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조는 노론과 소론의 각 

붕당 모두에서 충신과 역신이 있다는 半 半忠 처분을 내리면서, 각당의 온건

[緩論]들을 포섭하여 정국을 합하려고 하 다. 여기에는 소론 완론들이 극

으로 나섰으며, 일부의 노론계가 참여하 다. 雙擧互 를 통해서 노론과 소론의 

온건 들을 균등하게 기용하는 인사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大

聯政은 조 15년(1739)경까지 지속되었다. 

12) 조의 노론과 소론에 한 兩是兩非論的 시각은 ‘十九日下敎’에서 형 으로 드러난다. 
英祖實  卷33, 英祖 9年 正月 辛丑(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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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 측에서도 온건  외에도 강경 던 峻  李光佐가 왕을 보좌할 수 있었

던 것도 노론과 소론 일당의 의리만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소론 명분의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실질 으로 소론은 조의 즉 를 돕고 무신란을 진압하

으며, 노론을 견제해주는 유용한 정치세력이었다. 특히, 소론 이 좌는 조에게

는 마음으로 믿는 스승에 해당했으며, 소론 朴文秀 등은 언제나 군주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마치 허물없는 사이처럼 지내는 신료 다. 이들 모두가 조 측근의 

소론들이었다. 

그런데도 조에게는 한 가지 난 이 있었다. 여기에는 여 히 신축-임인년 옥

사의 獄案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임옥사 자

체를 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즉 명분에 걸림돌이 되었다. 곧 실질 으로는 소

론이 왕에게 매우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 의 정치  부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여 노론의 정치명분을 복권시켜야 君王의 왕 계승 명분도 설 수 있다는 상

호 모순된 논리가 잠복해 있었다. 노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왕에게 환기

시켜 주었다. 왕은 잠시 잊고 싶어했으며 실제로 10여 년 이상 이러한 해묵은 정

치명분을 방치시켜 두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문제

다.

왕은 이 문제를 노론이 제시한 인 복수 을 통한 살육이 아니라, 보다 

명한 방법으로 처하고자 했다. 곧 노론과 반 세력으로 있던 소론과 남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신임옥사의 주요 당국자 으므로 신임옥사에 해서

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이들의 동의와 지지만한 것이 없었다. 이는 반 당

을 도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心腹을 얻어서 해결하는 세련된 방법이었다. 왕

의 정치노선을 십여 년 이상 경험한 反노론계 정치세력들이 모두 왕의 입장을 지

지하 고, 오히려 노론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군주의 존재를 믿고 따

르는 형국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정치명분의 회복과 자신들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받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주의 즉 명분과 연동되었

던 노론의 정치명분도 일정 부분 복권되었다. 이를 통해서 왕과 노론은 정치명분

을, 소론과 남인은 생명과 출사를 보장받았다. 노론은 못내 복수 의 기회를 놓친 

것을 못마땅해 했으나, 왕의 즉 과정과 반란진압, 그리고 반 정국운 에 소론

이 인 기여를 하 던데 반해서, 노론은 즉  이후에는 뚜렷한 공 을 내세

우기 어려웠다. 오직 즉   신임옥사에서 희생된 노론 4 신을 마치 殉敎 처럼 

떠받드는 방법으로 자당의 명분을 구축하고자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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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이 조 16년(1740)부터 시작되어 조 17년(1741)에 완성되었다. 

왕은 재  16년에 경신처분을 내려 신임옥사를 誣獄로 선포하여 노론 4 신을 伸

寃하 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론 일부세력[僞詩事件의 주모자]들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재  17년에는 남인과 소론이 주도하여 국왕의 이름이 기

재된 獄案을 불태웠다. 무신란 발발 시 소론 다수가 진압에 참여하 으므로 소론 

일부가 난에 가담했음에도 정치참여가 가능했으나, 남인은 숙종  후반부터 廢固

된 이래, 무신란에 극 참여하면서 더 이상 출사가 불가능하 다. 그런데 남인 

오 운이 극 으로 군주의 명분 회복에 참여하면서 남인의 출사기회가 보장되

었다. 이로써 노론과 소론 양당구도에서 벗어나 남인까지 포 하는 새로운 탕평

정국이 출발하 다.13) 

이때 비단 왕의 정치명분만 재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 탕평정치의 핵심

인 정책으로 알려진 淸要職 낭 의 自代制 폐지가 이루어졌다. 吏曹 銓郞[정5품

좌랑, 정6품좌랑]  三司[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의 당하 이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하던 제도를 폐지하 다.14) 붕당의 세력을 부양하는 지지기반이 제도 으로 

붕괴되었다. 붕당정치가 지속되면서 언론기능은 차 붕당간 격론이 발생하는 禍

根으로 인식되었다.15) 그래서 이때 면 으로 되었다. 한 지역에서 붕당

을 떠받치던 서원에 한 철폐도 이루어졌다. 사림은 書院과 祠宇를 근거지로 삼

으면서 향 사회의 지배력을 높혔다. 국왕은 이 역시 문제로 인식하여 인 

서원폐쇄조치를 취해나갔다.16) 이러한 조치가 모두 大訓의 반포를 후해서 이

루어졌다. 국왕은 御製書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명분을 中外에 공표하고 새로운 

권 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으로도 탕평정치의 기반을 확 해나갔다. 

이후 정국은 국가 인 경장사업에 몰두하여, 인 법제와 제 정비사업에 

돌입하 다. 조 20년  속 과 속오례의의 탄생은 기실 이러한 정국 분

수령을 기 으로 추진된 국가 인 사업이었다. 국왕은 즉 후 기존의 붕당정치구

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골몰하여 탕평정국을 궤도에 안

착시켰으며, 즉 의 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권 체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 다. 이제 임 은 보다 상징성이 강한 의명분에 목말라하고 있었다. 

13)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甲戌(5日); 英祖實  卷52, 英祖 16年 7月 己丑(21日).

14) 英祖實  卷53, 英祖 17年 4月 丙辰(22日); 英祖實  卷53, 英祖 17年 4月 丙辰(22日).

15) 承政院日記, 雍正 4年( 조 2) 12月 24日(辛巳).

16) 英祖實  卷53, 英祖 17年 4月 壬寅(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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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親耕禮  大 禮 등 각종 왕실의례를 부활시키는 한편, 군주의 권 를 드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다. 그  號 加上 역시 하나의 방편으로서 활용

되었다.

2. 조 반 타 의 상징

1) 1차 존호: 새로운 권 의 창출

조 17년(1741) 大訓을 반포하는 과정에서 군주에 한 號 加上운동이 본

격 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조 반기에는 여지껏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으로 정국운 에 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첫 존호 가상은 조 16년(1740)에 

이루어졌다. 이때 올려진 존호는 ‘至行純德 英謨毅烈’이다.17) 그 뜻은 “지극한 행

실과 순수한 덕을 갖추시고 뛰어난 지략과 굳건한 업 을 이룩하셨네”로 번역되

는 내용이다. 살아있는 군주에 한 최상 의 표 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즉

년의 국왕의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양된 至 에 한 修辭 다. 

조가 처음 존호를 받은 이후, 왕의 극 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신료들은 충성을 보이는 방편으로서 존호 가상을 선택하

다. 존호 가상은 군주의 권 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료들의 

心腹을 받아낸 결과로 내외에 誇示할 수 있었다. 이는 존호 가상이 조년간 어

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목이다. 

첫 존호의 가상은 조 15년(1739) 2월 5일 前正郞 林德升이 戊申亂을 진압한지 

10년이 넘었음을 기념하여 공덕을 기리자는 뜻의 상소에서부터 출발하 다.18) 왕

은 한사코 물리쳤으며 심지어 주청자를 삭직시키기까지 하 다. 그러나 3월 14일

에는 종실의 綾昌君 李櫹이 東朝[仁元王后]의 존호 가상을 주청하 다. 史臣은 이

를 사실상 왕의 존호 가상을 해서 먼  법통상 어머니인 인원왕후의 존호를 가

17) 英祖實 卷52, 英祖 16年 閏6月 丁未(8日). 

18) 1차 존호 가상 운동의 과정은 다음 기록에 의거하 다. 英祖實  卷48, 英祖 15年 2月 壬午

(5日); 英祖實  卷49, 英祖 15年 3月 庚申(14日); 英祖實  卷49, 英祖 15年 5月 丁巳(12
日); 英祖實  卷50, 英祖 15年 11月 甲寅(11日); 英祖實  卷50, 英祖 15年 12月 甲申(12
日); 英祖實  卷50, 英祖 15年 12月 辛丑(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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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 다. 宗臣의 청원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5월 12일에

는 宗室 琅堤郡 李燂 등 16인이 상소하여 東朝와 當宁[英祖]의 號를 청하 으

며, 11월 11일에는 宗室 南陽守 李煐이 상소하여 東朝의 號를 올리기를 주청하

고, 12월 12일에는 前尙衣別提 李弘遠이 상소하여 東朝의 號를 올리기를 청

하 으며, 12월 17일에도 宗室 密昌君 李樴 등 50여 인이 상소하여 東朝의 號를 

올리기를 청하 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 종친들이 조직 이고 극 으로 肅宗

妃 仁元王后와 국왕 英祖의 존호 가상을 주창한 것이다. 

거의 1년간 지속된 주청을 받아들여 익년( 조 16) 1월 9일에는 왕 비[인원

왕후]의 존호 가상을 공식 으로 논의하 다. 國朝의 故事가 이미 있으며, 왕

비가 왕후에 오른지 49년이 되는 해임을 내외 인 명분으로 내세웠다. 마침내 

2월 22일 격 으로 母后에게 ‘光宣’이란 존호가 올려졌다.19) 아울러 다음단계

로, 5월 15일에는 여세를 몰아서 宗室 夏坪正 李懋가 상소하여 孝宗의 존호를 더 

올리기를 청하 다. 이 청원도 받아들여져서 5월 28일 加上遵號를 ‘名義正德’이라 

하기로 의논하고, 6월 22일 효종의 존호를 반포하 다.20)

그리고 母后인 인원왕후와 효종에 한 존호 가상이 이루어지자, 이제 다시  

국왕에게로 존호 가상 논의가 이어졌다. 이미 5월 26일부터 宗室 密昌君 李樴이 

宗臣들을 거느리고 號를 올리기를 청하 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6월 25일 좌의

정 金在魯[노론] · 우의정 宋寅明[소론]이 卿宰를 거느리고 賓廳에 모여서 號를 

올리기를 청하 다. 이때 실록에서 사 은 金在魯가 宗室을 부추겨서 먼  존호 

가상을 시도했다고 기록하여, 모종의 기획하에 존호 가상 운동이 개되고 있음

을 암시하 다. 한편 6월 26일 좌의정 金在魯 · 우의정 宋寅明 등이 3品 이상을 거

느리고 賓廳에 모여 다시 아뢰어 號를 올리기를 청하 으며, 그리고 6월 27일 

좌의정 김재로 등이 3차로 아뢰었고, 한 6월 28일 좌의정 김재로 등이 다시한번 

百官을 거느리고 존호를 올리고자 庭請까지 행하면서 일종의 연좌시 도 불사하

다.21)

19) 仁元王后 崇都監 軌(奎13283);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正月 辛亥(9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正月 壬子(10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2月 癸巳(22日).

20) 孝宗加上諡號都監 軌(奎.13264);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5月 甲寅(15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5月 丁卯(28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辛卯(22日).

21)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5月 乙丑(26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甲午(25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乙未(26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丙申(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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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6월 4일 백 과 종신이 정청까지 하 고, 金在魯·宋寅明 등이 번갈아 아

뢰면서 극력 청하니 임 은 慈聖[仁元王后]께 고한 뒤에야 윤허할 수 있다고 하고

서, 이윽고 慈殿의 분부로 부득이 하게 존호 가상을 받아들인다고 하 다. 아울러 

자신만 받을 수 없으므로 母后까지 겸하여야 한다는 분부도 잊지 않았다. 마침내 

7월 20일에 이르러 조에게 ‘至行純德 英謨毅烈’이라는 존호가 올려졌다.22) 이때 

왕실가족인 肅宗妃 仁元王后에게 ‘顯翼’, 英祖妃 貞聖王后에게는 ‘惠敬’ 등의 존

호도 각기 올려졌다. 

이러한 존호 가상의 과정은 이후 마치 일종의 형식처럼 답습되었다. ㉮ 외방에

서 상소가 이어지고, ㉯ 종신이 극 으로 참여하며, ㉰ 백 이 수차례 정청을 

불사하는 강력한 청원에 마지 못해 국왕이 응하는 형식이 취해졌다. 그리고 ㉱ 항

상 국왕을 필두로 왕실의 웃어른인 모후와 왕비도 함께 존호 가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 존호를 가상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를 기념하는 특별과거시험을 치

르게 했다. 마치 후반기로 갈수록 제때 올리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듯이 인

식하 으며, 왕의 거 을 뿌리치고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건인 듯이 보인다. 그

기에 첫 존호는 이후의 典範이 되었기에 주요했다. 이 사건을 후해서 여러 모

로 존호 가상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러나 존호 가상은 사실 본래 목 은 아니었다. 이 시기를 기 으로 주요한 정

국변화가 나타났다. 존호는 이후 단행되는 여러 상징  조치  하나 을 뿐이다. 

1차 존호 가상과정은 경신처분이 내려지는 과정과 한 계가 있었다.23) 조 

16년(1740) 5월 19일 三司에서 임인년 옥안이 誣案이며 이를 覆審하여 신하들의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丁酉(28日).

22)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崇都監 軌(奎13286); 英祖實  卷52, 英祖 16年 閏6月 癸卯(4
日); 英祖實  卷52, 英祖 16年 7月 戊子(20日).

23) 1차 존호 가상운동은 ㉠ 조 15년 2월 5일~ 조 16년 2월 22일에 인원왕후 존호가상이 실

되었고, ㉡ 조 16년 5월 16일~5월 28일 효종 존호를 가상하 다. 이 기간 인 ❶ 조 16
년 5월 19일~6월 13일에 신임사를 무옥으로 천명한 庚申處分이 단행되었다. 한편 경신처분 

인 ㉢ 조 16년 5월 26일~7월 20일 에 인원왕후, 조, 정성왕후 등의 존호 가상이 이루

어졌다. 이어서 바로 ❷ 조 16년 7월 21일~10월 18일 남인  노론의 反案 주장이 시작되

었으며, ❸ 조 16년 10월 25일~11월 5일 僞詩사건 발생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❹ 조 17
년 4월 8일~4월 22일 서원 훼철  이조 랑 自代制가 폐지되었으며, ❺ 조 17년 5월 21
일~6월 20일 시사건의 처결되고, ❻ 조 17년 9월 12일~10월 1일 옥안 소각   훈 
편찬, 그리고 최종 으로 종묘에 告廟가 이루어졌다. ※㉠~: 존호가상운동, ❶~: 정치변동.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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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죄를 풀어주자고 하 다. 그러나 왕의 辯誣를 먼  청하지 않고 노론의 伸

雪을 청한 것이 조의 심기를 거슬려 윤허받지 못하 다.24) 약 한달이 경과하자 

6월 13일 마침내 임 이 大臣과 備局 上을 引見하여 임인년 三手 案이라는 獄

案의 이름과 계묘년(경종 3) 庭試의 科名인 討 庭試를 고치라고 명하 다. 7월 

23일 재차 옥안을 즉각 고치게 하 다.25) 결국 임인년 옥안을 反案하는 과정과 존

호 가상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존호 가상운동 과정에서 만들어

진 국왕의 권 와 엄이 옥안 자체를 뒤집는데 상당 부분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때 받은 존호  “지극한 행실과 순수한 덕을 갖추었다[至行純德]”는 

평가는 모든 정치세력의 승복을 얻어내어 국왕의 엄을 되새기게 했던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뛰어난 지략과 굳건한 업 을 이룩하 다[英謨毅烈]”

는 평가는 탕평정국을 이끌어온 지난 10여 년의 치세에 한 직 인 평가일 뿐

만 아니라, 존호 가상과 맞물려 추진되어온 임인년 獄案의 폐기작업 자체를 의미

한다. 

다음해에 시도된 구체 인 탕평정책들도 조 17년(1741) 4월 8일 서원 훼철, 

4월 22일 이조 랑 自代制 폐지 등이 같은 달에 모두 이루어졌다. 9월 24일 훈 

작성 지시, 9월 25일 옥안을 드디어 불사르게 했다. 9월 27일  훈이 완성되었

으며, 10월 1일  훈 작성과 옥안 소각을 종묘에 告하 다. 일련의 과정은 모종

의 잘 꾸며진 드라마를 연상  하 다.26) 이로써 국왕이 기획한 정통성 천명사업

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조년간 처음으로 올려진 존호

는 이러한 복잡다기한 정국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묘한 이벤트에 해당한다. 이

후 존호들도 각 시기별 정국변동에 맞물려 제기되었다. 

2) 2차 존호: 皇壇과 均役

조의 첫번째 존호 加上時에 다른 왕실의 어른을 내세워 최종 으로 자신의 

24) 정만조, 1986, ｢ 조  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85쪽.

25)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5月 戊午(19日); 英祖實  卷51, 英祖 16年 6月 壬午(13日); 
英祖實  卷52, 英祖 16年 7月 辛卯(23日).

26) 英祖實  卷53, 英祖 17年 4月 丙辰(22日); 英祖實  卷54, 英祖 17年 9月 丙戌(24日); 
英祖實  卷54, 英祖 17年 9月 丁亥(25日); 英祖實  卷54, 英祖 17年 9月 己丑(27日); 
英祖實  卷54, 英祖 17年 10月 壬辰(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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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를 올리도록 분 기를 조성하 다. 이때 宗臣들이 다수 활약한  등은 왕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그럼에도 기록에는 애써 신료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 존호는 조 29년(1753)에 올려졌다. 첫

번째 존호와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경과된 세월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내재해 있었다. 

먼 , ㉮ 조 23년(1747) 1월 25일 왕 비[仁元王后]의 號를 ‘康聖’이라고 

의논하고, 2월 19일 慈聖[仁元王后]의 70세를 기리는 뜻으로 존호를 가상하는 

차가 거행되었다.27) 母后에 한 존호 가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를 기화로 

임 에게 존호를 올리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 이 해에는 새로이 大報壇[皇壇] 문제가 주목받았다.28) 皇壇은 본래 

숙종 30년(1704)에 만들어져, 明의 神宗[만력제]을 제사지내던 장소이다.29) 이는 

周[大明義理]의 일환이었다. 이것을 조가 계승하되 더욱 확장시켜서 임진왜

란때 도움을  만력제뿐만 아니라, 명의 첫번째 황제와 마지막 황제 모두에게 제

사를 지내겠다고 선언하 다. 3월 14일 神宗·毅宗 두 황제를 함께 大報壇에 祭享

하는 의식을 정하 다. 이때에 함께 제향하는 것에 해 의견을 모았으며, 3월 23

일 다시 太祖[洪武帝] · 神宗[萬曆帝] · 毅宗[崇禎帝] 세 황제를 大報壇에 幷享하는 

의식을 확정하 다.30) 명 태조는 첫황제로서 조선을 해  공덕을, 신종은 임진

왜란 때 원병을 보내  공을, 의종은 마지막 황제로서 병자호란때 구원군 병을 

시도했다는 을 들었다.31) 하지만 이는 제후왕으로서는 매우 과도한 禮制일 뿐

27) 仁元王后 崇都監 軌(奎13288); 英祖實  卷65, 英祖 23年 1月 乙卯(25日); 英祖實  
卷65, 英祖 23年 2月 己卯(19日).

28) 보단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中村榮孝, 1972, ｢朝鮮の慕華思想と大報壇｣ 

天理大學學報 78, 天理大學 學術硏究 ; 이태진, 1994, ｢조선후기 명의리론의 변천｣ 아
시아문화 10, 한림 학교; 정옥자, 1999, ｢조선후기 향사 계 문헌자료의 검토: 황단배향제

신목록을 심으로｣ 규장각 16, 서울 학교 규장각; 김호, 2003, ｢ 조의 보단 수와 

명삼황의 병사｣ 한국문화 32, 서울 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이욱, 2006, ｢조선후기 쟁의 

기억과 보단 제향｣ 종교연구 42, 한국종교학회; 임부연, 2009, ｢유교의례화의 정치학: 만
동묘와 보단을 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계승범, 2010, ｢조선

후기 보단 천행 황과 그 정치․문화  함의｣ 역사와 실 75, 한국역사연구회; 계승

범, 2011, ｢조선 속 명나라｣ 명청사연구 35, 명청사학회.

29) 肅宗實  卷40, 肅宗 30年 12月 丁亥(21日); 肅宗實  卷41, 肅宗 31年 3月 癸卯(9日).

30) 大報壇增修所 軌(奎14315); 英祖實  卷69, 英祖 25年 3月 壬戌(14日); 英祖實  卷
69, 英祖 25年 3月 辛未(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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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마치 明의 모든 통을 조선이 계승했다는 이념체계의 실 이기도 했

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추후 국왕의 존호 가상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는 이 

주목된다.32) 

아울러 ㉰ 조 25년(1749) 5월 19일 綾安君 李槇이 상서하여 효종과 숙종 兩廟

에 존호를 追上하도록 청하 다. 이는 이제 인원왕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권

를 제기한 사례이다. 게다가 그는 皇壇에 세 황제를 幷享한 일의 아름다움을 열성

조에게 돌리면서, 그 끝에 東朝[인원왕후]께서 48년을 母臨하셨으니 존호를 더하

고 빨리 壽觴을 거행함이 마땅하다고 진달하 다.33) 이는 국왕에게 존호를 올리

기 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7월 27일 宗室 礪原君 李梅가  상서하여 皇壇에 

함께 祭享하는 것은 실로 先朝의 뜻을 繼述하는 일이니, 의당 大朝[英祖]께도 

號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는 “내가 어  周하 다 하여 美名을 탐내어 

구해서야 되겠느냐?”하고 허락하지 않았다.34)

다음해가 되자 신료들은 다시 인원왕후를 먼  들고 나왔다. 조 26년(1750) 

1월 11일 悌君 李炟이 상서하기를 “왕 비께서 臨御하신 지 50년이 되셨으니 

존호를 올림이 마땅하다고 하 다. 1월 25일 한 宗臣이 섬돌에 올라와 東朝[仁元

王后]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자 신들이 뒤를 이어 힘써 청하 다. 4월 13일 

西平君 李橈 등이 大王大妃[인원왕후]께서 八域에 國母로 임어하신지 이제 5紀가 

되셨고, 大朝[ 조]의 寶齡이 延長되어 이미 六旬에 가까우시며, 皇壇을 개축하여 

3帝를 合祀한 사유를 들어서 東朝와 大朝에 존호를 올림이 마땅하다고 주장하

다. 결굴 이러한 3가지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명분을 집 성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청원은 지속되어 4월 24일 西平君 李橈가 상서하여 존호의 계청을 다

31) 계승범, 2011, ｢조선 속 명나라｣, 156~173쪽.

32) 조년간 洪武帝는 恭愍王에게 내린 愛民勅書와 연결시키고(承政院日記, 雍正 9年( 조 

7) 12月 8日/丁酉; 承政院日記, 雍正 12年( 조 10) 7月 2日/乙亥; 承政院日記, 乾隆 7年
( 조 18) 3月 23日/壬午; 承政院日記, 乾隆 29年( 조 40) 3月 17日/戊辰), 崇禎帝는 나라를 

해 죽은 군주로 평가하는 방식이 특이하다(英祖實  卷30, 英祖 7年 11月 辛未/12日; 英
祖實  卷69, 英祖 25年 3月 庚戌/2日). 이 까지 堯舜 등 국 古代의 이상 인 군주상과 

조선의 성군인 세종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업을 벌 으나, 明의 황제들까지도 자신의 권

에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김백철, 2011, ｢ 조의 윤음과 왕정 통｣ 장서각 26, 한국

학 앙연구원, 46쪽).

33) 英祖實  卷69, 英祖 25年 5月 丙寅(19日).

34) 英祖實  卷70, 英祖 25年 7月 癸酉(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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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뢰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西平君 李橈가 여러 宗臣을 거느리고 상서하여 

東朝와 大殿에 號 올리기를 청하 다. 마침내 조 27년(1751) 1월 29일 왕

비의 존호만 올리게 하는 선에서 무마되는 듯하 다. 2월 27일 인원왕후의 존호를 

‘貞德’으로 하 다. 왕의 거듭된 물리침으로 인해서 모후인 인원왕후에게만 두 차

례나 존호가 올려진 셈이다.35) 

그러나 조 28년(1752)이 되자 분 기의 변화가 감지된다. 마침내 의정 金在

魯가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번 국왕의 1차 존호가 결국 의정의 주창으로 성사된 

사례를 보면, 이때도 이미 때가 무르익었다고 단한 듯하다. 종신들이 역할을 다

하자, 이제 비로소 大臣들이 본격 으로 가세하 다. 2월 16일 의정 金在魯가 

존호를 정할 것을 청하 다. 김재로는 周大義를 명분으로 皇壇[大報壇]을 증축

하고 明의 3황제를 제사지내게 된 업 을 구체 으로 제시했다. 한 2월 17일에

는 의정 金在魯가 다시 2품 이상을 거느리고 賓廳에서 존호 가상의 啓辭를 올

렸으며, 2월 18일 賓廳에서 2품 이상이 啓請하여 다시 청하 고, 2월 19일 빈청에

서 啓請하고, 2월 20일 의정 金在魯 등이 百官을 거느리고 庭請하면서 啓辭를 

올렸다. 왕은 극구 사양했으나 김재로의 의지는 결코 꺽을 수 없었다.36) 

임 은 한사코 나이가 周甲이 된다는 이유로 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강변했

지만, 김재로 등은 그에 필 하는 功業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 근거가 

皇壇을 통한 周 다. 그런데 조 25년 大報壇의 축과 三皇 幷祀를 조 28년

에 와서 존호를 올리는 명분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이미 수년

간 수차례에 걸친 청원이 있었고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기에 때가 무르익었

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  격차가 무 크게 벌어지므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은 듯하다. 

숙종조의 皇壇 축조는 사실 노론 송시열 일 가 명의리론을 제창하면서 민간 

주도로 건립한 萬東廟에 응해서, 국왕의 입장에서 정치명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었다. 조가 굳이 신료들의 반 를 무릎쓰고 명의 처음과 마지막 황제

35) 仁元王后 崇都監 軌(奎13290); 英祖實  卷71, 英祖 26年 正月 乙卯(11日); 英祖實  
卷71, 英祖 26年 正月 己巳(25日); 英祖實  卷71, 英祖 26年 4月 乙酉(13日); 英祖實  
卷71, 英祖 26年 4月 丙申(24日); 英祖實  卷72, 英祖 26年 10月 甲戌(5日); 英祖實  卷
73, 英祖 27年 正月 丁卯(29日); 英祖實  卷73, 英祖 27年 2月 乙未(27日).

36) 英祖實  卷75, 英祖 28年 2月 戊申(16日); 英祖實  卷75, 英祖 28年 2月 己酉(17日); 
英祖實  卷75, 英祖 28年 2月 庚戌(18日); 英祖實  卷75, 英祖 28年 2月 辛亥(19日);  
英祖實  卷75, 英祖 28年 2月 壬子(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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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고자 했던 것도 국왕의 입장을 반 한 사례에 해당한다.37) 그래서 이는 

어떤 면에서는 노론의 핵심이론인 동시에 국왕의 정치주도라는 복합 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왕과 노론계의 同床異夢의 상징  매체 다. 그래서 존호 가상은 

보단의 재편성과 존주의리의 확립, 그리고 노론계 주도의 의명분 확보 등의 흐

름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주요한 국가 인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는 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지난 100여 년간 지지부진했단 양역변통 논의가 이 

시기에 균역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왕이 수차례나 詢問을 열어 士族과 良

民의 의견을 직  듣고 반 했을 만큼 국가의 근간을 바꾼 경장이었다.38) 여기

에 국왕과 탕평  료들은 명운을 걸었다. 부세개 에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참

여한 만큼 이는 사회  타 의 양상으로 개되었다.39) 이는 첫번째 존호 가상

의 차가 결국 임인옥사의 옥안을 뒤짚고  훈을 반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 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특히, 균역법의 묘한 타결과정과 존호가상의 시기가 거의 동시 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균역의 결실을 어떻게 귀결시킬 것인가의 문

제이기도 했다.40) 그런데 균역법의 타결 직후 존호가상을 올리면서 굳이 이 의 

보단을 가장 큰 명분으로 제시했던 것도 군신 간 동상이몽의 다른 모습이기

도 했다. 국가 인 경사를 앞두고 이미 존호를 올려야 할 시 이 된 상황에서, 균

역에 거부감을 표출했던 다수의 신료들이 그 명분을 균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

아보고자 했을 개연성이 짙다. 

37) 계승범, 2010, 앞 논문, 171~178쪽.

38) 균역법의 성립과정에 해서는 다음 참조. 정연식, 1993, 조선후기 ‘役摠’의 운 과 良役 변

통, 서울  국사학과 박사논문, 177~240쪽.

39) 김백철, 2010, 앞 책, 193~238쪽.

40) 2차 존호 가상 운동은 ㉠ 조 23년 2월 19일~ 조 25년 7월 27일 사이에 극 으로 추진되

었으며, ❶ 불과 한 달 후인 8월 7일에는 홍계희가 균역책자를 올렸다. ㉡ 다시 조 26년 

1월 11일~4월 24일에 존호가상 청원운동이 개되었고, ❷ 5월 19일~7월 23일에 균역법 타

결을 한 백성과의 순문과 양역변통 목이 만들어졌다. ㉢ 조 26년 10월 5일~ 조 27년 

2월 27일에 존호가상운동이 재개되었으며, ❸ 5월 24일~12월에 균역법의 2차 입법추진과 순

문이 추진되었다. 이후 ㉣ 조 28년 2월 16일~5월 26일에 존호가상 청원이 추진되었고, ❹ 

조 28년 6월 7일~ 조 29년에 균역청사목과 추사목이 모두 만들어졌다. 마침내 ㉤ 조 

29년 8월 6일~12월 26일에 조의 존호가상이 이루어졌다. 김백철, 조선후기 조의 탕평

정치, 태학사, 2010, 223쪽, “<표 28> 균역법 제정경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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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존호 가상이 윤허되면서 5월 26일 賓廳에서 號를 ‘章義弘倫 光仁敦禧’

으로 加上하고 大王大妃殿[仁元王后]의 존호는 ‘壽昌’, 中宮殿[貞聖王后]의 존호

는 ‘莊愼’으로 올렸다.41) 조가 이해 59세, 임어한지 28년이 되었다. “의리를 밝

히고 인륜을 넓히시다[章義弘倫]”가 周大義라면, “어짊을 빛내고 복을 두터이 

하셨도다[光仁敦禧]”는 실질 으로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 균역법의 업

을 반 한 표 으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이때의 존호 가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 다음해인 조 29년

(1753) 6월 25일 私親[毓祥宮]에게 諡號를 올리고자 하 다.42) 8월 5일 조는 “하

늘이 에 있고 列祖께서 분명히 굽어보시는데, 내가 私親을 하여 어  禮에 지

나치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붙 다.43) 이 날 淑嬪 崔氏에게 諡

號를 ‘和敬’으로 올리고, 廟는 宮, 墓는 園이라 하 다.44) 8월 6일 어둑새벽에 임

이 毓祥宮에서 親祭를 행하고 諡冊을 올렸다.45) 아울러 9월 7일 “毓祥宮은 百世에 

조천하지 않는 사당으로 정하 다.46) 친어머니에 한 추숭작업이 이루어졌다. 

정조의 사도세자에 한 추숭도 사실 이러한 조의 사업을 모방한 듯하다. 그리

고 私親에 한 諡號가 올려지자, 다음으로 이어서 父王[肅宗]과 正妃들의 존호 

가상이 이루어졌다. 12월 26일 임 이 太廟[宗廟]의 大享을 행하고 숙종의 號를 

‘裕謨永運洪仁峻德’, 仁敬王后의 존호를 ‘宣穆’, 仁顯王后의 존호를 淑聖이라 加

上하 다.47) 이후 숙종의 존호 가상시 정비 외에도 육상궁이 자연스럽게 함께 존

호를 받게 되는 통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조 10년  정치면에서 신임의리 문제가 해소되면서 다양한 사족들의 

출사가 보장받게 되면서 탕평정국이 확립되었으며, 조 20년 에는 사회․경제

면에서 균역법의 성립으로 백성들의 경제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 다. 국왕의 

士․民에 한 세력간․계층간 타 책이 마련되면서 이를 기념하여 두 차례나 

41)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崇都監 軌(奎13292); 英祖實  卷76, 英祖 28年 5月 丙戌(26
日).

42) 英祖實  卷79, 英祖 29年 6月 己酉(25日).

43) 英祖實  卷80, 英祖 29年 8月 丁亥(5日).

44) 英祖實  卷79, 英祖 29年 6月 己酉(25日).

45) 淑嬪上諡都監 軌(상․하)(奎14925, 奎14926); 英祖實  卷80, 英祖 29年 8月 戊子(6日).

46) 英祖實  卷80, 英祖 29年 9月 己未(7日).

47)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 號都監 軌(奎13294); 加上 號都監 軌(귀
K2-2790 1, 귀K2-2790 2); 英祖實  卷80, 英祖 29年 12月 丙午(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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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 가상이 이루어졌다. 

3. 조후반 처분의 합리화

1) 3차 존호: 乙亥獄事

조 31년(1755) 존호 가상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제까지 국가 인 주요 

안을 두고 오랜 진통 끝에 타 을 보인 상황을 기념하는 방식의 존호 가상이 

추진된데 비해서, 이후로는 특정한 정국변동을 계기로 존호 가상이 신속하게 이

루어졌다. 마치 존호 가상의 주체가 국왕으로 넘어온 듯한 인상이 강하다. 

사건의 발단은 11월 29일 국왕이 직  歲首의 陳賀때에 慈殿께 號를 加上해

야 한다고 하교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필요한 조치 으나 

왕이 직  왕실어른을 거론하게 되면 신료들이 자연히 왕에 한 존호 가상을 청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5일 洛昌君 李樘이 상서하여 大王大妃殿에 號를 올

리는 날 大朝께 崇하는 禮를 아울러 행하기를 청하 고, 西平君 李橈는 여러 宗

臣을 거느리고 상서하여 陳請하 다. 이때 大臣은 조당상  여러 宰臣을 거느

리고 請 하 다. 이후 청원의 주체는 宗臣에서 大臣으로 옮아왔다. 12월 6일 

추 李宗城과 의정 李天輔 등이 2품 을 거느리고 賓廳에 나아가 아뢰었으며, 

12월 7일 빈청에서 임 의 존호 올리기를 청하 고, 12월 8일 빈청에서 임 의 존

호 올리기를 청하 다. 조는 좀처럼 존호의 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부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 다.48) 

마침내 인원왕후로부터 존호를 받으라는 분부가 내려왔으나, 왕은 한번더 사양

했다. 특히 이를 해서 60 의 임 이 이 내린 殿庭에 자리를 펴고 俯伏하면서 

70 의 慈聖이 존호를 받도록 하교한 교를 거두어주기를 청하는 상황이 벌어졌

다. 判府事 李宗城 등이 여러 宰臣들을 거느리고 치고 들어가 엎드리면서 자성

의 하교를 다시  하자 조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존호 가상을 받아들 다.49) 

48)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1月 戊戌(29日);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甲辰(5日);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乙巳(6日);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丙午(7日);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丁未(8日).

49)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丁未(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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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 존호 가상 청원기간으로 보면, 이 의 두 차례의 존호 가상보다 매

우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게다가 처음 발의도 사실상 왕이 주도한 듯하다. 모후에 

한 존호 가상을 임 이 직  제시하 으므로, 신하된 입장에서 老王에게도 자

연히 존호를 올려야 법도에 맞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밭에 나가서 한 행

동도 매우 의도된 정황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주요한 정국변화가 맞물려있었다.50) 長長 약 10개월에 걸친 

獄이 종결된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51) 조 31년 2월 4일이 소론계 라감

사 趙雲逵가 羅州의 客 에 凶書가 걸린 변고를 馳達하면서 나주괘서가 보고되었

다.52) 이후 련자의 신문과정에서 역옥으로 변이되어 직  物故되거나 正刑된 

사망자만 약 80여 명을 헤아렸다. 왕은 옥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종묘에 고하

는 고유제를 3차례나 지냈으나, 매번 새로운 연루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

다. 그래서 太廟[宗廟]에 고하는 차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자, 난역의 과정

을 闡義昭鑑으로 제작하고 諺解本까지 만들어 국에 반포하여 토역의 정당성

을 滿天下에 공포하고자 했다. 慈聖[인원왕후]에 한 존호 가상 하교는 사실상 

이 문제를 국왕의 존호 가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 나 한다. 

특히, 조는 亂 의 발생은 실은 모두 朋黨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破朋黨’ 

3字로써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淫朋을 하루아침에 타 하여 大義가 밝아졌다는 

을 존호추상의 이유로 들었다.53) 다음해( 조 32) 정월 마침내 왕 비 과 生

母인 육상궁에게도 모두 존호를 가상한다는 명분하에 국왕도 “하늘을 본받아 표

을 세우시고 성인의 공 으로 신묘한 교화를 펼치셨네[體天建極 聖功神化]”라

50) 을해옥사 연구로는 다음의 성과들이 참고되며, 본 의 을해옥사의 후과정에 해서는 주

로 김백철의 논문을 참조하 다. 배혜숙, 1992, ｢을해옥사의 참여계층에 한 연구: 나주부서

사건을 심으로｣ 백산학보 40, 백산학회; 이상배, 1992, ｢ 조조 윤지괘서사건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연구 76, 한국사연구회; 조윤선, 2009, ｢조선후기 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

와 정치  의미｣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김백철, 2010, ｢ 조의 의리명변서 천의소

감의 편찬과 정국변화: 요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121, 한국학 앙연구원.

51) 3차 존호 가상은 을해옥사와 직결되었다. ㉠ 조 31년 2월 4일~3월 5일 나주괘서사건 발생 

 1차 告廟, ㉡ 3월 8일~4월 13일 2차 告廟, ㉢ 5월 2일~5월 13일 토역정시  3차 告廟, 
㉣ 5월 16일~11월 26일 천의소감가 완성되었다. 곧이어 ❶ 11월 29일~ 조 32년 2월 1일 

사이에 인원왕후, 육상궁, 조, 정성왕후 존호가상, 箕子殿 致祭 등이 이루어졌다. 

52) 英祖實  卷83, 英祖 31年 2月 戊申(4日).

53) 英祖實  卷86, 英祖 31年 12月 丙午(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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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호를 받았다.54) 이때 仁元王后를 비롯하여 毓祥宮, 그리고 貞聖王后[ 조비]

의 존호도 올려졌다. 결국 반왕 의 인 숙청을 통해서 붕당의 소멸과 탕평

군주로서의 자신의 상을 滿天下에 과시하 다. 그리고 2월 1일 도승지를 보내

어 홍범구주의 상징  존재인 箕子殿에 致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 다. 

이제 막 탕평을 상징하는 ‘建極’이라는 號를 받고 감격하여 제사한 것이다.55) 

을해옥사는 붕당을 타 하고 황극을 세우는 탕평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한 기나

긴 고심의 결과 다.56) 비극의 재 을 막기 해서 붕당간 의리를 월하는 국왕 

주도의 義理가 보다 공고하게 자리잡 야 했다. 이를 왕은 존호 가상으로 최종 마

무리한듯하다.

2) 4차 존호: 金致仁사건

왕의 존호 가상을 자신의 정치행 에 한 최종 합리화에 활용하게 되면서 이

후의 정국변동에도 거듭 쓰이게 되었다. 4차 존호는 조 47년(1771) 10월 15일 

安川君 李烓가 號를 올리기를 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임 은 “내가 80세가 되었

으니, 경들이 반드시 청하겠지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 다. 특히, 다음

해( 조 48) 5월 1일 심지어 왕은 香祗迎禮를 행하는 자리에서 이미 24자의 존호

를 받았는데 다시 8자를 추가할 수 있겠느냐면서 化門에서 땅에 엎드려서 속죄

하려고 한다고 하 다.57)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는 아마도 왕의 진심어린 행동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리어 신하들에게는 더욱 강경하게 청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는지 자책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오히려 신하들의 존호 가상 청원은 더욱 가속도

가 붙었다.58) 5월 11일 時任 · 原任大臣  內局[內醫院]의 2품 이상이 입시하여  

54)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 崇都監 軌(奎13269, 奎14890); 英祖實  卷87, 英祖 32年 

正月 己巳(1日).

55) 英祖實  卷87, 英祖 32年 2月 己亥(1日).

56) 史官은 을해옥사가 黨習의 결과이며 군주의 권 보다도 당론을 우선시하는 폐단을 낳았다

고 평하 다. 英祖實  卷85, 英祖 31年 7月 乙未(23日).

57) 英祖實  卷118, 英祖 48年 5月 乙未(1日).

58) 세부 개과정은 다음기록에 의거하 다. 英祖實  卷118, 英祖 48年 5月 乙巳(11日); 英
祖實  卷118, 英祖 48年 5月 丙午(12日); 英祖實  卷118, 英祖 48年 7月 丁酉(4日); 英
祖實  卷118, 英祖 48年 7月 壬子(19日); 英祖實  卷118, 英祖 48年 7月 壬戌(29日);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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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를 올리기를 청하 다. 더욱이 5월 12일에는 존호 받기를 고집한 李溵이 유배

형을 당하 으며, 7월 4일 부사 李昌誼와 좌의정 申晦가 존호를 주청했다가 면

직되었다. 이날 여러 신이 卿宰를 거느리고 宮門 밖에 나아갔으나 입시하지 못

하 을 뿐만 아니라, 임 이 수문장으로 하여  兩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 을 

정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의 청원운동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7월 19일 경연에

서 知經筵 徐命膺과 우의정 申晦가 다시 한번 존호 가상을 청하 으며, 7월 29일

에는 의정 金相福이 존호 올리기를 청하 으며, 한 9월 29일 좌의정 金尙喆이 

조가 인원왕후께 존호를 올린 일을 언 하면서, 왕세손이 왕에게 존호를 청하

는 일도 繼述로까지 표 하며 청하 다. 10월 4일 金相福 등이 존호를 다시 올리

기를 청하 으며, 10월 5일 의정 김상복이 冬享大祭를 맞이하여 다시 청하

다. 10월 21일 부사 李益炡이 소매에서 차자를 꺼내 힘껏 稱慶하고 陳賀하기를 

청하 고,  上 趙榮進도 존호를 재차 청하 다. 그러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 다.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59) 10월 22일 종에 한 존호 

가상 논의가 일었다. 왕이 仁祖의 誕降을 기념하여 후왕들에 한 존숭 문제를 직

 제기하 다. 효종 휘호가 이루어졌으므로 종에 한 존숭이 추진되었다. 이

른바 三宗血脈의 재천명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국왕 자신에 한 존호 가상도 윤

허되었다. 마침내 11월 4일 1차로 존호 望으로 ‘大成中道 泰和壽寧’이 올려졌고, 

11월 5일 2차로 ‘大成廣運 開泰永康’으로 고쳐졌다. 11월 6일에는 3차로 ‘大成廣

運 開泰基永’으로 재차 수정되었다. 11월 7일 종 왕 옥책문이 만들어졌다. 

조는 ‘大成’과 ‘廣運’의 뜻이 무 커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그만큼의 자부심

인 듯하다.60)

이 4차 존호 가상 과정에는  하나의 정치사건이 자리하고 있었다.61) 조 48

祖實  卷118, 英祖 48年 9月 辛酉(29日); 英祖實  卷118, 英祖 48年 10月 乙丑(4日); 英
祖實  卷118, 英祖 48年 10月 丙寅(5日);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0月 壬午(21日).

59)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0月 癸未(22日);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1月 乙未(4日);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1月 丙申(5日);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1月 丁酉(6日);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1月 戊戌(7日). 

60) 특히, ‘大成’은 다름 아닌 孔子의 諡號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稱孔子以大成至聖文宣, 其原始

于王莽.【註】漢平帝時, 王莽秉政, 追諡孔子曰褒成宣尼公, 蓋宣是諡而尼則因其字也, 後世加

增諡, 有大成至聖文宣之稱, 然其原始于莽矣.” 張維, 谿谷先生漫筆 卷2.



54   奎 章 閣  39

년(1772) 이조 서 鄭存謙과 참의 李命植이 趙晸·金鍾秀·徐命天 등 3인을 성균  

大司成의 望에 올렸다.62) 그런데 조는 인사 차를 주 한 이들을 처벌하 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의정 김치인에게 아첨하기 해서 벌인 일이라고 지

목하 다. 왕은 김치인이 용서를 빌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 다. 

하지만 김치인이 특별한 허물이 아니라고 끝까지 변론하 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다. 이는 분노한 왕이 붕당결성죄로 몰아붙이고 삼사가 공히 나서서 처벌을 주

장하면서 평소친분 계에 있던 인사들을 거 엮어서 처벌한 사건이었다. 조는 

이번 후보자 추천이 인사의 균등을 무 뜨리고 특정 계 를 부양할 우려가 있다

고 단하 다. 이 사건으로 인사를 맡았던 인물, 그리고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왕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던 의정 등이 모두 역모로 몰려 처벌을 

받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정상 인 정치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치 다. 

조 반이었다면 신들의 상소와 간들이 간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미미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미 왕과 동년배의 신들은 거의 세상을 하직하

고 남은 신하들은 가장 연로한 신하들조차 다음세 에 속했다. 감히 왕에게 정면

으로 간언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륜있는 신하는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김치인을 비롯한 신들은 조그마한 실수에도 쉽게 탄핵의 상이 되었고, 三司

는 이들을 역모로 몰아 유배형을 보내고 이것도 부족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변하 다. 왕의 의도보다도 훨씬 앞서나가는 三司가 되었다. 더욱이 조는 신

료들에게는 김치인을 비 하는 을 쓰도록 하고서 이를 엮어서 御製書의 형태로

永垂百世 을 간행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조의 노여움이 풀리자 김치인은 다시 복귀하

다. 특히 왕의 노여움이 풀리는 시 이 존호를 가상받은 시기라는 이 주목된

다.63) 왕의 단에 이의를 제기한 의정이 한 순간에 역모로 몰리는 과정을 지켜

61) 김치인사건의 후배경에 해서는 다음참조. 김백철, 2010, ｢ 조의 의리명변서 천의소감
의 편찬과 정국변화｣, 32쪽; 김백철, 2011. 12. 08. ｢황혼의 탕평군주: 조 48년(1772) 김치인

사건의 재검토｣, 규장각학술세미나 발표문,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9쪽.

62) 실제 大司成의 通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성이 바로 다음의 吏曹參議 후보자로 

올라가고 이조참의는 이조참 의 후보가 되는 조 25년에 단행된 인사개 조치 때문이었

다. 英祖實  卷70, 英祖 25年 8月 丙戌(10日); 英祖實  卷71, 英祖 26年 4月 戊寅(6日); 
김백철, 2011. 12. 08. ｢황혼의 탕평군주｣, 6쪽.

63) 4차 존호도 당시 정치사와 하게 연동되었다. 먼  ㉠ 조 47년 10월 15일 존호가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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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신료들은 매우 극 으로 존호 가상운동을 개하 으며, 이것이 왕의 

화를 잠재우는데 상당한 효과를 본 듯하다. 더욱이 김치인은 다음해에 그  사면

된 정도가 아니라, 왕이 수차례 사 을 보내고 유하여 복권시켜주기에 이르

다. 사실상 조가 자신의 처사가 과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 다. 이제 왕은 존호 

가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는 듯했다.64) 

3) 5차 존호: 代理聽政 

4차 존호를 받은 지 불과 한달만에 국왕의 존호 가상 외에도 새로운 변수로 부

왕인 숙종과 사친인 숙빈이 등장했다.65) 조 48년(1772) 12월 28일 경기 유생 鄭

㙫이 상소하여 숙종에게 號를 추상하는 일  昭寧園을 陵으로 하는 일을 청

하 다. 해가 바 어 조 49년(1773) 1월 10일 처음에 신과 여러 신하들이 聖壽

가 팔순이라 하여 賀禮 올리기를 청하 으나 임 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이 2품 이상을 인솔하고 들어가 臨御하신 지도 50년이 되었다고 해서 賀禮하

다. 실록에서는 처음 거  사유를 존호 가상을 추가로 할지 염려해서라고 하 다. 

원이 시작되었으며, ❶ 조 48년 3월 8일~29일 사이에 김치인일 에 한 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다시 5월 1일~12일에 존호가상 청원이 재개되었으며, ❷ 6월 10일~7월 2일에 

김치인일  추가색출이 진행되었다. ㉢ 7월 4일~19일에 존호가상운동이 추진되었으며, ❸ 7
월 21일~23일에 김치인 처벌이 추가되었다. ㉣ 7월 29일에 존호가상이 재추진되고, ❹ 8월 

11일~9월 25일에 김치인 처벌이 다시 이루어졌다. ㉤ 10월 4일 존호가상 청원이 있었으며, 
❺ 10월 15일에 김치인사건에 해서 재언 하 다. ㉥ 마침내 10월 21일~11월 7일 존호가

상이 이루어지고, ❻ 11월 18일~ 조 49년 11월 14일 김치인이 방면되고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직  로하 다.

64) 4차 존호 가상 과정에는 정치사건이 하나 더 내재해 있었다. 조는 김치인을 비롯한 노론 

청류들에게 왕명의 존엄함을 보이는 과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숙원이던 소론 3 신의 복권

사업을 추진했다. 바로 존호 가상 직후 단행된 노론 청류의 방면과 소론 3 신의 복권이 동

시에 이루어졌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컸다. 김치인은 소론 3 신의 신원에 강력하게 반 한 

인물이었다. 김백철, 2011. 12. 08. ｢황혼의 탕평군주｣, 10~13쪽.

65) 이하의 개과정은 다음기록에 의거하 다. 英祖實  卷119, 英祖 48年 12月 戊子(28日); 
英祖實  卷120, 英祖 49年 正月 庚子(10日); 英祖實  卷120, 英祖 49年 正月 庚戌(20
日); 英祖實  卷120, 英祖 49年 閏3月 壬申(13日); 英祖實  卷120, 英祖 49年 閏3月 乙

亥(16日); 英祖實  卷120, 英祖 49年 6月 辛丑(13日); 英祖實  卷122, 英祖 50年 正月 

丙子(22日); 英祖實  卷122, 英祖 50年 2月 癸卯(20日); 英祖實  卷122, 英祖 50年 2月 

乙巳(22日); 英祖實  卷122, 英祖 50年 2月 庚戌(27日); 英祖實  卷126, 英祖 51年 12月 

丁巳(14日); 英祖實  卷126, 英祖 51年 12月 庚申(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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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월 20일 京畿 儒生 鄭㙫 등이 2차로 상소하여 숙종과 조의 재 기간이 

100여년이 넘는 일 등을 기념하여, 임 에게 존호를 받으시고 숙빈을 높이기를 청

하 다. 윤3월 13일에는 館學儒生 元啓夏 등이 상소하여 숙종 왕에게 존호를 追

上할 것과  昭寧園을 陵으로 할 것을 청하 다. 왕은 매번 사친인 숙빈의 존

숭은 過禮라고 보아서 거 하면서도 이러한 상소들을 모두 소 히 여기어 史庫에 

별도로 보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만일에 있을지 모를 훗날의 존숭시를 비하

여 명분을 갖추어두고자 한 듯하다. 윤3월 16일 시임·원임 신이 입시하여 다시 

前請을 거듭 아뢰었다. 6월 13일 申日全이란 자가 和敬淑嬪[육상궁]을 존숭하여 

陵으로 하고 太廟[종묘]에 祔祭하기를 청하 다. 

해가 바 어 조 50년(1774) 1월 22일 居昌儒生 金重鎰 등이 상소하여 肅宗의 

존호를 올리고 昭寧園[숙빈]을 陵으로 하기를 청하 다. 이처럼 외방에서의 청

원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임 은 2월 20일에는 존호 청원을 완강히 거 하는 하

교를 다시 내렸다. 그러나 오히려 2월 22일에는 의정 金相福, 좌의정 金尙喆 

등이 존호 가상을 청하 으며, 2월 27일 西春君 李燁이 상소하여 숙종의 존호를 

더 올리도록 청하 다. 한 잠시 소강상태에 어들었던 청원이 재개되었다. 12

월 14일에는 시임․원임 신이 진연을 청하고  의정 金尙喆에 이어 王世孫까

지 가세하 으며, 12월 17일에는 신들이 일제히 진연을 청하고 아울러 의정 

김상철이 존호 올리기를 청하 다. 

그러나 조 48년(1772) 말엽부터 시작된 존호 가상 청원은 수년간 지지부진하

다. 조 51년에는 사실상 거의 청원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때 변

화가 찾아왔다. 왕이 연로하여 정사를 친히 돌보기 어렵자 왕세손에게 리청정

을 시키고자 하 다.66) 당시 洪麟漢을 필두로 이에 해서 반 하는 것이 신하된 

의리이긴 했으나 그 표 이 과도하 다. 왕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것

인지, 왕세손의 집권자체를 방해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 다. 당시 徐命善은 명

백히 왕 계승을 방해하는 시도라고 왕에게 告하 다. 조가 서명선의 주장을 

채택함으로써, 당시까지 정국을 장악했던 홍인한 일 는 퇴출되었다. 김치인사건

66) 조후반~정조 반 정국지형에 해서는 다음연구가 참고된다. 박 용, 1984, ｢탕평론과 정

국의 변화｣ 한국사론10, 서울 학교 국사학과; 오갑균, 1999, ｢정조 의 왕권확립과 시벽

론｣ 청주교육 학교 논문집 36, 청주교육 학교; 김정자, 2008, ｢ 조말～정조 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조 46년경～정조원년을 심으로｣ 조선시 사학보 44, 조선시 사학

회; 최성환, 2009, 정조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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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계일선에서 물러났던 각 붕당의 청류들이 정계에 재진입하는 기가 마련

되었다. 

조는 서명선에게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왕 계승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비를 맡기는 듯했다. 조의 다섯번째 존호는 바로 

왕세손의 리청정이 이루어지고, 왕 계승을 지원할 정치세력이 재편되는 시

에 이루어졌다.67) 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리청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다시 大朝로서 사실상 上王으로 자리하게 된 상황에 한 직 인 평가 다. 이 

시기 존호 가상은 왕세손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앞선 시기 완강한 국왕의 거 이 

있었던데 비해서 조는 매우 이례 으로 신속히 존호 가상을 허락하 다. 이는 

개 정국변화가 있을 때 조가 보인 행태와 흡사하다. 특히, 명의록에서는 임

의 병세가 심각하여 의식이 불명일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68) 잠시 정신이 온

할 때 마지막 조치가 바로 리청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 한 신료들을 처

벌한 일이었다. 이에 마지막 존호 가상은 사실상 왕세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리청정의 명분을 실어주는 일에 조가 반 할 이유가 없었다. 

마침내 조 52년(1776) 1월 7일 시임·원임인 신과 禮曹 上이 請 하여 일제

히 號를 청하 다. 이날 숙종과 육상궁의 존호 추상이 정해지고 다음에 존호를 

올리도록 허락하 다. 숙종은 ‘配天合道 啓休篤慶’, 仁敬王后는 ‘惠聖’, 仁顯王后

는 ‘莊純’, 仁元王后는 ‘徽靖’,  毓祥宮은 ‘綬福’, 조는 ‘堯明舜哲 乾健坤寧’, 정성

왕후는 ‘仁徽’, 정순왕후는 ‘聖哲’이라 하 다.69) 결국 이번에도 부왕과 사친을 존

숭하자는 朝野의 청원에 마지 못해서 응하여, 자신의 존호를 받는 의를 없애는

데 성공하 다. 이때 주목되는 부분은 첫 4자인 ‘堯明舜哲’에 있다. 이는 바로 

조가 즉 반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堯舜군주의 이미지 만들기의 최종귀결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미 조 반기에 이르면 상당수의 신료들이 왕을 堯舜이라고 

67) 5차 존호가상운동은 ㉠ 조 48년 12월 28일~ 조 49년 6월 13일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 

다시 조 50년 1월 22일~12월 17일에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윤허를 받지는 못하 다. 
실제 변화가 보인 시 은 ❶ 조 51년 12월 3일~12월 29일 사이에 왕세손의 리청정이 이

루어지면서 정권교체가 추진면서부터이다. 이후 왕세손[정조]의 주도하에 마침내 ㉢ 조 

52년 1월 7일에 조의 마지막 존호가 올려졌다. ❷ 2월 9일~25일에 서명선이 병권과 인사권

을 장악하여 왕세손의 친 체제가 확립되었다.

68) 明義 卷首, 賢閣日記 上.

69) 淑嬪上諡都監 軌(奎13491); 上諡都監 軌(귀K2-3065, K2-3066 1, K2-3066 2); 英祖實

 卷127, 英祖 52年 正月 己卯(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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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의 이러한 존호는 실을 반 하여 공식 인 기록에 

남기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맺음말

조년간 존호 가상은 일종의 운동처럼 추진되었다. 신료들은 상당한 의무감에

서 국왕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원하는 듯했다. 재  반에는 추진 자체에 왕의 

거부감이 심하여 윤허받지 못하 다. 당시 史官의 시각들도 한결같이 아첨하는 

행 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 인 자세를 취하 다. 그러나 조 10년  왕의 정

통성과 각 정 간의 명운을 건 御製書인 大訓의 반포가 신유년에 이루어지자, 

타 의 상징처럼 존호 가상도 추진되었다. 

국왕은 마치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듯한 자세를 십수년간 취했지만 별반 성공

하지는 못하 다. 오랫동안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 20년  국왕 자신의 사업에 

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불거지자, 어김없이 존호 가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임 의 본심은 사실 양반 료와 사족들에게 균역법의 정당성을 각인시키

는 것이 목 인 듯이 보 으나, 신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周大義로 명분을 바

꾸고 싶어했다. 당시 추진되고 있던 균역법을 외면하고 굳이 이미 수년 의 治積

을 존호 가상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그러한 연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존

호 가상을 통해서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의 합리화에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신

유년  훈이 각 정  간 타 의 결실이었다면 균역은 사회 각계각층을 다양

한 세원으로 확보하는  하나의 타 의 산물이었기에 이때 존호 가상의 의미

는 남달랐다.

하지만 조 30년  존호 가상이 더 이상 평화로운 결실의 상징으로만 자리할 

수는 없었다. 을해옥사의 狂風이 불어닥치자 강도높았던 국왕의 處分을 합리할 

수단이 필요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신료들의 아첨에만 맡기지 않았다. 직  단

서를 제시하여 존호 가상을 유도하고 자신의 처벌을 합리할 모종의 수단을 찾고

자 했다. 조는 闡義昭鑑과 같은 御製書 편찬을 통해서 사건의 처리 말에 

한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신유 훈 때와 같이 이

번에도 존호 가상을 추진한 것이다.

규모 숙청 이후 국왕의 권 는 월  지 를 향유하는 듯했다. 특히 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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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는 왕의 나이가 70 에 달하여 그 구도 왕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륜이 높은 

신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작은 사안에

도 처벌은 극단 이었다. 김치인사건을 계기로 10여년 이상 총애받던 의정도 

한순간에 역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으며, 동시에 왕의 노여움이 풀

리자 새 복권되는 상식 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국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때 

조는 자신의 처벌을 정당화하기 해 永垂百世 과 같은 御製書 편찬뿐 아니라 

號 가상까지 이끌어냈다. 

끝으로 조 50년  80 의 老衰한 왕은 더이상 온 한 정신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온힘을 기울여 왕세손에게 리청정을 명하 다. 이 과정에서 

왕세손에 항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해나갔다. 왕세손이 全權을 장악하게 되

면서 왕 계승구도가 안정되자, 왕세손의 주도로 조 생  마지막 존호 가상이 

이루어졌다. 당시 왕은 병약하여 존호 가상 자체에 거의 간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

기에, 사실상 왕세손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 자신을 선택한 할아버

지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불과 몇 달 후 정조가 즉 하면서 

인 반  숙청과 조 추존사업을 벌이는 에 해당하 다. 

결과 으로 조년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존호 가상  자의 두 차례는 정

간 통합과 사회계층과 타 을 상징하는 정치  사회경제  변동의 성격이 짙

었으며, 후자의 세 차례는 특정 정치세력에 한 처벌과 그 정당성 확보라는 의미

가 컸다. 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후에도 정조년간과 고종년간 두 차례나 더 

존호 가상이 이루어지는 光榮을 렸다. 

논문투고일(2011. 10. 29), 심사일(2011. 11. 26), 게재확정일(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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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 號 사건
추존경과  

범
주청주도자

1 조 16년
(47세)

至行純德

英謨毅烈

조 15년부터 왕 비[仁元王后]
를 존호를 가상하면서 아울러 올리

고자 종실과 노론이 1차 시도하 으

나 실패하고 2차로 노론-소론의 탕평

가 다시 시도하여 성공함. 辛酉大

訓 직 의 국왕의 정통성 천명의 일

환.

仁元王后→孝宗

(諡號)→仁元王

后․英祖․貞聖

王后

金在魯, 宋寅

明 등이 卿宰

를 이끌고 주

청

2 조 28년
(59세)

章義弘倫

光仁敦禧

조 27년부터 왕 비 존호 올리

는 문제로 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보단의 증축  조의 周甲[60세]가 

되어가는 것을 기념함. 사친 추숭문

제가 두하 고 숙종  왕실가족 

반추존. 균역법이 이루어지는 시

기임.

仁元王后→仁元

王 后 → 仁 元 王

后․英祖․貞聖

王后→淑嬪 ( 諡
號)→肅宗․仁敬

王 后․仁 顯 王

后․仁元王后

金在魯 백

을 거느리고 

주청

3 조 32년
(63세)

體天建極

聖功神化

조 31년 왕 비 존호를 올리는 

문제로 시작. 사친 추숭문제와 연동

됨. 乙亥獄事 이후 국왕의 정통성 재

천명.

仁 元 王 后․淑

嬪․英祖․貞聖

王后

李宗城, 李天

輔 등이 2품
을 거느리고 

청함.]

4 조 48년
(79세)

大成廣運

開泰基永

80세가 되어가는 것을 기념하여 시

작되어 종 추숭을 명분으로 조

에게 확 됨. 실제 김치인사건이 명

분으로 작용함.

顯宗․明聖王后

→英祖․貞聖王

后․貞純王后

의정 金相

福이 주도

5 조 52년
(83세)

堯明舜哲

乾健坤寧

숙종의 존호 추숭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조까지 받게 됨. 실제 리청

정 시행이 주요함.

肅 宗․仁 敬 王

后․仁顯王后․

仁元王后․毓祥

宮→英祖․貞聖

王后․貞純王后

王世孫, 의

정 金尙喆, 좌
의정 李思觀 

등 時任原任

大臣, 禮曺

上 주청

6 정조 

즉 년

翼文宣武

熙敬顯孝

諡號 8자, 廟號로 ‘英宗’, 陵號로 ‘元
陵’, 殿號로 ‘孝明’ 등 올림. 정조즉

와 훈척세력 소탕시기임.

英祖→眞宗․孝

純王后․惠慶宮

→莊獻世子

 諸臣

<부표> 英祖의 號와 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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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 號 사건
추존경과  

범
주청주도자

7 정조 8년 配命垂統

景曆洪休

조와 정순왕후 추존을 통해서 왕

실가족인 정성왕후, 경모궁, 혜경궁

이 함께 존호 받음. 이때 私親 추존

사업이 본래 의도로 보임.

英 祖․貞 聖 王

后․貞純王后․

景慕宮․惠慶宮

國王

8 고종 26년 中和隆道

肅莊彰勳

정조즉 년의 묘호를 ‘英宗’에서 ‘英
祖’로 추존하고, 정조 8년의 시호를 

翼文에서 ‘正文’으로 고치며, 존호 8
자를 새로이 가상. 고종의 2차 親政

改革이 단행되는 시기임.

英 祖․貞 聖 王

后․貞純王后→

肅 宗․仁 敬 王

后․仁顯王后․

仁元王后→孝定

王 后 → 神 貞 王

后․孝定王后․

高宗․明成皇后

奉朝賀 金尙

鉉이 상소로 

주도함

※ 본 표는 김백철의 조선후기 조의 탕평정치(2010, 태학사, 328쪽)의 <부표 6> ‘ 조

의 존호’를 토 로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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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Yeongjo’s Eulogistic Titles and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Kim, Paek-chol

King Yeongjo is noted as the longest lived monarch in Korean history as well as 

the longest reigning king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his reign, 40-letter eulogistic 

titles were dedicated to this monarch who now bears the hallmark of gorgeous rhetoric. 

In his half-century rule, he governed the country as the most rigorous living existence 

while acquiring eulogistic titles as many as five times. This shows the most direct 

evaluation regard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first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tle occurred as a symbol of grand compromise 

among political factions in the year of Sinyu when King Yeongjo’s royal writing 

Daehoon was published to manifest his legitimacy of ten-year rule plus the fate of 

political factions. The second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le took place in his 20-year 

reign to commemorate the extension of Daebodan and the completion of 

Gyunyeokbeop (equalized tax law). In particular, Gyunyeok (equalized tax rate) had 

notable implications as the by-product of another grand compromise among social 

classes to secure an extensive source of taxation from various walks of life. 

After then, overall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tle underwent characteristic changes. 

The third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tle appeared in his 30-year rule to justify and 

finalize severe and heavy punishment during the Eulhae Oksa (Eulhae Imprisonment). 

In his 40-year reign, the fourth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tle also served as a 

mechanism to justify his massive reprimand of government functionaries based upon 

his sublimely regal power. The fifth dedication of his eulogistic title occurred in his 

50-year rule to eliminate the opposition group and ensure the legitimacy of his heir 

apparent (grandson) who ousted counterforce and ruled the country by dep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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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such five dedications of eulogistic titles to King Yeongjo, the former two 

cases were highly symbolic of grand unity among political factions and grand 

compromise among social classes, whereas the latter three cases heavily implied 

punishment of particular political factions and acquisition of justifiable grounds for 

such punishment. Likewise, such gorgeous eulogistic titles of King Yeongjo clearly 

illustrate specific circumstances of his times.

Keywords: King Yeongjo, Eulogistic Titles, Daehoon, Daebodan, Gyunyeokbeop 

(equalized tax law), Kim Chi-in, the Eulhae Oksa (Eulhae Imprisonment), Agency 

Ru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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