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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세자빈 禮葬 의례와 그 특징*
 賢嬪의 예장을 중심으로 

이 현 진**

1. 머리말

2. 현빈의 예장 절차

1) 薨逝부터 發靷 전까지

2) 발인부터 入廟까지

3. 현빈 예장의 특징

1) 의절과 용어, 圖說에 드러난 仁宣王后 國葬과 惠慶宮 예장과의 비교

2) 영조대 服制 논쟁의 본격화: 국가전례서의 규정 변화

3) 세자․세자빈 예장 정비: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4. 맺음말

1. 머리말

현빈(1715∼1751)은 좌의정 趙文命의 딸로,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간택되

어 영조의 맏아들 孝章世子와 가례를 올렸다.1)1)대개 그녀를 ‘嬪宮’으로 칭하다가

1728년(영조 4) 11월 효장세자가 薨逝하자2)2)배우자의 諡號인 ‘효장’을 차용하여

영조실록에 ‘孝章世子嬪’, ‘孝章嬪’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A00032).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1) 承政院日記 영조 3년 10월 1일(癸未); 英祖實錄 권13, 영조 3년 10월 癸未(1).
2) [孝章世子]喪變時謄錄(奎 13009) 初終 “戊申十一月十六日亥時 孝章世子薨逝于昌慶宮之
進修堂.” 이하 본고에서 규장각 소장 자료는 모두 ‘奎’자를 붙여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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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인 1735년(영조 11) 1월 원자(후일 사도세자)가 태어나자3)3)영조가 효

장빈을 더 이상 빈궁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2달 뒤인 3월에

비로소 ‘현빈’이라는 爵號를 내렸다.4)4)조선후기 세자빈에게 작호를 내린 것은 현

빈에서 비롯되어 이후 사도세자의 빈에게도 ‘惠嬪’이라는 작호가 내려졌다.5)5)이

때부터 그녀가 거처한 곳에 ‘宮’자를 붙여 ‘賢嬪宮’이라고 불렀고, 등록의 서명에

그렇게 쓰기도 했다.6)6)현빈이 훙서한 뒤에는 그녀를 다양하게 칭호했는데, 시호

‘효순’만 일컫기도 하고, 시호와 빈을 합친 ‘孝純嬪’, 시호와 작호를 결합한 ‘孝純

賢嬪’, 시호와 작호에 궁자를 붙인 ‘孝純賢嬪宮’ 등으로 불렀다.

현재 전하는 현빈 관련 자료의 서명 또한 ‘효순현빈’이라고 한 경우가 있다.

이는 각 문헌을 소장한 기관에서 서명을 정할 때 표제 혹은 내제를 중심으로 서

명을 정했기에 그러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

된 의궤의 서명에는 최근 ‘효순’ 두 글자를 뺏으나 국립중앙도서관과 프랑스 국

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의궤에는 여전히 ‘효순현빈’으로 되어 있다.7)7)본고에

서는 시호를 뺀 세자빈 작호로서의 ‘현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배우자인 효장세자가 훙서한 뒤 사도세자가 탄생하고 그가 가례를 올린 뒤 그

녀의 위차는 사도세자, 빈궁(惠慶宮), 현빈궁의 순서로 자리매김되었다.8)8)이후

사도세자가 죽은 뒤 영조가 세손(정조)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들어가게 했고, 정

조는 즉위하자 양부모인 효장세자와 현빈을 眞宗과 孝純王后로 각각 추숭했다.9)9)

3) 英祖實錄 권40, 영조 11년 1월 壬辰(21)
4) 英祖實錄 권40, 영조 11년 3월 丙戌(16); 承政院日記 영조 11년 3월 16일(丙戌). 영
조실록은 세자빈의 작호를 짓게 된 유래에 중점을 둔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어떤 글자
를 택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한 차이가 있다. 현빈이라는 작호를 정하게 된 전말
에 대해서는 賢嬪玉印造成都監儀軌(奎 14947) [卷首] [收議] 참조.

5) 英祖實錄 권99, 영조 38년 윤5월 癸未(21);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94면.
6) 賢嬪宮喪謄錄(奎 18178); 賢嬪宮喪謄錄(藏 K2-3033, 藏 K2-3034). 이하 본고에서 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는 모두 ‘藏’字를 붙여 표기했다.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국립중앙박물
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http://uigwe.museum.go.kr/),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bnf.fr/fr/acc/x.accueil.html) 등의 사이트가 참조된다. 상당수의 의궤를 소

장하고 있는 장서각에는 현빈 관련 의궤가 소장되어 있지 않다(장서각 홈페이지 http://
jsg.aks.ac.kr/).

8) 임혜련, 2015 영조~순조대 惠慶宮의 위상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74,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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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지위로 위상이 변화했다가 1908년(융희 2) 眞宗昭皇帝와 孝純昭皇后로

각각 추존되면서10)10)마침내 황후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간 현빈에 관한 연구는 1751년(영조 27) 현빈의 훙서를 계기로 세자․세자

빈의 예장을 규정한 국가전례서 편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11)11)정조대 효순

왕후로 추숭되었다 정도로 거론되었다. 그 밖에 현빈의 복제 논쟁과 관련한 연

구가 1편 있다.12)12)세자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것의 예장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13)13)

최근 사례 연구를 통해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왕․왕후의 국장과 세자의 예장 뿐 아니라 세손, 후

궁, 공주 등 연구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14)14)그 중 왕실의 남성과 달리

9) 正祖實錄 권1, 정조 즉위년 3월 庚寅(19). 진종과 효순왕후의 추숭 과정은 眞宗孝純王
后追崇都監儀軌(奎 13327, 藏 K2-2850) 참조.

10) 眞宗孝純王后憲宗孝顯王后孝定王后哲宗哲仁王后追尊時儀軌(奎 13330) 筵說(附奏本別
單) 戊申四月十二日 .

11) 이현진, 2011(b)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1
장 1절.

12) 이원택, 2008 17세기 복제예송이 18세기 복제 예론에 미친 영향: 예론의 지역적 분립과

학파 내의 분화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4장 2절.
13) 위의 논문, 3~4장; 김세은, 2004 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祔

奎章閣 27; 이현진, 2015 순조대 惠慶宮의 喪葬 의례와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74.
14) 주13)에서 제시한 논문 이외에 다음과 같은 논저가 있다. 鄭鍾秀, 1994 朝鮮初期 喪葬儀
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윤, 2008 昭顯乙酉東宮日記로 본 昭顯世子
의 죽음 奎章閣 32; 나종면, 2008 소현세자의 죽음과 장례절차 東方學 1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송지원, 2009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朝鮮時代史學
報 51; 安晞材, 2009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李迎春, 2010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戊戌苫次日記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2; 이현진, 2011(a) 순조의 장녀 明溫公主의 喪葬 의례: 明溫公主
房喪葬禮謄錄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6; 이현진, 2011(c) 정조 초 영조의 國
葬 절차와 의미 泰東古典硏究 27; 이현진, 2012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 40; 이현진, 2014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禮葬)과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 46; 양정현, 2014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
속학 45; 이지훈, 2014 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 역사민속학 45;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조용철, 2014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45; 최나래, 2014 조선 초기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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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왕후 국장’이든 ‘세자빈 예장’이든 국왕이나 세자보다 먼저 돌아가시느냐

(기년상) 나중에 돌아가시느냐(삼년상)에 따라 喪期가 달라지므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현빈은 효장세자보다 나중에 훙서한 경우에 해당했고, 그러한 사

례 연구에 본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15)15)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현빈의 훙서부터 入廟까지 예

장의 전반적인 과정 및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때 세자․세

자빈의 예장 규정이 국가전례서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빈의 상장을

치르면서 어떻게 마련해가는지, 현빈 예장을 통해 국가전례서를 편찬해가는 과

정 또한 계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세자빈 예장을 다루기에 왕후 국장과 다른 세자빈 예장과의 비교는 필

수라고 생각한다. 현빈 예장만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 현빈이

효장세자보다 나중에 훙서했듯이 효종보다 나중에 승하한 仁宣王后(1618~1674)

와 사도세자보다 뒤에 훙서한 동급의 세자빈인 혜경궁을 사례로 들고자 한다.

행사에 소용되는 물품, 복식, 참여자 및 여타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이

글에서 일일이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빈의 상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각 의절을 거행하는

시점과 의례 용어의 선택에 주목하여 인선왕후와 혜경궁의 상장례와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圖說을 통한 비교도 간략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왕후 국

장과 혜경궁 예장 사이에서 현빈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 현빈의 죽음을 계기로 비로소 세자․세자빈의 예장을 규정

한 국가전례서의 편찬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45; 석창진, 2015 조선 초기 유교적 국상의례의 거행양상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58; 이현진, 2015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이상은 역
사학 방면에서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밖에 상장례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학 방

면에서의 연구 성과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5) 세자보다 먼저 죽은 세자빈은 1718년(숙종 44) 경종이 세자 시절 卒逝한 端懿嬪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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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빈의 예장 절차

1) 薨逝부터 發靷 전까지

1751년 11월 14일 현빈에게 환후가 있어 약원에서 직숙했으나 이날 亥時 곧

三更에 창경궁 宜春軒, 곧 建極堂 東室에서 훙서했다.16)16)이곳은 예전에 영조가

거처하던 곳이었다.17)17)이어서 곧바로 내시가 현빈궁이 평상시에 입던 웃옷[常御

上服]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賢嬪宮復’이라고 외치는 復 절차를 거행했다.18)18)

곧바로 현빈의 상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했다. 먼저 상장

초기 襲과 歛 등의 절차를 거행할 때 일을 맡아서 도와줄 집사자는 현빈의 사촌

중에서 사평 趙載得과 幼學 趙載翰․趙載履를 대령하게 했다. 신하들의 망곡하

는 처소[哭班]는 延喜門 밖에 설치하기로 했다.19)19)公除하는 날은 예조판서 李益

炡이 10일로 아뢰었으나 영조가 그럴 경우 以日易月의 제도가 아니므로 13일로

고쳐 정했다. 13일이 되면 成服하는 날로부터 9일이 되고 이일역월의 제도에 부

합했기 때문이다.20)20)그렇다면 공제하는 날은 13일째 되는 11월 26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복제에 관한 논의이다. 영조와 영의정 金在魯, 예조판서 이익정,

예조참판 洪鳳漢이 주로 의견을 개진했다. 영조와 김재로, 홍봉한은 영조와 곤전

은 9개월 大功服을, 慈殿(인원왕후) 또한 대공복 혹은 小功服을,21)21)동궁과 嬪宮

16)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丙子(14);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5일(丁丑);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時日] “賢嬪辛未十一月十四日亥
時 薨逝于昌慶宮之宜春軒卽建極堂之東室.” 효순현빈빈궁혼궁양도감의궤과 효순현빈
묘소도감의궤에는 창경궁 건극당의 의춘헌에서 훙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孝純賢嬪殯
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時日];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時日]]. 영조실록의 다른 기사에는 ‘창경궁’ 의춘헌이 아니라 ‘창덕궁’ 의춘헌으
로 되어 있다[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甲申(22)].

17)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甲申(22).
18)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曹儀註秩 復儀 .

19)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4일(丙子);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丙子(14).
20)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4일(丙子).
21) 영조실록에는 자전이 長孫婦인 현빈에 대해 대공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고[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丙子(14)], 승정원일기에는 소공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다[承政
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4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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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개월 소공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익정은 영조가 소공복을 입는 것

이 禮制라고 하여 입장을 달리했다. 이때 1718년(숙종 44) 경종이 세자 시절 卒

逝한 端懿嬪의 상장례를 정리한 戊戌謄錄, 복제에 관한 논의는 배우자인 효장
세자와 맞춰야 하기에 1728년에 훙서한 효장세자의 상장례를 정리한 戊申謄錄,
국가전례서인 오례의와 속오례의, 國制[경국대전]까지 두루 언급되었다.22)22)

다음날 11월 15일, 슬픔을 표하는 擧哀 절차를 행한 뒤 辰時에 시신을 목욕시

키고, 巳時에 수의를 입히는 襲 절차를 행한 뒤 襲奠을 올렸다. 곧바로 내․외

명부와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자리를 설치하고 곡을 하는 爲位哭, 입속에 쌀(稻

米)과 진주를 넣는 含, 神帛 혹은 魂帛을 담은 函을 임시로 두는 靈座, 죽은 사

람을 깃발로써 표시하는 銘㫌 등을 차례로 거행하거나 조성했다. 未時에 옷과

이불로 시신을 두르고 메우는 小歛을 행하고, 이어서 小歛奠을 올렸다. 소렴할

때의 歛衣는 19稱이었다.

그 밖에 이날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해 논의했다. 현빈의 상장 전반을 담당할

김재로를 殯宮․禮葬․墓所 3도감의 都提調로 삼고, 守墓官 및 각 도감의 당상

과 낭청을 모두 차출했다.23)23)명정에 글을 쓸 서사관은 洪鳳祚, 빈궁 안 梓室 윗

면에 上자를 쓸 사람은 낙풍군 李楙, 虞主에 글을 쓸 題主官은 沈星鎭으로 차하

했다. 또 영조는 건극당에서 성빈하고, 빈궁에 欑室을 두지 않는다고 權一衡에게

전교했다.24)24)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하나는 현빈이 훙서한 건극당을

빈궁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찬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현빈의 무덤 자리는 무신년에 이미 정했기에 이번에는 성복한 뒤 즉시 공역을

거행하라고 전교했다.25)25)이는 효장세자의 무덤에 부장한다는 것을 뜻했다. 시호

의 의정은 성복이 지난 후에 곧바로 거행하도록 권일형에게 전교했다. 빈궁에

22)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4일(丙子);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丙子(14).
23) 도제조 및 예장도감․빈궁혼궁도감․묘소도감 담당자와 그들의 재직 시기 및 직책 변동

상황은 각 의궤의 座目이 참조된다[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
軌 別單;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吏曹啓下單子; 孝純賢嬪墓
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座目]].

24)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5일(丁丑).
25)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啓辭秩 辛未十一月十五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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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食하고 제사를 올릴 때[獻祭]에는 종친과 공신자손 1인이 돌아가며 직숙한다

는 규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를 따르고자 했으나 무술등록을 참고하여 종부
시와 충훈부에서 적합한 인원을 擇差하기로 전교했다. 명정에 쓰는 방식은 무
술등록을 따라 金字로 ‘賢嬪梓室’을 隸書로 쓰기로 정했다.26)26)
다음은 거애할 때의 절차에 관한 논의이다. 무술등록을 참고하여 안에 있는
백관은 淺淡服 차림으로 현빈궁 밖에서 哭臨하고, 罷散朝官과 관학유생 등은 소

복 차림으로 宣仁門 밖에서 會哭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사에 관한 논의이다. 무
술등록에 상례를 행할 때, 隆殺의 절차가 없지 않음을 고려하여 初喪부터 卒哭
까지 大祀․中祀․小祀를 모두 정지하고 成殯한 뒤 오직 사직제만을 지낸 대신,

이번에는 공제한 뒤 대사․중사․소사를 例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최종 결정은 11월 18일에 이루어졌다.27)27)

그 밖에 모든 道의 사신 및 외관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 變服하여 거애 및 進

箋․陳慰를 무술년의 전례를 따라 거행하기로 했다. 습전을 올릴 때 饌品은 무

술년 단의빈 상 때의 예대로 설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하교한 제집사 趙載洪

무리들이 모두 이러한 의절들이 생소하여 좌랑 趙載遇와 도사 趙載選을 집사로

입참하도록 전교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넣을 재실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治梓

室]. 국왕이나 왕후의 梓宮은 6자(尺) 3치(寸)로 견양을 내는데, 이번 재실은 冬

字 재궁으로 取用하도록 분부했다.28)28)문제는 동자 재궁의 규모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11월 16일 훙서한 지 3일째 되는 이날, 현빈의 훙서 사실을 태묘와 영녕전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午時에 大歛하고, 이어서 大歛奠을 올렸다. 대렴할 때의

염의는 70칭이었다. 곧이어 건극당에 재실을 받들어 내리는[下梓室] 성빈 절차

를 행하고 成殯奠을 올렸다. 이때 찬실이 조성되지 않은 채 성빈이 이루어졌고,

빈궁에는 素扇․素蓋를 배립하지 않았다.29)29)이러한 의물은 11월 26일에 이르러

26) 승정원일기에는 명정에 金字로 ‘賢嬪梓室’을 예서로 쓴다고 되어 있다[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5일(丁丑)]. 그런데 효순현빈빈궁혼궁양도감의궤에는 泥金을 사용해
隸字로 쓴다고 되어 있다[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曹儀註秩].

27)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8일(庚辰).
28)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5일(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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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찬실을 두지 않은 잘못을 깨달은 영조에 의해 비로소 소상과 소내상에 찬

실을 두도록 했고, 아울러 빈궁에 소개와 소선 또한 만들어 들이도록 전교했

다.30)30)나중에 啓欑禮를 행할 때 빈궁에 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했음이 분명하다.31)31)그리고 이듬해인 1752년(영조 28) 1월 편찬에 들어간 효순
현빈빈궁혼궁양도감의궤에 찬실과 소선․소개가 도설에 수록되어 있다.32)32)
그 밖에 이날 논의한 내용이다. 성복할 때 종친과 문무백관들은 천담복 차림

으로 빈궁 문 밖에서 곡림하고, 파산조관과 관학생들은 소복 차림으로 선인문

밖에서 회곡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묘소의 조성에 관한 건이다. 김재로가 장례치르는 길일이 내년 1월 22

일이라고 하므로 성복한 뒤 묏자리를 봉심하고자 하지만 영조가 무신년 때 이미

定標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看審하지 말라고 전교했다. 아울러 묘소에 정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3년 안에 祭奠을 효장세자의 그것과 함께 설행할 수 없기에 假丁

字閣을 조성하되 그것의 영건은 간략하게 하도록 분부했다.33)33)효장세자의 제사

(길례)를 담당하는 정자각이 이미 있었기에 현빈의 상장 기간 동안 제사를 담당

하기 위해 가정자각을 건립해야 했다. 길례와 흉례를 한 공간에서 행례할 수 없

기 때문이다.34)34)

마지막으로 현빈의 시호에 관한 안건이었다. 김재로가 성복한 뒤 시호를 의정

해야 하는데 ‘孝’자로 정하고자 한다고 아뢰자 영조가 동조했다. 이로써 시호 두

글자 중 한 글자는 ‘효’자로 정해졌다.

29)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6일(戊寅).
30)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26일(戊子);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27일(己丑); 國
朝喪禮補編(奎 1339) 卷4, 受敎分類(上) 成殯 .

31)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壬午(20).
32)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圖說] 欑室圖 ․ 素扇圖 ․ 素盖圖 .
33) 무덤의 간심과 가정자각에 대한 이 단락의 내용은 승정원일기에는 11월 16일, 묘소도
감의궤에는 11월 17일에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6일
(戊寅);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啓辭秩 辛未十一月十七日 ]. 승정
원일기의 기사가 매우 상세하여 본문은 승정원일기를 따라 작성했다.

34) 홍석주, 2008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조성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

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 2∼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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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훙서한 지 4일째 되는 이날, 사시에 성복했다. 영조와 중궁전(정성

왕후)은 대공복을, 대왕대비전(인원왕후)은 소공복을, 왕세자와 빈궁은 소공복을

각각 입었다.35)35)이날 아직 현빈의 시호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영조실록에는 명
정에 쓰는 방식과 신주에 쓰는 방식을 제시했다. 시호를 정한 뒤에야 명정과 신

주에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대에 영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생긴 오
류로 이해된다.36)36)이후 返虞하기 전까지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을 올리며 상식

했으며, 초하루와 보름에는 전을 올렸다.37)37)

11월 17일 혹은 18일, 사대부가의 혼인은 공제한 뒤 過婚하도록 했다.38)38)11월

18일에는 혼궁의 처소를 정했다. 왕후의 魂殿은 殿號를 정해 올리지만 세자빈의

신주를 모시는 혼궁은 별도의 宮號를 짓지 않기에 이처럼 처소만 제시될 뿐이

다. 영조가 현빈의 혼궁은 무신년 효장세자의 혼궁을 修補하여 쓰라고 전교했

다.39)39)현빈의 혼궁에 대해서는 返虞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또 이날 李彛

章이 무술등록을 참고하여 虞祭는 五虞로 하기로 아뢰자 영조가 윤허했다.40)40)
다음날 11월 19일, 영조가 현빈에게 ‘孝純’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효순, 孝端,

孝貞 중 효순에 낙점한 것이었다.41)41)11월 21일, 현빈궁의 신주를 조성하고 이를

봉안할 전각은 모두 경희궁 爲善堂으로 정했다.42)42)11월 23일 시호가 정해졌기에

35)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曺啓下關秩 服制別單 .

36) 11월 15일 거애부터 17일 명정식과 제주식까지는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
(CORÉEN 2462) [時日];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曹儀註
秩;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5일(丁丑);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丁丑
(15);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6일(戊寅);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戊
寅(16);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7일(己卯);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己卯(17) 참조.

37)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曹儀註秩 朝夕哭奠及上食儀 ․ 朔

望奠儀 .

38)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己卯(17);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8일(庚辰).
39)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8일(庚辰);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承傳秩 辛未十一月十八日 “傳曰 魂宮以戊申年孝章魂宮 修補以用 神榻以舊件 只

塗用之 (후략).”

40)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8일(庚辰).
41) 承政院日記 영조 27년 11월 19일(辛巳); 英祖實錄 권74, 영조 27년 11월 辛巳(19);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禮關秩 辛未十一月二十三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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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명정을 고쳐 쓰는[改銘㫌] 방식과 印에 쓰는 방식, 그리고 신주에 쓰는

방식을 정했다. 개명정식은 ‘孝純賢嬪梓室’, 印式은 ‘孝純賢嬪之印’, 題主式은 외

면에는 ‘孝純賢嬪神主’, 陷中에는 ‘朝鮮國孝章世子嬪趙氏神主’였다.43)43)11월 26일

영조가 발인할 때 轝士軍은 무신년의 例에 따라 12運으로 마련하도록 전교했

다.44)44)12월 25일 丑時에 外梓室을 묘소로 陪進했다.45)45)

1752년(영조 28) 1월 10일 영조가 직접 현빈궁의 賜諡에 대한 告由奠의 祝文

과 立銘㫌에 대한 고유전의 축문을 지어서 내렸다.46)46)다음날 1월 11일 영조가

빈궁에 친림하여 현빈에게 시호 ‘효순’을 내렸다.47)47)그 절차 방식은 현빈에게 시

호가 들어간 諡冊과 諡印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날[11일] 서사관 홍봉조가 명정

에 ‘효순현빈재실’을 썼고[改銘㫌], 옛 명정은 宮庭에서 불태웠다. 이어서 영조가

친림하여 改銘㫌奠을 올렸다.48)48)

1월 18일 현빈의 신주를 조성하여 다음날 19일 오시에 위선당에 봉안했다.49)49)

그리고 11월 20일 위선당에서 빈궁으로 나아갔다.50)50)

2) 발인부터 入廟까지

1752년 1월 20일 의정부 좌참찬 權이 빈궁에 봉안되어 있는 찬실을 여는 의

례를 행했다[啓欑禮].51)51)이후부터 발인 때까지 代哭했다. 이어서 빈궁에서 길 신

에게 올리는 祖奠을 행했다.52)52)다음날 1월 21일 빈궁의 戶 밖에서 遣奠을 행하

42)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啓辭秩 今十一月二十一日 .

43)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禮關秩 辛未十一月二十三日 .

44)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啓辭秩 今十一月二十六日 .

45)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啓辭秩 辛未十一月二十日 各項擇日別單 ;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啓辭秩 辛未十二月十一日 ․ 辛
未十二月十五日 .

46)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壬申(10).
47)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癸酉(11).
48)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癸酉(11).
49)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월 4일(丙寅);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丙寅(4).
50)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월 19일(辛巳).
51)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壬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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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어서 축시에 재실을 받들어 靈轝에 올리고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 뒤

묘소를 향해 출발했다[發靷].53)53)

영여가 板廛의 屛門 앞길을 경유하여 종묘 앞길과 창덕궁 앞길에서 조금 머물

렀다가 출발했다. 또 숭례문 안에 이르러서 杠을 고칠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출

발했다. 숭례문 밖에 이르러서 또 조금 머물렀는데, 東․西班이 奉辭하는 절차를

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직하는 절차를 마친 뒤 출발하여 晝停所의 帷門 안에 도

착하자 帳宮 안에서 晝停奠을 설행했다. 禮饌의 진설은 朝夕奠과 같게 했다.54)54)

申時에 묘소 정자각 靈帳宮 帷門 밖에 도착했다. 묘소는 파주 條里洞의 順陵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왼쪽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55)55)유문 안으로 들어가 재

실을 榻 위에 안치하되 머리가 남쪽을 향하게 하고, 이어서 魂帛函을 영좌에 안

치한 뒤 神主櫃는 그 뒤에 놓았다. 명정을 진설하고 諡冊印․哀冊․평시의 敎命․

책인 등을 진설한 뒤 奠을 올렸다[成殯奠]. 또 조석전 및 상식을 모두 처음처럼

설행했다. 현빈궁의 교명과 책인은 江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56)56)

이보다 앞서 현빈의 무덤 조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751년 12월 20일

酉時에 공역을 시작하여 풀을 베고 흙을 파냈다[斬草破土]. 이날 새벽에 先陵

(순릉)과 先墓(효장세자)에 고하고, 祠后土를 행했다. 12월 22일 사시에 甕家를

만들고, 24일 사시에 금정을 열었다[開金井]. 穴深은 7자 9치였다. 12월 25일 축

시에 외재실을 배진하고, 외재실을 내리는 것은 穿壙의 공역을 마친 뒤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맞춰 때에 따라[隨時] 시행했다.57)57)

1월 22일, 사시에 현실에 재실을 내렸다[下玄室]. 곧, 孝章墓의 왼쪽 乙坐에

祔葬했다. 오시 혹은 미시에 제주관 심성진이 吉帷宮에서 虞主 혹은 신주에 글

을 썼다.58)58)먼저 함중에는 ‘조선국효장세자빈조씨신주’라고 쓰고, 다음 前面에는

52)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壬午(20).
53)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癸未(21).
54)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癸未(21).
55) 英祖實錄 권21, 영조 5년 1월 辛未(26).
56)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啓辭秩 辛未十一月二十八日 .
57) 현빈의 무덤 조성 과정을 다룬 이 단락은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啓
辭秩 辛未十一月二十日 各項擇日別單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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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현빈신주’라고 썼다. 신주에 글을 쓰고 난 뒤 전을 올렸다[立主奠]. 이어서

初虞祭를 지냈다. 封墓하는 일을 마친 뒤 때에 따라 安墓奠을 올림으로써 현빈

의 무덤 조성 공역을 모두 마쳤다.59)59)

1월 23일(을유) 卯時에 神主車에 신주를 안치한 뒤 반우했다. 이날 미시에 신

주를 받들고 궁궐로 돌아와 창경궁에 있는 옛 永徽殿에 신주를 봉안했다.60)60)이

곳은 바로 효장세자의 혼궁이었고,61)61)영휘전은 경종의 비 端懿王后의 혼전 전호

였다.62)62)혼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再虞祭를 지냈다.63)63)1월 25일(정해) 三虞祭를,64)64)

1월 27일(기축) 四虞祭를,65)65)1월 28일(경인) 五虞祭를 혼궁에서 각각 지냈다.66)66)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우제는 칠우제를 지내는데, 초우제를 지낸 뒤 재우

제부터 六虞祭까지는 柔日에, 칠우제는 剛日에 지냈다.67)67)현빈은 이들보다 한 등

58) 午時라고 한 문헌은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時日]이고,
未時라고 한 자료는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時日]이다. 이
때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에는 ‘題虞主’라고 하여 우주에 글을 썼다고 되어 있고, 효순
현빈빈궁혼궁양도감의궤에는 ‘題主’라고 하여 신주에 글을 썼다고 되어 있다. 현빈의 상
을 계기로 편찬하게 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소상의 경우는 우주와 연주의 구별을 두고
있지 않고 ‘신주’라고 일컫는데[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2, 發引儀 諸具 “虞主 【(註)

用桑木 小喪神主 用栗木(奉常寺)】”;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2, 立主奠 諸具 “虞主
【(註) 小喪神主】.”] 막상 현빈의 상에서는 우주와 신주를 함께 썼다. 이는 국장에서 쓰

던 기왕의 관례대로 기록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된 한참 뒤인
1786년(정조 10)에 훙서한 문효세자 예장에서도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의궤에서 ‘우
주’라고 표현한 기록이 간간이 보인데서 짐작할 수 있다.

59) 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上(CORÉEN 2461) 啓辭秩 辛未十一月二十日 各項擇日別單 .

60) 下玄室부터 혼궁에 신주를 봉안하기까지는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時日]; 孝純賢嬪禮葬都監儀軌上(CORÉEN 2443) 都廳儀軌 [時日];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甲申(22);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乙酉(23) 참조.

61) 孝章世子殯宮都監儀軌(奎 14857) [時日] “同月二十七日卯時返虞奉安于昌慶宮古永徽殿.”
62) 景宗實錄 권1, 경종 즉위년 6월 庚戌(15). 단의왕후는 경종이 세자 시절 졸서했는데,

경종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그녀를 단의왕후로 추봉했다. 세자빈의 신주를 봉안한 혼궁

이 왕후의 신주를 봉안하는 혼전으로 격상되면서 전호를 ‘영휘’로 정한 것이었다.

63)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乙酉(23).
64)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丁亥(25).
65)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월 24일(丙戌). 영조실록에는 사우제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
지 않는다.

66)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庚寅(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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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낮춰야 하기에 오우제까지 지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재우제부터 사우

제까지는 유일에 지내고, 오우제는 강일에 지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십간의 乙․丁․己․辛․癸에 해당하는 날이 유일이고, 甲․丙․戊․庚․壬에

해당하는 날이 강일이다.68)68)1월 23일은 을유일, 1월 25일은 정해일, 1월 27일은

기축일로 모두 유일에 해당하여, 재우제부터 사우제까지 유일에 지냈으며, 1월

28일은 경인일로 강일에 해당, 오우제를 강일에 행례한 것이었다.

오우제까지 지낸 뒤 영조는 그 다음날인 1월 29일 세 도감의 도제조 김재로를

비롯하여 현빈의 예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상을 내렸다.69)69)

다음날 1월 30일(임진) 졸곡제를 혼궁에서 지냈다.70)70)졸곡제는 국왕이나 왕후

의 국장에서는 칠우제를 지낸 뒤 강일에 지냈는데,71)71)그렇다면 현빈은 오우제를

지낸 뒤 강일에 졸곡제를 지냄도 알 수 있다. 1월 30일은 임진일로 강일에 해당,

졸곡제를 강일에 지낸다는 규정도 준수했다.

4월 1일 영조가 현빈궁의 복제를 벗었다[除服]. 1751년 11월 14일부터 1752년

4월 1일까지 개월수로 계산하면 5개월을 다 채우고 다음날 복을 벗은 셈이다.

그렇다면 영조가 “當月盡後 可以除服矣”라고 한 것을 통해 결국 5개월 소공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72)72)영조는 성복할 때 분명히 9개월 대공복을 입었고, 이보

다 앞서 3월 14일 승정원일기 기사에도 영조는 “현빈궁의 복제는 6월에 끝난
다”고 했다.73)73)상복을 벗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때에 이르러 왜

제복했는지, 그것에 대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제복했다’는 이외
에 별다른 설명이 있지 않다.74)74)

그러다가 3달여 쯤 뒤인 7월 24일 영조는 현빈상에 대해 자신과 정선왕후의

67) 國朝五禮儀 卷7, 凶禮 魂殿虞祭儀 “(註) (중략) 自第二虞至第六虞用柔日 第七虞用剛日.”

68) 國朝五禮儀 卷8, 凶禮 大夫士庶人喪 “乙丁己辛癸爲柔日 甲丙戊庚壬爲剛日.”

69)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辛卯(29).
70) 英祖實錄 권75, 영조 28년 1월 壬辰(30).
71)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卒哭祭儀 “(註) 七虞後遇剛日而行.”

72)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3월 14일(乙亥).
73)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3월 14일(乙亥).
74) 英祖實錄 권76, 영조 28년 4월 壬辰(1);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3월 30일(辛卯); 承
政院日記 영조 28년 4월 1일(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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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대공복에서 기년의 복제로 고쳐 정하라고 명했다.75)75)3장 2절에서 현빈의

복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지만 현빈이 훙서한 지 9개월이 된 시점에 기년으

로 복제를 바꾸자 영조와 정성왕후는 복을 더 입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상의

원으로 하여금 복제를 다시 마련하게 하고 대공 복제는 매안하기로 했다.76)76)

11월 14일 四更, 현빈이 훙서한 지 1년이 되는 첫 번째 기일에 小祥祭를 지냈

다.77)77)신주를 바꾸는 절차가 없었고, 처음 조성한 신주가 사당에 봉안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복제를 기년으로 바꾸었기에 이날 비로소 영조와 정성

왕후는 최복을 벗었다[釋服].

이듬해 1753년(영조 29) 9월 9일, 영조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 효순이

입묘할 때 마땅히 고유해야 한다고 하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이날 孝章

廟와 효순 혼궁에 먼저 告由祭를 설행하고, 입묘한 뒤에는 告安祭를 합설하라고

명했다.78)78)11월 10일 영조가 효순은 禫月에 입묘해야 하는가에 대해 신하들에게

묻자 이조참판 趙明履가 그렇다고 답했다.79)79)왕후의 국장과 다르기에 영조가 신

하들에게 문의한 듯하다. 이때 영조는 여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명리가 祥祭를 지낸 뒤에 곧 입묘한다고 답했다.

4일 뒤 11월 14일, 훙서한 지 2년이 되는 두 번째 기일에 大祥祭를 지냈다.80)80)

다음날 15일 영조는 “私家에서는 대상 뒤 곧바로 입묘하므로 효순 또한 일체로

입묘해야 한다”고 말했다.81)81)영조의 말만 본다면 대상 뒤에 곧바로 입묘하여 禫

祭를 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묘할 때의 의주에 “告動輦 고유를

그날 담제와 겸하여 고한다”고 한 데서 담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82)82)고동련

은 사당으로 향하기 위해 혼궁에서 신주를 받들어 내어 신련에 싣고 출발하겠다

75) 英祖實錄 권77, 영조 28년 7월 壬午(24).
76) 英祖實錄 권77, 영조 28년 7월 丙戌(28).
77)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1월 14일(辛未); 英祖實錄 권78, 영조 28년 11월 辛未(14).
78)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9월 9일(辛酉).
79)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11월 10일(辛酉); 英祖實錄 권80, 영조 29년 11월 辛酉(10).
80) 英祖實錄 권80, 영조 29년 11월 乙丑(14);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11월 14일(乙丑).
81) 承政院日記 영조 29년 11월 15일(丙寅); 英祖實錄 권80, 영조 29년 11월 丙寅(15).
82) 英祖實錄 권81, 영조 30년 1월 丁巳(7).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325

는 뜻을 고하는 절차이다.

1754년(영조 30) 1월 7일, 효순현빈궁의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입묘하는 예를

거행했다.83)83)이때 효순현빈궁의 제사는 담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입묘한

뒤에는 奉安祭를 지냈다. 현빈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은 배우자인 효장세자의 사

당인 孝章廟였다. 이곳은 영조가 延礽君 시절에 거처하던 북부 順化坊에 위치한

彰義宮이었다.84)84)그리고 창의궁은 효장세자가 태어난 곳이자 그의 신주를 봉안

한 사당이 있는 곳이었다.85)85)이로써 현빈의 길고 긴 상장 절차가 모두 끝났다.

3. 현빈 예장의 특징

1) 의절과 용어, 圖說에 드러난 仁宣王后 國葬과 惠慶宮 예장과의 비교

현빈 예장의 비교 대상으로 인선왕후 국장과 혜경궁 예장을 들었다. 두 상장

례와 현빈 예장의 공통점이 배우자인 국왕이나 세자 보다 나중에 죽어 상장을

치렀다는 사실이다. 세 상장례에서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 용어, 도설을 중심으

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에 대한 비교이다. 주요 의절 가운데 그 의절을

거행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국장과 예장이 신분에 따라 어떻게 혹은 얼마나 차

이가 나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단, 吉日이나 吉時가 맞지 않을 때 의절

을 거행하는 시점이 기본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 복 , 목욕 , 습 세 절차는

국장, 예장, 사대부 상장례에서 등급의 구별없이 공통적으로 ‘돌아가신 날’에 거

행하는 의절임에 반해, 현빈처럼 해시에 훙서한 경우 복 , 목욕 , 습 세 절

차를 돌아가신 다음날에 거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밖에 주요 의절을 거

행한 시점을 중심으로 각 상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6)86)

83) 英祖實錄 권81, 영조 30년 1월 丁巳(7).
84)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11월 甲午(6); 增補文獻備考 卷38, 輿地考26 (補)宮室2 本
朝宮室 別宮.

85) 英祖實錄 권21, 영조 5년 1월 辛未(26); 英祖實錄 권29, 영조 7년 1월 丁卯(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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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묘와 영녕전에 죽은 사실을 고하는 고사묘 를 행한 시점이다. 국조
오례의에는 승하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사직․영녕전․종묘에 고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87)87)인선왕후의 국장에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자료에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혜경궁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행했다. 현빈 또한 11

월 16일에 행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거행했다.

다음은 소렴 을 행한 시점이다. 국조오례의에는 승하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88)88)인선왕후는 실록에는 돌아가신 지 2일째에, 의궤

에는 3일째에 행례한 것으로 되어 있다.89)89)혜경궁은 훙서한 지 2일째 거행했고,

현빈 또한 11월 15일에 행하여 2일째 되는 날에 거행했다. 고사묘 를 소렴

보다 앞 항목에 둔 것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순서를 따른 것이다.90)90)
다음 대렴 을 행하고 대렴한 그 날 성빈 한 시점이다. 국조오례의에는 승
하한 지 5일째 되는 날 행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91)91)인선왕후는 돌아가신 지 5

일째에 대렴과 성빈을 행했다.92)92)혜경궁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대렴하

86) 인선왕후의 국장은 실록과 승정원일기, 인선왕후 흉례 관련 의궤를 참고했다. 그 중 의
궤는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CORÉEN 2553)와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CORÉEN
2598)를 주로 활용했다. 혜경궁 예장은 이현진, 2015 순조대 惠慶宮의 喪葬 의례와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74를 참조했다.
87)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告社廟 .

88)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小歛 “(註) 第三日.”

89)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己未(24);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己未
(25);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CORÉEN 2598) [儀註] 小歛 “(註) 第三日 二月二十六
日.” 그 중 실록에서 날짜가 차이나는 것은 현종이 승하한 날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종개수실록에는 2월 24일에 승하한 것으로 나오고[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戊午(24); 顯宗改修實錄 권28, 현종 15년 6월 丁酉(4)], 현종실록에
는 2월 23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戊午(23)].
이하 현종개수실록과 현종실록에서 날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에 근거한 것임
을 밝혀둔다. 그 밖에 인선왕후 흉례 관련 의궤에는 2월 24일에 승하한 것으로 되어 있
다[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CORÉEN 2553) 都廳儀軌 [時日]; 仁宣王后殯殿都監儀
軌(CORÉEN 2598) [時日]]. 이듬해 2월 24일에 연제를 지낸 것으로 보아 2월 24일에
승하했음을 알 수 있다[肅宗實錄 권2, 숙종 1년 2월 壬子(24)].

90)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告社廟 ․ 小歛 .

91) 國朝五禮儀 卷7, 凶禮 大歛 “(註) 第五日”;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成殯 “(註) 大

歛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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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빈궁에 성빈했으며, 현빈 또한 11월 16일에 대렴하고 성빈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거행했다.

그 다음 有服者들이 비로소 각각 상복을 입는 성복 하는 시점이다. 국조오
례의에 승하한 지 6일째 되는 날에 성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93)93)인선왕후는

돌아가신 지 6일째에 되는 날 성복했다.94)94)혜경궁은 훙서한 지 4일째 되는 날

성복했고, 현빈 역시 11월 17일에 성복하여 4일째 되는 날에 행례했다.

그 다음 장사지내는 시점이다. 예기에 천자는 승하한 뒤 7개월만에, 제후는
5개월만에, 大夫․士는 3개월만에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에 승하한 지 5개월만에 왕릉으로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95)95)인선왕후는 1674년(현종 15) 2월에 승하하여 6월에 玄宮에 재궁을 내려

5개월만에 장례를 치렀다.96)96)혜경궁은 돌아가신 지 3개월째에 장례를 치러고 싶

었으나 여건상 부득이하게 4개월만에 거행했다. 현빈은 이듬해 1월에 효장묘에

부장하여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렀다.

다음은 우제 를 지내는 횟수와 그 시점이다. 앞서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우제는 칠우제를 지낸다고 했다. 인선왕후는 초우제부터 칠우제까지 지냈다.97)97)

혜경궁은 오우제까지 지내되 제이우부터 제사우까지는 유일에, 오우제는 강일에

92)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壬戌(28);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壬戌
(27);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CORÉEN 2598) [儀註] 大歛 “(註) 第五日”; 仁宣王后
殯殿都監儀軌(CORÉEN 2598) [儀註] 成殯 “(註) 大歛同日.”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에는 2월 28일에 성빈한 것으로 되어 있다[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CORÉEN 2553)
都廳儀軌 [時日]].

93)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成服 “(註) 第六日.”

94)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癸亥(29);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2월 癸亥
(28).

95)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治葬 “五月而葬.”

96)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CORÉEN 2553) 都廳儀軌 [時日]; 顯宗改修實錄 권28, 현
종 15년 6월 丁酉(4); 顯宗實錄 권22, 현종 15년 6월 丁酉(4).

97) 초우제와 칠우제를 지낸 기록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우제: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一(CORÉEN 2553) [時日] “(康熙十三年甲寅六月初
四日) 申時 下玄宮 題主於吉帷宮 行立主奠 還安於靈幄殿 行初虞祭.”

* 칠우제: 承政院日記 현종 15년 6월 14일(丁未); 承政院日記 현종 15년 6월 15일
(戊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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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 현빈도 오우제까지 지내되 재우제부터 사우제까지는 유일에, 오우제는

강일에 행했다.

다음은 졸곡제 를 지낸 시점이다. 앞서 국장에서는 칠우제를 지낸 뒤 강일에

지낸다고 했다. 인선왕후의 졸곡제는 칠우제(강일) 이후 강일을 만나 지냈다.98)98)

혜경궁은 오우제를 지낸 뒤 강일을 만나 졸곡제를 지냈으며, 현빈 또한 오우제

를 지낸 뒤 강일에 졸곡제를 지냈다.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이나 횟수에 있어서 인선왕후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준수했고, 혜경궁과 현빈은 그 보다 한 등급 낮춰 준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물에 있어서도 등급이 다름을 볼 수 있다. 대렴할 때 들어가는 염의를 예로

들면, 국조오례의에 90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선왕후는 90칭을 썼고,99)99) 혜경

궁은 세자빈이었으나 90칭을 썼으며,100)100)현빈은 70칭이었다.101)101)

다음은 용어에 드러난 비교이다. 전통시대 ‘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등급

을 구분짓는 것이었다. 이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리 일컫는 칭호뿐 아니라 의

물을 지칭할 때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죽은 자의 신분에 따라 국장/襄禮/예장/葬禮, 大喪/小喪, 內喪/小內喪, 殯殿/

빈궁, 혼전/혼궁, 山陵/園所/묘소, 摠護使/도제조, 欑宮/찬실, 재궁/재실, 外梓宮/

외재실, 현궁/현실, 陵上閣/園上閣/墓上閣, 祔廟/祔宮/입묘, 虞主․練主/神主, 諡

寶/諡印 등 여러 부면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인선왕후는 국장, 내상, 빈전, 혼전, 산릉, 총호사, 찬궁, 재궁, 외재궁, 현궁, 능

상각, 부묘, 우주와 연주, 시보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혜경궁은 양례, 소내상, 빈

궁, 혼전, 혼궁, 원소, 총호사, 도제조, 찬궁, 재궁, 재실, 외재궁, 외재실, 현궁, 현

실, 원상각, 부궁, 우주, 신주, 시보, 시인 등의 용어를 썼다. 현빈은 예장, 소내상,

빈궁, 혼궁, 묘소, 도제조, 찬실, 재실, 외재실, 현실, 묘상각, 입묘, 신주, 시인 등

98) 承政院日記 현종 15년 6월 16일(己酉); 承政院日記 현종 15년 6월 17일(庚戌); 顯
宗實錄 권22, 현종 15년 6월 庚戌(17); 顯宗改修實錄 권28, 현종 15년 6월 庚戌(17).

99)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CORÉEN 2598) [儀註] 大歛 “凡歛衣九十稱.”
100)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上(CORÉEN 2471) 卷1, 儀註 大歛 ; 惠慶宮喪禮儀註謄

錄(藏 K2-3036) 大歛 .
101)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禮曹儀註秩 大歛儀 “凡歛衣七十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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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를 사용했다. 인선왕후는 국장에 맞게, 현빈은 세자빈의 위상에 맞게 한

등급 낮춘 단어를 사용했다. 반면 혜경궁은 왕후 국장과 세자빈 예장에서 사용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다.

마지막으로 도설에 드러난 비교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찬궁/찬

실과 四獸圖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찬궁/찬실이다. 왕후의 찬궁은 빈전도감의궤
와 산릉도감의궤의 圖式 혹은 도설 에 실려 있는데, 인선왕후의 경우는 두

의궤 모두 도설이 남아 있지 않다. 혜경궁은 찬궁을 그리고 ‘찬궁도’라고 명시했

고,102)102)현빈은 찬실을 그리고 ‘欑室圖’라고 제시했다.103)103)

혜경궁 빈궁에 설치한

찬궁

혜경궁 원소에 설치한

찬궁

현빈 빈궁에 설치한

찬실

<그림 1> 혜경궁의 찬궁도와 현빈의 찬실도 비교

찬궁, 찬실, 사수도와 관련하여 영조가 1752년 6월 12일에 내린 하교가 참조된다.

또 하교하기를,

“혼백은 오례의에 의거해 束帛을 쓰도록 하라. 무릇 빈전은 內喪·外喪의 찬궁

네 문에 靑龍·白虎·朱雀·玄武를 그린다. 빈궁은 외상일 경우 찬실을 설치하여 찬궁과

같게 하되 단지 청룡·백호·주작·현무를 그리지 않으며, 내상일 경우 또한 찬실이라

102) 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奎 13612) 三房 圖說 欑宮圖 ; 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下(奎 13617) 造成所儀軌 圖說 欑宮圖 .

103)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圖說] 欑室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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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되 素錦褚의 例에 의거해 양쪽을 포개어 4면의 欌子를

덮게 한다. 그리고 4면에 모두 문이 있는데, 덮개는 4면의

폭을 이은 곳과 접해 붙이되 못을 박아야 할 것이다.104)104)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는 찬궁에 사수를 그리고, 세자

의 소상에는 찬실을 설치하되 사수를 그리지 않으며, 세

자빈의 소내상에는 찬실을 설치하되 소금저와 유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인선왕후의 찬궁은 혜경

궁의 찬궁과 그 형태가 유사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현빈의 찬실은 <그림 1>의 형태로, 현빈의 상에 사용된

소금저와 그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그림 2>),105)105)영조

의 하교대로 조성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사수도이다. 사수는 위의 영조의 하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왕이나

왕후의 찬궁에는 그린 반면, 세자나 세자빈의 찬실에는 그리지 못했다. 인선왕후

의 국장에서는 사수를 그렸고,106)106)현빈의 예장에서는 그리지 않았다. 그런데 혜

경궁은 세자빈이지만 찬실이 아닌 찬궁이라 했듯이 찬궁에 사수를 그렸다.107)107)

용어와 도설에서 인선왕후는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쓰는 용어와 도설을

사용했고, 현빈은 둘 다 그보다 한 등급 낮춘 예장에 걸맞게 썼다. 다만, 혜경궁

은 의절을 거행하는 시점만을 본다면 현빈과 거의 다르지 않았으나 용어와 도설

에서는 인선왕후의 그것에 준했다. 혜경궁은 세자빈이자 국왕 정조의 私親이었

기에 다른 세자빈과 다른 變禮가 적용되어 왕후보다는 한 단계 위격을 낮게, 세

자빈 보다는 높게 자리매김한 데 기인했다.

104) 英祖實錄 권77, 영조 28년 6월 辛丑(12); 國朝喪禮補編(奎 1339) 卷4, 受敎分類
(上) 成殯 .

105)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圖說] 素錦褚圖 .
106) 仁宣王后寧陵山陵都監儀軌上(CORÉEN 2405) [圖式].
107) 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奎 13612) 三房 圖說 [四獸圖] ; 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

下(奎 13617) 造成所儀軌 圖說 四獸圖 .

<그림 2> 현빈의 상에

사용된 소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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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조대 服制 논쟁의 본격화: 국가전례서의 규정 변화

조선후기 현종대부터 순조대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국장 혹은

예장이 발생했을 때 死者에 대해 국왕, 왕후, 대비, 세자, 세자빈 등 상복을 입어

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복을 입느냐하는 복제 논쟁이었다. 현종대의 기해예송

과 갑인예송, 숙종대의 단의빈 예장, 영조대의 경종․宣懿王后 국장 및 효장세

자․현빈․의소세손의 예장 등에서 복제 논쟁이 일어났다.108)108)여기에는 국왕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나아가 가족질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다. 그런 만큼 복제 논쟁은 국왕과 신하들간에 그것을 둘러싸고 첨

예한 정치적 대립을 유발했다.

왕세자가 아닌 ‘王世弟’로 경종의 대통을 이은 영조는 국장과 예장이 여느 왕

대보다 적지 않게 발생하여 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

개되었다. 현빈의 상과 관련한 복제 논쟁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그 동안 주목하지 못한 국가전례서의 복제 규정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고자 한다.

현빈이 훙서한 당시, 복을 입어야 하는 왕실의 웃어른은 대왕대비(인원왕후),

영조, 정성왕후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빈의 복제는 배우자인 효장세자에 맞춰

야 하기에 좀 더 복잡해졌다. 효장세자가 훙서할 당시 복을 입어야 하는 웃어른

은 대왕대비(인원왕후), 왕대비(선의왕후), 영조, 정성왕후였다. 선의왕후가 살아

있어서 영조와의 관계가 애매했던 것이다. 영조가 관계 설정에서 繼體를 중시하

여 母로 할 것인가, 天倫을 중심에 두고 형수로 할 것인가에 따라 유복자들의

복제가 바뀌어야 하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영조의 왕위 계승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예민한 사안이었다.

단의빈과 효장세자 예장 때의 복제 내용은 국조속오례의 國恤服制 조항에

성문화되었다. 단의빈의 경우는 숙종과 인원왕후가 대공복으로 성복했다가 나중

에 齊衰朞年으로 고쳤고,109)109)국조속오례의에는 자최기년으로 기록되었다.110)110)

108) 17세기 현종대 복제 예송이 18세기 영조대 복제 예론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

구가 참조된다(이원택, 2008 앞의 논문).

109) 단의빈의 복제 논쟁에 대해서는 이원택, 2008 앞의 논문, 3장 1절 참조.

110) 國朝續五禮儀 卷5, 凶禮 國恤服制 “殿下齊衰朞年 (중략) ○王妃齊衰朞年 (중략) ○

王世子齊衰朞年 (중략) 【(註) 右爲王世子嬪服制 ○肅宗戊戌 端懿王妃在嬪宮喪時 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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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장세자의 경우는 영조와 정성왕후는 자최기년에 13일 만에 공제하고 13개월

만에 상제를 지낸 후 길복을 입기로 결정되었다.111)111)그에 따라 국조속오례의에
자최기년으로 기재되었다.112)112)효장세자의 복제에 맞춰 현빈의 상에는 한 등급 낮

추어 영조와 정성왕후는 대공복을 입었던 것이다.

현빈의 상에는 기본적으로 단의빈의 상장례를 참고하지만 복제에 관한 논의는

배우자인 효장세자와도 맞춰야 하기에 효장세자의 상장례를 정리한 무신등록
과 국가전례서인 오례의와 속오례의까지 두루 참고했다. 이후 영조는 현빈
의 상에 자신과 정성왕후가 대공복을 입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복제를 개

정하도록 명했다.

영조는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 장자부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시행하라고 하

교했다. 영조의 하교는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에 반영되었다. 이때 영조가 참
조한 전례는 단의빈의 복제와 현종대 기해복제였다.113)113)곧, 장자를 위해 국왕은

斬衰三年, 왕비는 齊衰三年 복을 입는다고 규정되었다.114)114)이로써 소상(왕세자)

에 대한 복제 규정이 국조속오례의와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이 달라졌다.

단,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에는 영조의 전교에도 불구하고 소내상(왕세자빈)
에 대한 복제 규정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儀】”; 國朝五禮通編十四(奎 4773) 卷15, 凶禮 爲王世子嬪服制 “殿下齊衰朞年 (중

략) ○王妃齊衰朞年 (중략) ○王世子齊衰朞年 (중략) 【(註) ○肅宗戊戌 端懿王妃在嬪
宮喪時 行此儀】.”

111) [孝章世子]喪變時謄錄(奎 13009) 服制; 신하령, 2008 眞宗東宮日記: 孝章世子 생
전과 사후의 기록 奎章閣 33, 88면.

112) 國朝續五禮儀 卷5, 凶禮 國恤服制 “殿下齊衰朞年 (중략) ○王妃齊衰朞年 (중략) ○
王世子嬪斬衰三年 (중략) ○大王大妃緦麻 (중략) ○王大妃大功 (중략) 【(註) 右爲王世

子服制 ○今上戊申孝章世子喪 行此儀】”; 國朝五禮通編十四(奎 4773) 卷15, 凶禮 爲

王世子服制 “殿下齊衰朞年 (중략) ○王妃齊衰朞年 (중략) ○王世子嬪斬衰三年 (중략)
○大王大妃緦麻 (중략) ○王大妃大功 (중략) 【(註) 英宗戊申 眞宗大王在東宮喪時 行

此儀】.”

113)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1월 14일(辛未).
114) 國朝喪禮補編(奎 1339) 卷1, 服制 “殯宮 殿下斬衰三年 【(註) 爲長子】 (중략) ○王妃

齊衰三年 (중략) ○王世孫斬衰三年 (중략) ○王世子嬪斬衰三年 (중략) ○王世孫嬪斬衰

三年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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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면서 세자의 소상과 세자빈의 소내상
에 대한 규정을 확정지었다. 소상에 왕대비는 대공구월, 전하는 참최삼년, 왕비는

자최삼년, 왕세자빈은 참최삼년을 입으며,115)115)소내상에 왕대비는 소공오월, 전하

는 자최기년, 왕비도 자최기년, 왕세자 또한 자최기년을 입는다고 규정되었다.116)116)

현종대 두 차례의 치열한 예송 논쟁을 거친 후 복제 논쟁이 일어났을 때 國制

가 크게 작용했다. 곧, 경국대전의 長子와 次子를 구분하지 않고 기년복으로
입으며, 그의 아내는 장자의 처는 기년, 衆子의 처는 대공을 입는다는 규정을 따

랐다.117)117)그러다가 현빈의 상을 계기로 1752년에 국가전례서가 정비되었고, 이후

1758년에 국조상례보편을 다시 편찬하면서 소상과 소내상에 대한 복제가 확정
되었다.118)118)

3) 세자․세자빈 예장 정비: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조선이 건국된 이래 세자와 세자빈의 죽음이 없지 않았다. 사실 조선후기에도

1645년(인조 23) 昭顯世子, 1718년 단의빈, 1728년 효장세자의 죽음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예장 절차 전반을 규정한 국가전례서는 따로 편찬하지 않

았다. 법전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실려 있지 않다가 1746년(영조 22)에 편찬한

속대전에 국장과 예장에 木人을 영구히 사용하지 말라는 영조의 하교가 들어
갔을 뿐이었다.119)119)

115)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1, 服制; 國朝五禮通編十四(奎 4773) 卷15, 凶禮 補服制 .

116)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1, 服制; 國朝五禮通編十四(奎 4773) 卷15, 凶禮 補服制 .

117) 經國大典 卷3, 禮典五服 “本宗 (중략) 子期年長子妻期年衆子妻大功嫡孫期年 (후략).”
118) 정조대 문효세자의 예장에서 정조는 효장세자의 전례를 따라 ‘자최기년복’을 입었다. 이

는 결과적으로 국조상례보편이 아닌 국조속오례의의 규정으로 되돌려 놓은 셈이다.
그런데 순조대 효명세자의 상에 순조는 국조상례보편을 따라 ‘참최삼년복’을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현진, 2012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 40,
130-131면 참조. 그렇다면 국왕대별로 세자나 세자빈의 예장에서 전개되는 복제 논의는
각각의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장자 왕위 계승이 아니거나 혹은 그에 따른 정치적 상황이

라든가, 의례에 있어서항상등장하기마련인변수[變禮]라든가등등여러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19) 大典會通 卷3, 禮典 喪葬 “(續) 國葬禮葬之用木人者 雖不知刱自何時 而禮無可據 用

之不經 令該曹永爲革祛 【(註) 英宗甲子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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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현빈이 훙서하면서 영조는 본격적으로 예장 관련 의절을 정비해나갔

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장에서 조목명․儀註․諸具․도설이라는 체제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1751년 11월 26일 영조는 國婚定例처럼 喪
禮定例를 두고자 했으나 당시 풍속이 고례와 같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유사
가 뜻대로 거행하지 못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런데 현빈의 상에서 해조

에서 浮費하고 시민들에게 큰 폐단이 되는 물품들을 감하고 줄이는 하교를 (현
빈)빈궁도감의궤의 머리말에 쓰고 여기에 감한 물품을 列書한다면 이 의궤가
상례정례가 될 수 있다고 전교했다.120)120)이윽고 다음날 11월 27일 이러한 내용
을 책으로 만들게 하고 서명을 喪禮受敎라고 정했다.
영조는 이후 수교를 통해 상례를 계속 이정해 나갔고, 여기에 오례의 의주
를 실으면서 서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듬해 1752년 11월 7일에 국조상례
보편이라는 서명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12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영조는 현빈
의 상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검약과 민폐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따

라서 국조상례보편은 이러한 영조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전례서였다. 1758년
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 또한 마찬가지였다.121)121)
한편,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은 항목만 본다면 예장은 없고 국장 절차만 실
은 것으로 보기 쉽다.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2)122)

<표 1>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 항목
顧命, 初終, 復, 易服不食, 戒令, 沐浴, 襲, 奠, 爲位哭, 擧臨, 含, 設氷, 靈座, 銘㫌, 告社廟, 小歛, 奠,
治椑, 大歛, 奠, 成殯, 奠, 廬次, 成服, 服制, 嗣位, 頒敎書, 告訃請諡請承襲, 朝夕哭奠及上食儀, 朔望
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 治葬, 梓宮加漆時哭臨儀(續儀), 梓宮上字書寫時哭臨儀(續儀), 梓宮結裹時
哭臨儀(續儀), 請諡宗廟儀, 上諡冊寶儀, 內喪請諡儀, 上諡冊寶儀, 啓殯儀, 祖奠儀, 遣奠儀, 發引班次,
發引儀, 發引時奉辭儀(續儀), 路祭儀, 遷奠儀, 下玄宮時望哭儀(續儀), 立主奠儀, 返虞班次, 返虞儀,
返虞時祗迎哭拜儀(續儀), 安陵奠儀, 山陵朝夕上食儀, 魂殿虞祭儀, 卒哭祭儀, 魂殿朝夕哭及上食儀, 魂
殿四時及臘親享儀, 攝事儀, 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 攝事儀, 四時及臘俗節朔望享山陵儀, 親享山陵儀,
迎賜諡祭及弔賻儀, 賜賻儀, 賜諡儀, 焚黃儀, 賜祭儀, 練祭儀, 祥祭儀, 禫祭儀, 祔廟儀

120) 孝純賢嬪殯宮魂宮兩都監儀軌上(CORÉEN 2462) 卷首.
121) 1752년본․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배경과 경위,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

진, 2011(b)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 참조.
122) 國朝喪禮補編(奎 1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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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752년본 국조상례보편의 본문은 大喪과 소상이 함께 실려 있다. 대
상은 1720년(경종 즉위) 숙종과 1730년(영조 6) 宣義王后의 의궤를, 소상은 단

의빈과 효장세자의 의궤를 각각 근거로 삼았다. 본문의 의주와 도설에서 국장과

예장의 구별은, 계령 이전까지는 대상과 소상으로 써서 구분하고, 도감을 설치한

뒤부터는 빈전․빈궁, 산릉․묘소, 혼전․혼궁으로 써서 절차에 따라 變稱했

다.123)123)이로써 현빈의 훙서를 계기로 세자와 세자빈을 위한 예장 의절이 마침내

국가전례서로 정비되었다.

4. 맺음말

예장이자 소내상에 해당하는 현빈의 상장 의례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국가전례서에 세자빈의 상장 의절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단의빈의 무
술등록을 위주로 하되 효장세자의 무신등록을 참고해서 치렀다.
현빈의 상장은 의절 담당자의 직위, 소용되는 의물 등을 비롯하여 여러 ‘의례’

를 거행할 때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 비해 위격을 낮춰서 진행되었다. 각 의절에

관한 기록이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2장에서 날짜별로 살펴 본 현빈

의 상장 과정은 관찬자료와 의궤를 일일이 대조해서 정리했다. 이를 통해 1751

년 11월 14일 훙서부터 1754년 1월 7일 입묘까지 현빈의 상장 과정을 ‘의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 거애, 목욕, 습, 습전, 위위곡, 함, 영좌, 명정, 소렴, 소렴전, 빈궁․예장․

묘소 세 도감의 도제조 및 각 도감 담당자 차출, 건극당으로 빈궁 처소 결정, 묘

소 결정(효장묘 부장), 대․중․소사 정지, 치재실, 태묘․영녕전 告祭, 대렴, 대

렴전, 하재실, 성빈, 성빈전, 성복, 조석곡전급상식, 삭망전, 창경궁 옛 영휘전으

로 혼궁 처소 결정, 시호 의정(효순), 위선당으로 신주의 조성 및 봉안처 결정,

123) 國朝喪禮補編(奎 1339) 凡例 “一 自戒令以前 書以大喪小喪 設都監以後 書以殯殿殯宮
而山陵墓所魂殿魂宮 隨節變稱 大喪則以庚子庚戌儀軌爲據 小喪則以戊戌戊申儀軌爲據 而

至於諸具 各年儀軌同異處 則依聖敎 一切從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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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개명정, 개명정전, 신주 조성 완료, 계찬례, 조전, 견전, 발인, 동서반 봉사,

묘소 성빈전, 천전, 하재실, 입주전, 초우제, 반우, 안묘전, 재우제~오우제, 졸곡

제, 영조의 제복, 복제 개정(대공→기년), 소상제, 영조․정성왕후 석복, 대상제,

담제, 고동련, 입묘, 봉안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빈 예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

선왕후와 혜경궁과의 비교이다. 먼저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이나 횟수이다. 인선

왕후는 국조오례의의 국장 규정을 따라 치렀고, 혜경궁과 현빈은 그 보다 한
등급 낮춰 준행했다. 다음은 용어이다. 인선왕후는 국장에 맞게, 현빈은 세자빈

의 위상에 맞게 한 등급 낮춘 단어를 사용했다. 반면 혜경궁은 왕후 국장과 세

자빈 예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다. 다음은 도설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찬궁/찬실과 사수도에서, 인선왕후와 혜경궁은 찬궁을 조성하고 그곳에

사수를 그렸으나 현빈은 찬실을 조성하고 사수를 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선

왕후 국장, 혜경궁 예장, 현빈 예장의 순서로 그들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둘째, 복제 논의이다. 왕세제로 즉위한 영조의 왕위 계승 정통성은 효장세자와

현빈의 예장에서 인원왕후, 선의왕후, 영조, 정성왕후의 상복을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계체와 천륜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들의 복제

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효장세자의 상에서 영조와 정성왕후는 자최기년을 입었

고, 그 내용이 국조속오례의에 성문화되었다. 그에 따라 현빈의 상에는 한 등
급 낮추어 영조와 정성왕후는 대공복을 입었다.

이후 영조는 현빈의 상에서 입은 복제에 불만을 가졌고, 단의빈의 복제와 현

종대 기해복제를 참고하여 장자를 위해 삼년복, 장자부를 위해 기년복을 시행하

라고 하교했다. 그 하교에서 소상(왕세자)에 대한 복제 규정은 1752년 국조상
례보편에 반영되었으나 소내상(왕세자빈)에 대한 복제 규정은 수록되지 않았

다. 그 뒤 1758년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면서 소상에 왕대비는 대공구월, 전하
는 참최삼년, 왕비는 자최삼년, 왕세자빈은 참최삼년을 입으며, 소내상에 왕대비

는 소공오월, 전하는 자최기년, 왕비도 자최기년, 왕세자 또한 자최기년을 입도

록 규정지었다. 이렇듯 영조대에는 세자 소상과 세자빈 소내상의 복제 규정이 국

가전례서의 규정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속에 현빈의 복제 규정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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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두 번째 특징과 연관되는 것으로, 현빈의 훙서를 계기로 복제만이 아니

라 세자와 세자빈을 위한 상장 전체 의절이 비로소 정비되어 국조상례보편이
라는 국가전례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관한 지적이다. 현빈 예장 관련 여러 문헌의 기록이 서

로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 상장례를 연구하면

서 ‘의식절차’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밖에 학제간 연구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의궤에 수록된 수많은 종류의 의복류, 빈

궁․혼궁․묘소 일곽의 건축물과 석물 등등 앞으로 이 분야의 제현들과 함께 연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현빈, 효장세자, 단의빈, 예장, 복제논쟁, 국조상례보편

투고일(2016. 1. 13), 심사시작일(2016. 1. 26), 심사완료일(2016. 2. 17)



338·한국문화 73

<Abstract>

Funeral rituals for the Crown princesses,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Examination of the ritual observed for crown princess Hyeonbin(賢嬪) 
124)

Lee, Hyun-jin*

Hyeonbin(賢嬪) married Yeongjo’s eldest son crown prince Hyojang(孝章世子), and 

became the crown princess. Yeongjo bestowed the title ‘Hyeonbin’, in an act which was 

actually the first for a crown princess to receive a title of her own.

At the time of her death, protocols that should be observed for the crown princess 

were not dictated in dynastic ritual protocol manuals, so the funeral for Hyeonbin had to 

be held under regulations that had been observed when King Gyeongjong’s wife 

Dan’euibin(端懿嬪), as recorded in Musul Deung’rok(戊戌謄錄) died, with the instructions 

inside Mushin Deung’rok(戊申謄錄), which documented the protocols observed for 

Hyeonbin’s husband crown prince Hyojang’s funeral, consulted as well. As a result, 

Hyeonbin’s funeral was observed in a manner ‘one rank lower’ than that of a Queen’s 

funeral, and with her death, regulations for a crown princess funeral were newly 

conceived and inserted in manuals. In the later years of king Yeongjo’s reign, however, 

a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appropriate wearing’ of mourning attires(in terms of 

wearing periods, etc.) required revisions in the protocols.

From the funeral ritual of Hyeonbin, we can see what kind of preparations were 

made for a crown princess’ funeral, how it proceeded, how it was done differently from 

a Queen’s funeral, and how it led to new regulations concerning funeral protocols meant 

for crown princes and princesses. We can see how important this incident was.

Key Words : Hyeonbin(賢嬪), crown prince Hyojang(孝章世子), Dan’euibin(端懿嬪), 
funeral, Musul Deung’rok(戊戌謄錄), Mushin Deung’rok(戊申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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