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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is very important social status next to the crown prince 
deciding fundamentals of a state in Chosun dynasty which laying stress royal authority. Accord
ingly, ChakbongOM） 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has been done independently like 
as Chakrei（册禮）of the crown prince. The existing record of Chakrei（册禮）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are Hyunjongwangseson（顯宗王世孫），Euisoseson（懿昭世孫），Youngjowang- 
seson（英祖王世孫），Htmgjongwangseson（憲宗王世孫）of 4 books for Chakreidogameuigue（册禮都 

監儀飢）being preserved in Kyujangkak （奎章閣）.

The transition of classified clothes are stated on Wangse sonchakreidogameuiguebanchado （3E 
世孫册禮都監儀軌班次圖） for Chakrei（册禮） of 난ie eldest son of 나比 crown prince. Its details are 
as below.

Firstly, there is no changes in constitution of the costume 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Chakrei（册禮）called as Ssanggodong（雙童髻）• Gongjimgchak（空頂幘）• Ojangbok（五章 

月艮）on documentary records despite of no explanation on Banchado（班次圖）.

Secondly, The classified clothes 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Chakreibanchado （册禮 

班次圖）are on （Table. 3〉. We have acknowledged that Kwanmo（冠帽）of Dangbukwanwon（® 
官院）has been changed from Heugrib（黑笠）to Samo（紗帽）since Youngjowangseson（英祖王世 

孫） , Euibok（衣服） from Chungpo（靑袍） to Nokdamyung（綠團領） , 나costume of Euijangsu（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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仗手）from Chunggum（靑巾）to Whangchorib（黃草笠）and changed again to Hongpimoja（紅皮帽 

子），Chungeui（靑衣）changed to Hongeui（紅衣）.Also we know that Kwanmo（冠帽）of Kyogun 
（幡軍）has been changed to Pimoja（皮帽子）with high top, Chungeui（靑衣）changed to 
Hongeui（紅衣）.The costume of Byulgam（別監）has been changed from Nokgun（綠巾）to 
Jogun（阜巾），Nokpo（綠袍）changed to Hongpo（紅袍），that of Suri（書吏）changed from 
Chungeui（靑衣）to Huekeui（黑衣）.Accordingly, the tradition of costume color to red stands 
for the briliance of costume.

Thirdly, regarding the constitution 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Chakrei（册禮），that 
of Euisoseson（懿昭世孫）& Youngjowangseson（英祖王世孫）are same for Unggolta（熊骨朶）， 

Youngjagi（令字旗），Kuemdungja（金鑽子），Eundimgja（銀鎧子），Mojul（旄節），Jaksun（雀扇）， 

Chungkae（靑蓋），Chungyangsol（靑陽傘）.In case of Himjongseson（懿昭世孫），Baktakgi（白澤旗） 

is added. On Youngjowan殷eson（英祖王世孫），Chungilsol（靑日傘）and Kiringi（嶼麟旗）are 
added. Howe두er, we know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Hunjong 
（憲宗） Chakrei（册禮） is quite different that of previou오 constitution, i.e : Hongae（紅蓋）, 

Baktakgi（白澤旗），Samkaggi（三角旗），Kagdangi（角端旗），Byukbonggi（碧鳳旗），Jujakgi（朱雀旗） 

Kuemdungja（金鎧子）， Eundungja （銀鎧子），Eunribgwa （銀立瓜）， Kuemhwanggwa （金横瓜）， 

Eunhwhanggwa（銀橫瓜），Kuemwolbu（金鉞斧），Bongsun（鳳扇），Huegkae（黑蓋）.Also the kinds 
of Eujanggi（儀仗旗）are various which are similar to the constitution of The Crown Prince（世 

子）Chakrei（册禮）.

I.序論

册禮란 王世子, 王世孫, 王世弟, 王妃, 世子孃 

등을 册封하는 儀式이다. 韓末에는 皇帝國으로 

칭하였으므로 義王, 英王등의 王을 비롯하여 皇 

后, 皇貴妃, 皇太子妃둥에 대한 册禮가 행하여졌 

다. 儀禮의 中心은 궁궐에 文武百官과 宗親이 모 

인 가운데 册封받는 인물이 國王으로부터 册封 

명령인 敎命, 德을 기리는 玉册, 또는 竹册, 지위 

에 따른 尊號를 새긴 寶印을 받고, 國王이 누구를 

어디에 封한다고 하여 册封을 선포하는 일에 있 

다. 여기에 국왕과 왕실 어른들에게 箋文을 올리 

며 인사하고, 신하들로부터 致詞전문과 함께 인 

사를 받는 둥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들이 수반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宮中의 行事는 그 節次를 진 

행하기에 앞서 都監廳을 설치하여 행사의 거행을 

주관하며, 行事가 끝난 후에는 儀軌廳을 두어 그 

行事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다. 册禮를 주 

관하는 임시관청 인 册禮都監을 설치 하였으며, 행 

사 이후에는 册禮都監儀執를 제작하여 행사에 관 

한 전말과 의전 문제를 기록하였다. 册의 구성은 

대개 도감 담당자의 성명과 직책올 적은〈座目〉 

과 각 세부 부서별 담당 업무와 일의 진행된 

일시가 앞에 밝혀져 있다. 수록 내용을 밝힌〈目 

錄〉을 두고, 册禮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담은〈傳 

敎〉, 신하들의 건의와 보고 사항들을 담은〈啓 

辭〉를 수록하였으며,〈移文〉〈甘結〉〈來關〉둥의 

명칭 아래 同級 또는 上下位의 관련 관서들 사이 

에 주고 받은 문서들을 빠짐없이 담아 놓았다. 

〈儀註〉는 册禮의 본 행사를 비롯하여 당사자가 

국왕을 뵙고 예를 올리며 신하들로부터 慶賀를 

받는 것 둥 행사의 여러 의식에 대한 자세한 절차 

를 담고 있다.〈箋文〉은 그러한 의식에 이용된 여 

러 글을 모은 것이다.〈財用〉과〈米布式〉은 행사 

의 비용을 지출한 내용이다. 나머지는 册體에 이 

용되거나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 되는 敎命, 竹册, 

玉印등과 그것에 부수된 상자 둥을 비롯하여 사 

람과 물품을 나르기 위한 갖가지 가마에 이르기 

까지 소요 물품의 제작과 조달을 담당한 관서별 

로 관계기록과 업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붙어 있 

으며, 행사의 節次를 規定한 儀註중 한 장면을 반 

차도로 그려 함께 보전하였다. 즉 같은 册封儀式 

이라 할지라도 身分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 

라서 服飾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身分을 중심으 

로 의식에 착용한 服飾을 알아 보는 것은 朝鮮時 

代의 身分體制 뿐만 아니라 儀禮服飾文化를 알아 

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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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된 王世子의 册禮에 대한 硏究。를 바탕으로 

본 論文에서는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王世孫의 

册禮에 대하여 研究하고자 한다^.

n, 王世孫 册禮都監儀執의 種類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王世孫册禮都監儀軌 

는 顯宗王世孫册禮都監儀軌（1649년）, 懿昭世孫 

受册時册禮都監儀軌（1751년）, 英祖王世孫册禮都 

監儀軌（1759년）, 憲宗王世孫册儲都監儀軌（1830 
년가 있다. 이를 표로 보면〈表 1〉과 같다.

1.顯宗王世孫册禮都監儀軌

顯宗의 諱는 院이고, 字는 경직으로 孝宗과 仁 

宣王后 張氏 사이에서 仁祖 19년（1641년） 2월 4 
일 태어 났으며 仁祖 大王의 孫子이다. 顯宗王世 

孫册禮都監儀軌는 仁祖 27년（1649） 2월 18일 왕 

이 친히 仁政殿에 臨御하여 王世孫으로 册封한 

기록으로" 본 책례도감의궤는 目錄은 없고 座目 

•啓辭•都監事目•儀軌事目•書啓•論賞•移文 

• 甘結 • 一房 • 二房 • 三房 • 別工作 순으로 되어 

있다. 현종은 이 해 5월에 仁祖가 昇遐하고 孝宗 

이 王位를 계승하자 王世子가 되 었다

2. 懿昭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軌

懿昭世孫의 幼諱는 昌興이며, 英祖 26년 8월 

27일 贖宮 洪氏 사이에서 태어 났다. 懿昭世孫受 

册時册禮都監儀軌는 英祖 27년 5월 13일 世孫으 

로 册封된 기록으로% 본 册體都監儀軌의 目錄은 

座目•啓辭•禮關•儀註•稟目•移文•甘結• 

儀軌•書啓•論賞•一房•二房•三房•別工作 

순이다. 28년 3월 4일 3세의 나이로 薨逝하였다.

3. 英祖王世孫册禮都監儀軌'）

正祖의 이름은 蒜, 자는 亨運이고, 호는 弘齋이 

다. 莊憲世子와 惠慶宮 洪氏 사이에서 태어 났다. 

英祖王世孫册禮都監儀軌（그림 1）는 英祖 35년 

（1759년） 윤 6월 22일 世孫에 册封된 기록으로 

본 책례도감의궤의 목록은 座目 • 啓辭• 移文• 

來關•禮關•儀註•甘結•書啓•論賞•儀勒I •

〈表1 > 朝鮮時代王世孫册禮都監儀軌

연 도 受册者 册封日 册封時 나이 班次圖

1.顯宗王世孫受册 

時册禮都監都聴 

儀軌

1649년 (仁祖 27)
顯宗 

(1641-1674)
10月 21H 9 세 班次圖無

2.懿昭世孫受册時 

册禮都監儀執
1751년 (英祖 27)

懿昭世孫 

(1750-1752)
5月13日 2 세 班次圖 10면

3.英祖王世孫受册

時册禮都監儀執
1759년 (英祖 35)

正祖 

(1752-1800)
閏6月22 B 8세 班次圖 12면

4.憲宗王世孫受册 

時册禮都監儀軌
1830년 (純祖 30)

憲宗

(1827〜1849)
9月 15 S 4세 班次胃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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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劉頌玉, 李民周, 1 2 3 4 5 6 7■册禮都監儀軌와 册禮圖屛에 나타난 服飾에 관한 硏究」, r服飾」35호, 1997:265-279. 劉頌 
玉, 李民周, 「孝明世子 册禮, 冠禮儀式 및 服飾에 관한 硏究」, r成均館大學校生活科學硏究所』창간호 

1998:93-126.
2） r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禮典 儲宮册禮,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394-396.
3） r顯宗王世孫册禮都監儀軌』, 2〜5쪽 參照.

4） 「仁祖實錄」，卷50, 27年2月18日（丁未）條.
5） r懿昭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軌册體都툐都聴儀軌條 1〜5쪽 參照.
6） r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는 受册者가 正祖인 册禮都툐儀軌를 '■英祖王世孫受册時册禮都툐儀軌」로 명 

칭하고 있어 다른 儀軌의 册名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r英祖王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軌」,册禮都監儀軌條, 2쪽〜5쪽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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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王世孫

〈그림 1> 册禮都監儀執의 표지.

一房 • 二房 • 三房 • 別工作의 순이다. 英祖 51년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英祖 52년 3월 왕위에 올랐 

다8>.

4.憲宗王世孫册備都監儀軌

憲宗의 휘는 奂이고, 자는 文應이며, 호는 元軒 

이다. 孝明世子（翼宗）와 조만영의 딸 신정왕후사 

이에서 純祖 27년 7월 18일 태어났다. 憲宗王世 

孫册禮都監儀執는 純祖 30년（1830년）에 王世孫 

에 册封된 기록으로% 본 책례도감의궤는 目錄앞 

에 座目•分房所掌•擧行日錄이 있으며 목록은 

모두 6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권 1은 都廳儀軌로 

서 傳敎（啓辭） • 移文 • 甘結 • 來關 • 禮關 • 儀註 

• 財用 • 料布式 • 賞典의 순이며 권 2〜6은 각각 

一房•二房•三房•別工作•儀軌廳儀軌의 순이 

다. 純祖 1834년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純祖의 비 純元王后가 垂簾聽政하였으며, 1841년 

비로소 친정을 하였다. 己酉年（1847년） 6월 6일 

壬申에 23세로 昇遐하였다叫

m. 王世孫 册體의 儀式節次

朝鮮王朝의 償通는「五禮儀」를 중심으로 前例 

를 상고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儀式節次에는 큰 차 

이가 없으므로 「英祖王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軌」 

의「儀註」를 중심으로 正祖가 王世孫으로 册封 받 

을 당시의 儀式節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教命册印内入儀

왕의 敎命과 세손을 王世孫으로 册封하는 문서 

인 册文, 王世孫의 圖印을 왕에게 보여 주기 위하 

여 들여가는 의식이다.

하루 전날 典設司에서는 明政殿에 敎命册印幄을 

동쪽 계단 위에 동서쪽에 가깝게 향하여 설치하게 

하고, 그날 都監 都提調 및 提調, 郞廳은 敎命官, 

册官, 印官이 각기 朝服을 갖추고, 敎命 • 册 • 印 

을 받들어 綵興에 놓는다.（敎命函은 腰興에 놓는 

다.） 細仗과 鼓吹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都提 

調 및 提調이하가 따른다. 마침내 e 앞에 다다르 

면 近侍 역시 朝服을 가추고, 악 앞에 다다른다. 敎 

命册印官이 敎命册印棄앞에서 각각 敎命册印函을 

받든다. 都提調 이하가 무릎을 꿇고 近侍가 무릎을 

끓고 敎命官이 받든다. 敎命官이 都提調 앞으로 나 

아가서 무릎을 끓고 敎命函을 주면, 都提調가 그것 

을 받아서 近侍에게 주고 近侍는 그것을 대신 받아 

서 內侍에게 준다. 內侍가 무릎을 끓고 나아가서 

받는다. 册印官이 册印을 都提調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받들면, 都提調가 그것을 받아서 近侍 

에게 주고 近侍가 그것을 대신 받아서 內侍에게 주 

면 內侍가 그것을 대신 받는다. 都提調 이하 近侍 

가 곧 퇴장한다叫

8） '■正祖實錄」卷54 24年6月28B （己卯）.
9） '■憲宗王世孫册儲都監儀軌」, 1〜5쪽 參照.

10） '■憲宗實錄」卷16 15年6月6日（壬申）參照.

11） '■英祖王世孫受册時册禮都툐儀軌』儀註秩，敎命册印內入儀 24쪽 參照.
"前一日典設司設權置敎命册印幌方…”

—560 —



제 6권제 3호 李民周 189

2. 教命册印内出儀

왕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들여간 敎命, 册, 印 

을 내가는 의식이다.

期日 前에 典設司는 敎命册印을 설치하고, 

을 明政殿의 동쪽 계단위의 동서쪽에 가깝게 서 

향하여 설치하게 하고, 都監 都提調 및 提調 郞廳 

은 敎命册印案을 받든다. 官은 각각 朝服을 갖추 

고 引儀는 都提調를 인도하여 악 앞에 이르게 하 

고 近侍 역시 무릎을 끓고 朝服을 갖추고 악앞에 

다다른다. 무릎을 끊고 나아가기를 청하면 敎命 

册印 內侍가 받들어 나아가고, 敎命册印을 무릎 

을 끓고 近侍에게 준다. 近侍가 다음에 무릎을 꿇 

고 받아서 都提調에게 준다. 都提調가 다음에 무 

릎을 꿇고 받들어 받는다. 敎命册印官이 각각 받 

들어 받는다. 敎命册印官이 각각 무릎을 꿇고 받 

들어 받아서 幄內에 놓도록 권한다. 都提調 이하 

近侍가 물러난다I》.

3. 册王世孫儀

임금이 세손을 王世孫으로 册封하는 의식이다.

하루전 날 掖庭署에서는 御座를 明政殿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놓고 香案 두 개를 殿의 바깥쪽에 좌우로 

설치하고 敎命册印案은 각각 보안의 남쪽에 놓는 

다. （교명안이 북쪽에 있고 책안이 그 다음에 있 

으며, 인안이 또 그 다음에 있다.） 掌樂院에서는 

軒懸을 전정의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協律郞은 擧麾位를 서쪽 계단 위에 동서로 향하 

게 설치하여 놓는다. 王世孫의 자리는 明政殿 북 

쪽에 月廊을 설치하고 王世孫의 祗迎位는 다음에 

놓이는데 기일 전날 典儀가 설치한다. 王世孫의 

자리는 殿庭의 道東에 북쪽을 향하게 설치하고 

文官 일품 이하의 자리는 그 다음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宗親 및 武官 一品 이하의 자리는 道西 

에 설치하여 매등급이 서로 겹줄로 북쪽을 향하 

여 머리를 서로 맞대게 자리한다. 監察位는 계단 

위의 文武 매 품반 끝에 東西로 서로 향하게 자리 

하고, 동쪽 계단위에 典儀位는 동쪽 가까이 서쪽 

을 향하게 하고, 左右通禮와 典儀位는 동쪽 계단 

아래에 서향하게 한다. 贊儀 引儀는 남쪽에 있으 

며, 차이를 두어 물러나고, 贊儀 引儀 位는 서쪽 

계단 아래에 서쪽에 가까이 동향하여 갖춘다. 典 

儀는 宗親 文武百官의 자리를 明政門 바깥에 평 

상시의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初嚴이 울리면 兵曹에서 諸徹를 거느리고 鹵簿 

와 儀仗을 正階 및 殿庭에 동쪽 • 서쪽으로 진열 

하고, 明政殿의 문 안팎에 군사를 정열하기를 모 

두 의식과 같이 한다.

二嚴이 울리면 宗親 文武百官이 모두 문밖에 

자리에 이르고 贊讀이 무릎을 끓고 바깥을 정리 

할 것을 아뢴다.

王世孫이 雙童髻•空頂幘•五章服을 갖추고 

나와서, 翊禮의 인도로 北月廊에 다다르면, 다음 

에 禮冑正郞이 敎命 • 册函 • 印綬를 받들어 각각 

案에 놓고 모든 護衞官 및 司禁은 각각 服을 갖추 

고 閤門밖에 伺候하고 左通禮는 閤門밖에 俯伏하 

여 무릎을 꿇고 中嚴을 啓請한다.

殿下는 冕服을 갖추고 撤扇을 侍衞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며 近侍 및 執事官이 먼 

저 四拜禮를 행하고 평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典 

樂師의 工人이 들어오고 곧 協律郞이 들어오고, 

곧 擧麾位가들어온다.

三嚴이 울리면 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다다르고 

引儀가 宗親 文武百官을 東西偏 문으로 나뉘어 

들어오도록 하면 곧바로 鼓가 嚴을 멈추고 內外 

門을 열고 들어온다. 左通禮가 俯伏하여 무릎을 

꿇고 外辦을 啓請한다.

殿下가 興에 오르고 나갈 때의 撤扇을 侍衞하 

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다.

王世孫이 동북쪽에 서 향하여 서고 執事者가 案 

을 마주하여 들고 선다. 傳册官이 약간 남쪽으로 

물러나 갖추고 西向하여 傳册官이 敎가 있음을 

칭하면, 贊儀가 무릎을 꿇고 昌한다.

王世孫이 무릎을 끓으면, 傳册官이 函을 열어 

서 册을 취했음을 선포한다. 贊儀가 俯伏 • 四拜 

• 興 • 平身을 창한다. 王世孫이 俯伏 • 興하면 음 

악이 시작되고 四拜 • 興 • 平身하면 음악이 그친 

다. 傳册官이 册을 도로 函에 넣는다. 執事者가 

敎命册印案을 들고 傳册官 앞으로 나아가면, 王

12） r英祖王世孫쫘册時 册禮都監儀飢」儀註秩，敎命册印內出儀 24쪽 參照.

"前期典設司設敎命册印權置幌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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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孫이 敎命函을 받는다.

王世孫이 북향하여 나아가서 무릎을 끓고 주 

면, 翊善이 그것을 무릎을 꾾고 받는다. 王世孫의 

왼쪽에 - 贊讀長史가 册印을 똑같이 준다. 傳册 

官이 또 册函을 받들어서 王世孫에게 준다. 王世 

孫이 받아서 贊讀에게 주고 또 傳册官이 印綬를 

받들어서 王世孫에게 주면 王世孫이 그것을 받아 

서 長史에게 준다. 翊善賛讀長史가 敎命册函印綬 

를 들고 王世孫의 뒤에 서 있는다. 王世孫 뒤로 

傳册官이 다시 侍衞한다. 執事者가 각 案을 術從 

司官에게 주면 그것을 들고 翊善贊讀長史의 뒤에 

서 있는다. 贊儀가 ,俯伏 • 興 • 四拜 • 興 • 平身을 

昌한다. 王世孫이 俯伏• 興하면 음악이 시작되 

고, 四拜 • 興 • 平身하면 음악이 그친다. 翊禮가 

王世孫이 나가기를 인도하면 敎命册印을 든 자가 

먼저 나간다.(안을 든 자가 따른다.)

王世孫이 다시 들어오고 다음에 宗親文武百官 

이 拜位를 갖추고 있는다. 贊儀가 鞠躬 • 四拜 , 

興 • 平身을 昌한다. 宗親文武百官이 鞠躬하면 음 

악이 시작되고 四拜 • 興 • 平身하면 음악이 그친 

다. 左通禮가 서 편 계단으로부터 올라와 御座 앞 

으로 나아가서 俯伏하여 무릎을 끓고 예가 끝났 

음을 啓請하고 俯伏 • 興하고 다시 제 자리로 내 

려 오면 協律郞이 무릎을 꿇고 俯伏하여 擧麾를 

일으키어 稅을 두드리어 음악을 시작한다. 左通 

禮가 殿下가 御座에서 내려와 圭를 집기를 啓請 

하면 近侍가 무릎을 꿇고 圭를 집어서 주면 殿下 

가 圭를 집는다. 左通禮가 무릎을 끓고 興에 오를 

것을 啓請한다. 殿下가 興에 오를 때의 撤扇을 侍 

衞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며 協律郞 

이 무릎을 끓고 俯伏 • 興하여 공우를 긁으면 음 

악이 그친다.

殿下가 다시 內殿에 이르면 鼓吹가 그치고 翊 

禮가 인도하여 王世孫이 나아가고 引儀가 宗親文 

武百官이 나뉘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左通禮가 

무릎을 끓고 解嚴을 啓請한다®.

4.王世孫受册儀

王世孫이 册을 받는 의식이다.

하루전 날 典設司에서는 王世孫의 자리를 明政 

殿 北月廊에 설치한다.

王世孫 祗迎位는 期日 前에 典儀가 설치한다. 

王世孫 位는 殿庭의 道東에 北向하여 설치하고 

文官 일품 이하의 자리는 그 뒤로 동쪽 가까이 하 

고 宗親 및 武官 일품.이하의 자리는 道西에 갖추 

어 등급마다 서로 다른 위치로 하여 겹줄로 북향 

하여 설치하고 그 외의 자리는 明政門밖에 평상 

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王世孫은 童髻 • 空頂幘 • 五章服올 갖추고 

나오는데 撤扇과 陪衞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翊禮가 앞에서 北月廊까지를 인도한다. 禮 

曽正郞이 敎命 • 册函 • 印綬를 받들어 각각 明政 

殿 안의 상위에 올려 놓는다. 左通禮가 閤門밖에 

무릎을 꿇고 中巖을 啓請한다.

殿下는 冕服을 갖추고 內殿에 御하시면 近侍 

및 執事官이 먼저 四拜禮를 행하는데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鼓가 三嚴을 알리면 百官이 동 

서 편 문으로 들어 와서 곧 자리에 이르고 左通禮 

가 무릎을 꿇고 外辦을 알린다.

王世孫이 동북서로 향하여 執事官과 맞대어 案 

을 들고 서는데 傳册官이 남쪽으로 약간 물러 서 

있는다. 서쪽을 향하여 傳册官이 敎旨가 있음을 

昌하고 贊儀가 무릎을 끓고 昌한다.

王世孫이 무릎을 끓는다. 傳册官이 函을 열어 

册을 취할 것을 선언한다. 贊儀가 俯伏 • 興 • 四 

拜 • 興 • 平身을 昌한다.

王世孫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宗親文武百官이 

들어 가는데 다시 陪衞를 갖춘다. 贊儀가 鞠躬 • 

四拜 • 興 • 平身을 창한다. 宗親文武百官이 鞠躬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四拜 • 興 • 平身하면 음악 

이 그친다. 左通禮가 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을 끓고 禮가 끝났음을 啓請한 후 다시 내려가서 

제자리 로 돌아온다.

殿下가 御座에서 내려가 興에 오르고 다시 內 

殿에 이르면 引儀는 百官들을 나누어서 나가도록 

한다 s.

13) '■英祖王世孫쫏册時册禮都監儀軌』儀註秩, 册王世孫儀, 24〜27쪽 參照.
“全一日掖庭署設御座於…”

14) r英祖王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軌』儀註秩，王世孫受册儀參照.

“前一日典設司設王世孫次明政殿北月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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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王世孫册疆時服飾

1. 王世孫의 服飾

王世孫은 册封禮를 거행할 때 雙童髻 • 空頂幘 

• 五章服을 입고 翊禮의 인도를 받는다叫

(1) 空頂幘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空頂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中宗 16년에 보인다. 奏請使 質正官 최세 

진이 중국에서 알아온 바에 의하면'逍遙巾은 

일명 空頂幘인데 민간에 많이 있다. 어린 아이들 

이 머리 꼭대기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이나 두가 

닥으로 묶고서는 반드시 이 소요건을 덮어 쓰는 

데, 皇太子의 경우에는 雙玉導를 소요건의 양쪽 

에 가로질러 꿰어 逍遙巾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 

며, 보통 아이들은 뿔이나 뼈로 된 비녀를 사용한 

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는 도형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여 현종 8년에 

홍문관이 아뢰기를, r문헌통고』에 이른바 공정책 

은 양이 없는 혹개 책 인 둣하며, 그 제도는 오늘날 

의 梁冠을 모방하되 옥이 없게 하면 되겠다는 기 

록이 있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圖說에도 幘은 冕과 같 

은 제도이나 版이 없고 旎가 없으며, 毛羅로 싸서 

장식하였으며 양편에 朱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공정책이 

국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는 영 

친왕이 착용하고 있는 공정 책 이다.

(2) 五章服

王世孫의 章服은 王世子의 服飾과는 차등을 두 

어야 하는 것으로 5章服(卽 冕服)을 착용하였다.

王世孫의 冕服은 衣의 좌우 어깨에 藻 하나를 

그리고 藻 둘과 宗彝 셋, 粉米 셋을 좌우의 소맷 

단에 그린다. 裳에는 좌우의 앞폭에 辭, 敝 각 하 

나를 그린다. 中單의 깃 좌우에는 불문 3개씩을 

그리고, 깃의 뒤에는 簌文 하나를 그린다. 蔽膝의 

앞 좌우에는 舖，欷 각 하나씩을 그린다. 佩, 綬, 

方心曲領, 襪, 舄은 王世子의 것과 같다'也

⑶第

王世孫의 帶에 대한 論議는 仁祖 26년 領議政 

김자점과 左議政 이경석이 의논드리기를, ••「大明 

會典」의 법제를 예로 들면서 1품은 玉帶를 쓰고 

2품은 犀帶를 쓴다고 하였다. 그런데 玉을 쓰는 

것은 너무 중하고 犀를 쓰는 것은 너무 경한 둣 

하다.「通典」에는 皇太子가 象笏을 지니는 法制 

가 있으며 또한 冠禮를 하지 않은 世孫이 보배로 

꾸민 옥도를 쓰는 法制가 있으니, 이것을 모방하

〈그림2> 空頂幘(영친왕)

15) r英祖王世孫册禮都監儀軌』, 규장각, 25쪽 參照.

"王世孫具雙童髻空頂幘五章服以出翊禮引至…”
16) '■中宗實錄」16年1月26日(己卯)參照.
17) r顯宗實錄」卷十三八年正月戊子.
18) r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之二嘉禮條參照.

19) '■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之一吉禮條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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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옥바탕에 금으로 장식한 띠를 쓴다면, 위로는 

世子와 구분이 되고, 아래로는 群臣들과 다르게 

되어 혹 옳을 것도 같다龄〉고 하면서 참작해서 시 

행하는 것은 오직 성상께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 뒤 상이 水晶帶로 명하여 王世孫은 수정대를 

착용하였다.

（4）41 仗

仁祖實錄에 보이는 王世孫 儀仗에 대한 기록을 

보면21）, “王世孫이 闕外를 출입할 적에는 別侍衞 

8인이 烏仗을 잡고 말을 타고 좌우로 나뉘어 導 

從한다는 한 조항이 실록에 기재되어 있을 뿐 등 

록에는 없어서 상세히 알 수가 없으며, 고금의 事 

宜가 다르기 때문에 損益이 없을 수 없으니, 世子 

의 의장 가운데에서 강쇄하여 靑陽傘 1개, 嶼麟 

旗 2개, 靑蓋 2개, 靑扇 2개, 烏杖 8개를 추출하여 

設行하는 것이 마땅할 둣하다.”고 하였다.

또한, 英祖 26년 儀仗에 대해 傳敎하기를20 21 22）, 
“元孫에게는 다른 ■儀仗이 없고 단지 烏杖을 든 

忠贊衞 6명과 靑巾에 皮鞭을 든 6명이고 탈것에 

는 屋幡가 있어 內侍가 뒤 따른다. 세손을 봉한 후 

의 章服은 본래 舊制가 있는데, 그 輦을 興라고 

부른다. 세자의 연은 7間에 20명 이나, 이는 5간에 

14명으로 하고, 陽傘은 없애고 단지 軟靑色 日傘 

과 연청색 陽扇, 연청색 盖2개, 雀扇 2개, 旌節 2 
개, 金 1개, 銀鎧 1개, 令字旗 2개, 熊骨朶 1개, 豹 

骨朶 1개, 麒麟旗 2개, 金 1개, 鼓 1개, 仗馬 2필 

로 하여 世子의 儀仗과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 이 

렇게 제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둣한데, 이는 義 

起한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묻게 하라. 

하였다.

20） '■仁祖實錄丄卷49, 26年8月3 H （乙未）條參照.
21） '■仁祖實錄』，卷49, 26年8月3日（乙未）條參照.
22） r仁祖實錄』，卷49, 26年8月13日（乙巳）.
23） r英祖實錄』，卷72, 26年12月14日（癸未）.
24） r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之2嘉禮，王世孫儀仗.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있는 王世孫의 儀仗은 

麒麟旗 2개가 좌우로 나뉘어 앞에 있고 （대체로 

中旗는 1인이 잡고 2인이 당기며, 小旗는 1인이 

잡고 1인이 당기는데, 모두 靑衣에 皮帽子를 착 

용한다. 다음에는 印馬가 가운데 있는데, （華氈 

으로 덮고, 衞從寺는 書吏 2인이 挾扶하며, 引路 

6인은 모두 靑衣에 阜巾을 착용한다.） 위종사의 

관원이 이를 따른다.（왼쪽에 長吏는 黑團領을 입 

고 검을 찬다.） 다음온 豹骨朶子 1개가 왼쪽에 있 

고, 熊骨朶子 1개가 오른쪽에 있다. （각각 1인이 

잡으며 紅衣에 皮帽子를 쓰는데 令旗 • 金鐘 • 金 

• 鼓를 잡는 사람도 이 와 같다. ） 令字旗 2개 가 좌 

우로 나뉘어져 있고 闕闔馬 2필은 안장을 갖추고 

중앙에 있어 좌우로 나뉘고（각각 2인이 끄는데, 

청의에 梭笠과 운혜를 신는다.） 다음에 金鎧 1가 

왼쪽에 있고 銀鑑 1가 오른쪽에 있으며, 金鼓가 

중앙에 있다. （북은 왼쪽에 2인이 잡고, 금은 오 

른쪽에 1인이 잡는다.） 旄節 2개가 좌우로 나뉘 

고 雀扇 2개가 좌우로 나뉘고, 靑蓋 2개九 가운데 

있어 좌우로 나뉜다. （각각 1인이 잡고 靑衣에 早 

巾올 쓰고 傘과 靑扇을 잡은 사람도 이 와 같다.） 

邪辟 12인이 常服을 갖추고 烏仗을 쥐고 좌우로 

나뉘 어 서고 別監 10인이 모두 黑衣에 阜巾을 쓰 

고 가운데 있어 좌우로 나뉘며 靑陽傘 1개가 가 

운데 있다. 忠贊衞 12인이 常服을 갖추고 걸어서 

따른다. 上馬臺가 이를 따른다. （1인이 드는데 靑 

衣에 黑笠을 쓴다.） .王世孫의 輦은 捧擔 14인이 

靑衣에 阜巾을 쓰고 鶴 幣을 입고 紅帶를 띠고 청 

행둥에 雲鞋를 신는다. 靑扇 2개가 가운데 있어 

좌우로 나뉘며, 司僕寺의 官員 2인（主簿）은 侍從 

官이 （좌우에 따르는데 궁시를 차고 좌장리는 먼 

저 인을 따른다.） 좌우에서 挾侍를 하고 衣樹를 

받든 忠贊衞가 이를 따르며 講書院과 衞從寺의 

관원은 모두 黑團領을 입는다.（오른쪽에 있는 長 

吏는 검을 찬다.）23 24,고 기록하고 있다.

王世孫册禮都監儀軌 班次圖에 나타난 儀仗을 

살펴본 結果 후기로 내려 갈수록 의장의 수가 많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인 '■孝明世子 

册禮 • 冠禮儀式 및 服飾에 관한 硏究」헤서 나타 

난 왕세자 책례 반차도에 보이는 의장과 비숫한 

것으로 왕세손의 신분적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 

이라 생각한다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王世 

孫의 册禮都監儀軌중 懿昭世孫, 英祖王世孫（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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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王世孫册禮都監儀軌班次圖에 나타 

난儀仗

懿昭

世孫

英祖王 

世孫

憲宗王 

世孫

孝明 

世子

紅蓋 O
白澤旗 O O O
三角旗 O O
角端旗 O O
碧鳳旗 O O
朱雀旗 O O
熊骨朶 O O
令字旗 O O O
金鎧子 O O O O
銀鎧子 O O O O
•節 O O O
雀扇 O O O
靑蓋 O O O
靑陽傘 O O O
靑日傘 O O
靑扇 O
月刀差備

麒麟旗 O
玄鶴旗

白鶴旗

駕龜仙人旗

金粧刀

銀粧刀

銀立瓜 O O
金橫瓜 O O
銀橫瓜 O O
金鉞斧 O O
鳳扇 O O
黑蓋 O O
金 O O O O
鼓 O O O O

周 193

祖）, 憲宗王世孫의 班次圖에 보이는 儀仗을 보면 

〈표 2〉와 같다.

V. 王世孫 册禮都監儀軌 班次圖에 
나타난 身分別 • 時代別 服飾

1. 執事官의 服飾

都提調, 提調, 都廳, 郞麝, 監役官, 監造官은 王 

世孫의 册禮를 담당하는 인물들로 都提調는 領議 

政, 提調는 戶 曹 禮書 判書, 都廳은 副使, 또는 講 

書院 左翊善, 郞廳은 戶曹, 禮會, 刑曹正郞이 담 

당하며, 監造官은 內侍部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金冠朝服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3）

2. 別監

「經國大典」에 別監은 紫巾（世子宮則 靑巾）에 

靑團領을 입고 條兒를 띤다岡고 기록하고 있다. 

王世孫 册禮時 別監의 服飾을『國朝五禮儀補序 

例』에서 보면, 黑衣에 早巾을 착용한다而고 기록

都提調

•提調
都廳•郞廳

監役官

•監造官

懿昭世孫 金冠-朝服 金冠•朝服 金冠•朝服

英祖王世孫 金冠•朝服 金冠•朝服 金冠•朝服

憲宗王世孫 金冠•朝服 金冠,朝服 金冠•朝服

懿昭世孫册禮班次圖（金冠•朝服）

25） 劉頌玉, 李民周, 广孝明世子 册禮, 冠禮儀式 및 服飾에 관한 硏究j, •■成均館大學校 生活科學硏究所」창간호 
1998:111.

26） 「英祖王世孫册禮都監儀軌』4〜5쪽 參照.
27） 1■經國大典」禮典儀章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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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王世孫册禮班次圖（金冠•朝服）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金冠•朝服）

〈그림 3> 時代別 執事官의 服飾.

되어 있다. 그러나 懿昭世孫의 册禮班次圖에는 

綠巾에 綠團領을 착용하고 있으며, 英祖王世孫册 

體班次圖에 보이는 別監의 복식은 조건에 녹단 

령, 憲宗王世孫册體班次圖에는 阜巾, 紅團領, 黑 

靴, 阜帶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册禮儀式을 행하는 것으로 의식의 중대함에 따라 

別監의 신분에 맞는 의복이 黑衣 임에도 불구하 

고 紅衣를 착용하고 輦을 호위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그림 4）

3.使令

懿昭世孫册禮班次圖에 보이는 使令의 服飾과 

英祖王世孫과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에 나타난 

使令의 服飾은 黑笠에 靑帖裏을 입고 履를 신고

王朝別 冠帽 衣服 기타

懿昭世孫 綠巾 綠團領

英祖王世孫 皂巾 綠團領

憲宗王世孫 皂巾 紅團領 黑靴，皂帶

懿昭世孫册禮班次圖（綠巾•綠團領）

憲宗王世孫册體班次圖（阜巾•紅團領）

〈그림 4> 時代別 別監의 服飾.

있으며 劍을 들고 있다. （그림 5）

4.書吏

•■經國大典」에 의하면 書吏는 무각평정건에 團 

領, 條兒를 착용한다醐. 懿昭世孫의 册體時 班次 

圖에 보이는 書吏의 服飾은 靑巾, 靑衣에 黑靴이 

다对. 英祖王世孫 册禮時 班次圖에 보이는 書吏 

의 服飾은 阜巾, 靑衣에 履를 신고 있으며, 憲宗

28） r國朝五禮儀補序例」，卷之二嘉禮條參照.
29） r經國大典』，禮典，儀章條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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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王世孫册禮班次圖（絞帽•綠團領）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黑笠-靑帖裏）

〈그림 5> 時代別 使令의 服飾.

王世孫 册禮時 班次圖에 보이는 서리의 복식은 

阜巾에 黑衣를 입고 履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5.闕內各差備

「經國大典」에 보이는 궐내 각 차비의 복식은 

청모에 직령을 입고 조아를 띤다3®고 하고 있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보이는 王世孫 儀仗의 烏 

仗을 든 사벽은 常服올 갖춘다고 하였다. 실제 懿 

昭世孫受册時 册i禮때의 烏仗差備는 紗帽에 團領 

을 입고 烏仗을 들고 있다. 英祖 王世孫受册時 册 

禮때는 紗帽에 綠團領을 입고 있다. 憲宗王世孫 

의 경우는 紗帽에 綠團領, 土黃團領의 모습이 보 

이고 있다.（그림 6）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紗帽•綠團領• 土黃團領）

〈그림 6> 時代別 闕內 各 差備의 服飾.

6.典樂

典樂의 복식은 冒羅 I噗頭를 쓰고 綠草衫을 입

30） '■懿昭世孫受册時册禮都監儀丄 95〜100쪽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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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烏也蒂를 띠고 黑靴를 신는다3D. 英祖王世 

孫册禮班次圖에는 幔頭에 綠衣을 입고 있으며, 

憲宗王世孫 册禮班次圖에도 幔頭에 綠團領, 黑靴 

를 신고 있다. 특히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에 있 

는 전악의 녹단령에는 뒤돌림 사이로 남창의가 

보이고 있다.(그림 7)

7.樂工

樂工의 服飾에 대한 實錄에서의 기록을 보면, 

世宗實錄 15년 禮曹에서 아뢰기를, “樂工의 의관 

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해야 할 것이며, 中單 

은 없애고 바지와 버선에 다만 介幘과 •衫만을 

착용하며, 黑靴를 착용케 하소서”한 기록을 시작 

으로 세종 30년에는31 32 33 34) 악공은 본시 천인으로 일 

이 있어 앞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단령을 입게 하 

고, 평상시에는 입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인조 

실록 2년에 호조가 이르기를33), "악공이 입는 홍 

주의에 드는 명주는 무려 340여필이나 되고 다른 

물건도 그와 맞먹는데, 지금의 물력으로는 결코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종묘대제가 9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더욱 그때까지 장만할 수 없다고 하 

며, 어떻게 악공에게만 건복을 장만하여 입힐 수 

있겠습니까 . 나라의 저축이 조금 넉넉해질 때까

31) '■經國大典丄禮典儀章條參膈.
32) 백영자,「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351.
33) '■世宗實錄」，卷122,三十年十月二十九日壬午條參照.
34) r仁祖實錄』，卷之5 2年3月23日條參照.
35) 백영자,「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351.
36) 교명 : 이는 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서로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憲宗王世孫(饌頭•綠衣)

〈그립 7> 典樂의 服飾. 

지 우선 융복을 입히소서.” 하니 따랐다는 기록 

이 있다. 그 후 다시 숙종조부터 악공은 畫花 I噗 

頭에 흥주의를 입고 야대를 띠고 혹화를 신었다 

叫 따라서 악공의 복식은 약간의 시대적 변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王世孫 册禮時 樂工의 

服飾을 보면, 懿昭世孫 册禮班次圖에는 樂工이 

보이지 않으며, 英祖世孫에는 幔頭에 紅紬衣를 

입고 也字帶를 띠고 리를 신고 있으며, 憲宗王世 

孫 册禮班次圖에는 帙頭에 紅紬衣를 입고 대를 

띠고 리를 신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5 참 

조)

8. 儀仗手

王世孫册禮班次圖에 보이는 儀仗手의 복식은 

크게 靑巾에 靑衣, 紅皮帽子에 紅衣, 灰帽에 灰衣 

를 들 수 있다. 懿昭世孫의 册禮班次圖에는 靑巾 

에 靑衣를 착용하고 있으며, 英祖王世孫의 册禮 

班次圖에는 土黃草筌에 紅衣를 입고 있는 모습 

과, 紅巾에 紅衣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憲宗王世孫의 册禮班次圖에는 모정이 높은 

홍피모자에 흥의를 입고 홍대를 띠며, 靑行纏을 

치고 있는 모습과 靑蓋와 黑蓋를 든 儀仗手는 청 

피모자에 청의를 입고, 홍 대를 띠고, 청행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림 8)

9. 輦典軍
王世孫册禮班次圖에 나타나는 輦興는 敎命35 36) 

腰興와 竹册盼 彩興, 玉印彩輿, 平交子, 輦으로

관 모 의 복 기 타

聲昭世孫受册時

册醴班拥

青巾 青衣 靑色의 祯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英ia王世孫受册時

册禮班次圖

土資草笠 

紅巾

紅衣

紅衣

憲宗王世孫受册時 

册禮班;辎

紅皮帽子.

靑皮帽子

新衣

靑衣

儀好가모두 紅蒂틀 

띠고 청행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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懿昭世孫册體班次圖（靑巾•靑衣）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 

（홍피모자 • 흥의 • 홍대 • 청행전）

〈그림 8> 時代別 儀仗手의 服飾.

이루어져 있으며, 영조 26년37,元孫의 輦의 제도 

에 대한 기록에는 4간（間）에 10명으로 구성된다 

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영조 27년에 행해진 懿 

昭世孫의 경우와 英祖 35년의 英祖王世孫의 경 

우, 憲宗王世孫의 경우 모두 6간에 12인이 연을 

메고 가고 있다. 그 외의 敎命腰輿, 竹册彩輿, 玉 

印彩輿는 모두 4간에 8인이 메고 있으며, 平交子 

는 5간에 10인이 메고 있다. 懿昭世孫册禮班次圖 

와 英祖王世孫册禮班次圖의 경우 모두 靑巾• 靑 

衣를 입고 있으나 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에는 모 

정이 높은 靑皮帽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그림 9）

37） 죽책 : 왕세손을 책봉하고 존호를 올릴 때 그에 관한 글을 대쪽에 새겨 여은 문서.

10.堂部官院

懿昭世孫册禮班次圖에 보이는 堂部官院은 黑 

笠에 靑袍를 착용하고 있으며, 英祖王世孫 • 憲宗 

王世孫의 册禮班次圖 1면에서 말을 타고 가는 堂 

部官院은 모두 紗帽에 綠團領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蜘県 玉獭 苹好 1
i神奇衣 飾,散 i神,青衣 削】廠

颊壬1娘 前带衣 w 削"能 利Li!依

氈王1睇 都谢子,音衣, WM,
■ao

骨히肝, 青衣, 

断範I

懿昭世孫册禮班次圖（靑巾•靑衣）

it
a内如建厂」
英祖王世孫册禮班次圖（靑巾.靑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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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王世孫册禮班次圖（靑皮帽子•靑衣）

〈그림 9> 時代別 輦興軍의 服飾.

11.闕闔馬,仗馬,印馬

英祖 26년쩌 王世孫의 儀仗에 대한 임금의 물 

음에 대하여, 좌의정 김약로가 말하기를, 仗馬는 

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東宮의 것은 闕閹馬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3건의 册禮班次 

圖에는 闕闔馬, 仗馬, 印馬가 모두 보이고 있다. 

이들의 복식은 세 册禮班次圖에서 모두 黃草笠에 

靑帖裏을 착용하고 있다. 궐달마, 인마, 장마를 

끄는 인물들에서 의소세손책례반차도에서만 흑 

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초기의 목 

판화의 시작으로 그림에서 보면 제대로 목판화를 

찍지 못하여 마치 흑화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이유는 영조 35년（1759） 이후부터 완전 

히 목판채색법으로 표현되었다는 기록38 39 40）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38） r英祖實錄」卷之72 26年12月14日條參照.
39） '■英祖實錄」，卷之72 26年12月14 H （癸未）條參照.
40） 劉頌玉, r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수학사, 1991 : 20.

仗馬 印馬 闕闔馬

懿昭世孫册 黃草笠， 黃草笠， 黃草笠，

禮班次圖 靑帖裏, 혹화 靑帖裏 靑帖裏

英祖王世孫册 黃草笠， 黃草笠， 黃草笠，

禮班次圖 靑帖裏, 리 靑帖裏 靑帖裏

憲宗王世孫 黃草笠， 黃草笠， 黃草笠，

册禮班次圖 靑帖裏, 리 靑帖裏 靑帖裏

본 章에서 살펴본 왕세손책례도감의궤반차도 

에 나타난 신분별 복식을 시대별로 정리하면〈표 

3〉과 같다.

V[.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權을 중시하는 

朝鮮王朝에 있어 王世孫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인물로 王世子에 버금가는 중요한 신분이다. 王 

世孫册禮都監儀軌班次圖에 나타난 身分別 服飾 

의 변천을 時代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王世孫의 册禮時 服飾은 雙童髻 • 空頂幘

• 五章服으로 班次圖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文 

獻을 통해 보면 그 構成에는 변화가 없다.

둘째, 堂部官院의 冠帽는 英祖王世孫이후 黑笠 

에서 紗帽로, 衣服은 靑袍에서 綠團領으로 변하 

였으며, 儀仗手의 服飾은 靑巾에서 黃草笠, 다시 

紅皮帽子로, 靑衣는 紅衣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轎軍들의 冠帽는 巾이 모정이 높은 皮帽 

子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靑衣는 紅衣로 

변하였다. 別監의 服飾은 綠巾이 阜巾으로, 綠袍 

가 紅袍로 변하였으며, 書吏는 靑衣에서 黑衣로 

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衣服의 色이 紅 

色으로 변한 것은 儀式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 셋째, 王世孫 册禮時 儀仗을 보면 懿昭世孫과 

英祖王世孫册禮時 儀仗을 보면 熊骨朶, 令字旗, 

金鎧子, 銀鎧子, 旄節, 雀扇, 靑蓋, 靑陽傘은 같으 

며, 懿昭世孫의 경우 白澤旗가 더 있으며, 英祖王 

世孫은 靑日傘과 麒麟旗가 더 추가되었다. 그러 

나 憲宗王世孫 册禮時 儀仗은 紅蓋, 白澤旗, 三角 

旗，角端旗，碧鳳旗，朱雀旗，金鎧子，銀鐘子，銀 

立瓜, 金橫瓜, 銀橫瓜, 金鉞斧, 鳳扇, 黑蓋로 의소 

세손과 영조왕세손 책례시 의장과는 전혀 다른 

王世子 儀仗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왕세손의 신분상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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