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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817년에 거행된 효명세자의 입학례 의주(儀註)와 절차별 장면을 담은 국립문화재연구

소 소장본 ≪왕세자입학도≫를 중심으로, 입학례 절차에 따라 왕세자가 착용하는 복식의 종류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입학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절차인 <출궁의(出宮儀)>는 산선시위를 비롯하여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

관원들, 그리고 의장군들이 왕세자와 함께 동궁을 출발하여 성균관을 향하는 절차이다. 산선시위를 비롯

하여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 관원들이 동행하고, 이 대열 앞에 의장군이 앞장서 출궁을 알린다. 이때

왕세자는 서연복(書筵服)을 착용하 다. 서연복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독옥대(禿玉帶), 흑화

(黑靴)로 구성된다. 그러나 입학례 당시 효명세자는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 으므로 익선관 대신

쌍동계(雙童鉅)라는 머리모양에 쌍옥도(雙玉導)를 꽂는 공정책(空頂岫)을 썼다. 곤룡포는 다홍색 안감을

넣은 아청색 혹은 자적색 곤룡포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청정(靑殺)  독옥대를 띠며 청색 또는 흑색 깃 장

식의 흑피화를 신었다.

성균관에 이르면 <작헌의(酌獻儀)>, <왕복의(往겖儀)>, <수폐의(脩弊儀)>, <입학의(入學儀)>를 치르게 되

는데, 그동안 줄곧 학생복인 청금복(靑衿服)을 착용하 다. 왕세자는 학생복으로 연두건(軟頭巾)을 머리에

쓰고 아청색 도포를 입고 자적색 세조대, 흑화를 착용하 다. 도포 안에는 대창의와 중치막을 받쳐 입었

다. 왕세자가 성균관에서 학생복을 착용하는 것은 왕세자가 왕위 계승자로서의 서열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학문의 스승을 맞이하고 유학의 학맥을 잇는 자임을 표방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성균관에서 의식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후, 효명세자는 창경궁의 시민당(時敏堂)에서 입학례의 마지

막 절차인 <수하의(受賀儀)>를 거행하 다. 이때 원유관복(遠遊冠服)을 착용한다고 하 으나 관례를 치르

기 전이므로 원유관 대신 공정책을 사용하 다. 

주제어 왕세자(王世子), 입학례(入學禮), 효명세자입학도(孝明世子入學圖), 학생복(學生服), 복식고증(服飾考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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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통문화는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로 부각되

고 있다. 또 전통문화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꾸준히 문화원형의 발굴과 콘텐츠 개발 작업이 추

진되고 있다.01 이에 따라서 콘텐츠를 구현함에 있어 고

증의 필요성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선 왕실문

화는 화, 연극, 재현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왕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간의 연구

성과로도 확인되고 있다. 왕실문화 가운데서도 왕과 왕

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지만, 아쉽게도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왕세자에 관한 연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

자로서 받게 되는 교육과정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왕세자의 서연이나 입학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한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왕세자 입학례의 연구 범주를

넓히고 또 콘텐츠화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복

식 고증의 관점에서 왕세자를 이해하고자 하 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왕세자 관련 콘텐츠 자료에서 복식과 관

련하여 왜곡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선행 연

구가 있기는 하지만02 새로운 연구 성과에 의해 수정될

부분도 확인되기에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왕세자 입학례 관련 기록화가 여러 점 남

아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왕

세자입학도(王世子入學圖)≫03를 중심으로 1817년 입

학례(入學禮)의 주인공인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복식

을 고증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간행된 자

료이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인물과 기물 표현이

선명하기에 연구 자료로 택하게 되었다. 그 외에 기록

화와 의주(儀註), 그 외의 문헌자료, 복식유물, 최근 재

현된 복식들을 자료로 활용하여 왕세자 복식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복

식 고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04

왕세자 입학례를 기록한 문헌자료는『조선왕조실

록』,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태학지(太學志)』

등이 있다. 그리고 회화자료로는 효명세자의 ≪왕세자

입학도≫가 있다. 

1. 조선시대 입학례의 역사

조선시대의왕세자는태어나면서부터서연(書筵)에들

어가기까지체계적인유교교육을받았다. 왕이된후에도

경연(經筵) 등을통하여유교적소양을키워나갔다.05

원자가 태어나면 유모의 품에 자라다가 3세 정도가

되면 보양청(輔養廳)과 강학청(講學廳)이 본격적으로

왕세자 교육을 맡게 된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

릴 때,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 위해 설치된 보육기관

이다.06 4세가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으로 바뀐다.07 강

서론

01 김기헌, 2010,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발전방안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문화원형콘텐츠총람 2002년∼2010년』.
02 이은주ㆍ임재 ㆍ홍나 , 1996, 「『王世子出宮圖』의 복식 연구Ⅰ」, 『服飾』28, pp.169~186. 임재 ㆍ홍나 ㆍ이은주, 1997, 「『王世子出宮圖』의 복식 연구 Ⅱ」,
『服飾』31, pp.47~60.

0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실행사기록화』. 
04 이연구는연구자의학위논문일부를발췌, 수정·보완한것이다. 손윤혜, 2012, 「조선후기왕세자입학례복식고증」, 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석사

학위논문.
05 육수화, 2008, 『조선시대왕실교육』, 민속원, pp.85∼154. 
06 앞의책, p.85.
07 김문식·김정호, 2003, 『조선의왕세자교육』, 김 사, pp.78∼83.

왕세자입학례의
역사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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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청 역시 원자를 보양하는 기관으로 원자가 먹을 음식

과 옷, 서책의 공급 등 왕세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 또 원자의 학습 내용과 학습 성취도, 진도 등

을 날마다 기록하는데『보양청일기(輔養廳日記』와『강

학청일기(講學廳日記)』등이 그 결과물이다. 

그리고 왕세자의 교육에 사용되었던 교재는『천자문

(千字文)』과『유합(괮合)』, 『훈몽자회(訓蒙字會)』, 『동

몽선습(童蒙先習)』, 『소학(小學)』, 『효경(孝經)』, 『격몽

요결(擊蒙要訣)』등이었다.08

모든 왕세자가 같은 나이에 입학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8세 전후가 되면 성균관 입학례를 거행

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왕세자 입학례는 세종 때부터

시작하여 고종 때까지 진행되었다.09

책례(冊禮)와 관례(冠禮), 가례(嘉禮)는 궁궐에서 이

루어지는 행사이지만, 입학례는 성균관에서 치러진다

는 점이 다르다. 왕세자는 성균관에서의 입학례를 거침

으로써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군왕으로서의 의무를 상

징적으로 부여받은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10 특히

왕세자의 신분이라기보다 학생의 신분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입학례에서의 이러한 왕세자의

신분 변화는 왕세자의 복식 변화를 통하여 나타난다. 

2. 왕세자 입학례의 절차와 의미

『실록』에 보이는 왕세자 입학례의 절차는 대단히 간

략하다. 세부 의례의 명칭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태학

지』나『반중잡 』에도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기록이 있

지만, 이는 문자기록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당시의 모

습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1817년 효명세자는 8세에 입학례를 거행하 는데 입

학을 기념하여 이듬해에 화첩 형식의 ≪왕세자입학도≫

를 제작하 다. 유일하게 입학례를 그림으로 담은 이 화

첩은 의례 순서에 따라 의주와 행사 그림을 수록하 다.

또 끝에는 발문과 참석한 관원들의 축시(祝詩)를 함께

실었다. 부감법으로 그려진 ≪왕세자입학도≫는 건물

과 행랑이 방형과 장형으로 배치되어 다소 딱딱하고 틀

에 박힌 인상을 주는 편이며, 산수는 계절적 정취만 느

낄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인

물 묘사가 세 하고 의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절

차를 충실히 묘사하 다. 단, 다른 궁중기록화와 마찬가

지로 왕세자의 모습은 생략되어 있으므로,11 다른 인물

들의 복식은 의주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왕세자 복식은 의주 기록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왕세자입학도≫ 자료는 문헌 자료와는 구

별되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왕세자 입학례의

절차와 절차에 따른 왕세자 복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왕세자입학도≫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별 의주(儀註)

와 절차별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2

≪왕세자입학도≫에는 성균관을 향하여 동궁을 출

발하는 <출궁의(出宮儀)>를 시작으로, 성균관에 도착한

후 대성전(大成殿)에 도착하여 술잔을 올리는 <작헌의

(酌獻儀)>, 그리고 대성전에서 명륜당(明倫堂)으로 이

동하여 박사에게 스승이 되어 주기를 청하는 <왕복의

(往겖儀)>, 청을 수락한 박사에게 예물을 드리는 <수폐

08『六典條例』, ‘輔養廳 元子誕降設廳於侍講院(元孫輔養廳稟旨定設於闕內公곋) 輔養廳官(從二品以上三員 或困特敎加差 元孫輔養官 堂上正三品以上 二員) 굀胥(冊色
書史二人隨廳書吏四人書寫一人) 徒隷(使令四名水工一名)’, ‘講學廳元子始讀書則設(仍以輔養廳爲之)凡事磯倣侍講院’.

09 김문식, 2010, 『왕세자입학례』, 문학동네, pp.31∼33.
10 장재천, 2012, 『조선성균관교육문화』, 교육과학사, p.172.
11 박정혜, 2000, 『조선시대궁중기록화연구』, 一志社, pp.238∼239.
12 현재 남아있는 효명세자의 입학례 관련 화첩은 모두 7종인데, 각기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장서각에 소장의 ≪왕세자입학도≫를 비

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참의공사연도≫, 경남대학교박물관(데라우찌 문고)의 ≪정축입학도첩≫, 국립중앙도서관의 ≪춘궁강학도≫,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왕세자출궁도≫, 연세대학교박물관의≪왕세자입학도≫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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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왕세자입학도≫의 절차별 그림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c

c. 왕복의도(往겖儀圖)

d

d. 수폐의도(脩幣儀圖)

b

e

e. 입학의도(入學儀圖)

f

f. 수하의도(受賀儀圖)

a. 출궁의도(出宮儀圖) b. 작헌의도(酌獻儀圖)

a

(„fi¨› 12) ”`   2013.4.19 5:35 PM  ˘ ` 191   G4-150 ¡»  ˙`‚ ¯˝



192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의(脩弊儀)>, 왕세자가 명륜당에 올라가서 박사에게 수

업을 받는 <입학의(入學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

든 절차를 순조롭게 끝냈음을 축하하는 <수하의(受賀

儀)>에 이르는 여섯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1).13

1) 출궁의와 왕세자 서연복(書筵服)

‘출궁의’14는 궁궐에서 나와 성균관 대성전으로 향하

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 는데 그 모습은 <그림 1-a>15

의<출궁의도(出宮儀圖)>와같다. 

창경궁 중화문(中華門)을 통과하여 이극문(貳極門)

을 지나는 장면이다. 행렬의 제일 앞에는 양쪽으로 의

장물을 들고 있는 노부 행렬이 있고, 그 가운데로 말을

이끄는 견마배(牽馬陪)가 뒤따른다. 그 뒤로는 근장군

사, 협려군, 무예별감,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등이 있

다. 그리고 행렬의 끝자락에 별감으로 보이는 10명의

담배군(擔陪軍)이 왕세자가 앉아 있는 여(轝)를 메고 있

다. 그 뒤로 왕세자를 보필하는 산선시위의 모습이 보

인다. 이때 왕세자는 관례 전의 왕세자 상복(常服)인 서

연복, 즉 쌍동계(雙童鉅)에 공정책(空頂岫)을 쓰고, 곤

룡포(袞龍袍)를 입고 출궁한다. <그림 2-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왕세자의 모습은 생략되고 왕세자가 타

는 여(轝)만 그려져 있다. 자색(紫色) 깔개가 씌워져 있

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2) 작헌의ㆍ왕복의ㆍ수폐의ㆍ입학의와 왕세자

학생복

(1) 작헌의와 학생복의 왕세자

궁에서나와성균관에도착한왕세자는명륜당에가기

전에 대성전에서 작헌례16를 행한다. 작헌례를 거행할 때

왕세자가‘학생복(學生服)을 갖춘다’고‘작헌의’의주에

언급되어있다. 입학례의작헌의는여타의왕세자작헌의

와는 다르다. 궁에서 입고 나온 왕세자의 서연복인 공정

책ㆍ곤룡포를 벗고 학생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는 왕세자

특권을 드러내기보다는 학생이 스승을 맞이하고 유가의

학통을잇겠다는것에의미를두기때문이다. 

<그림 1-b>17는 <작헌의도(酌獻儀圖)>이고 <그림

2-b>는 작헌의 때의 왕세자 자리이다. 왕세자는 작헌

의 의식을 행하기 전 성균관 대성전 문 밖 편차에 잠시

머무는데 먼저 거행할 준비를 하고 문을 통해 대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동삼문을 통해 간 것으로 추정

된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산선차비 등의 인물들은

문 밖에서 대기한다.

대성전 안의 흰색 표시는 공자를 비롯한 네 성인의

신위를 표시한 것이다. 신위 다섯 자리 중에서 가운데

북쪽이 공자의 신위이고 나머지 네 자리는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신위이다. 대성

전에서 공자와 선유들에게 술잔을 올리는 작헌의를 마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pp.62~72.
14 위의 책, p.51. “入學儀 翊衛司勒所部陣仗衛如常司僕寺僉正進곜於弘化門外進轝於宮門外宮官依時刻集到各服其服(文官黑團領武官器服) 前三刻宮官就宮門外分左右

相向겗上翊贊負印如式陪衛之官(翊衛二人佩雲劒司禦二人佩弓矢)俱詣閤外奉迎 괋貌官(兼輔德)詣閤外棺贊請內嚴少項又白外備 王世子具雙童鉅空頂岫袞龍袍乘轝 以
出괋貌官前引翊贊負印前궋(待 乘곜以印載馬) 걫扇陪衛如常儀至弘化門哭由東挾以出괋貌官棺贊請降轝乘곜 王世子降轝 乘곜괋貌官棺贊請少駐陪衛之官乘馬괋貌官棺
贊請進發俯伏轝退곜動宮官皆乘馬陪衛王世子至成均館廟司黑團領儒生靑衿服道左序굤鞠躬 過則平身 王世子至廟東門外降곜所괋貌官棺贊請降輦 王世子降輦禮 貌官
前引入궄次걫扇陪衛如常儀”.

15 위의책, pp.62~63.
16 위의 책, p.51. “酌獻儀 궋禮時至괋貌官詣궄次前棺贊請內嚴 少頃又贊請궋酌獻禮 王世子改具學生服以出 陪衛如常儀 괋貌官前引入自東門 걫扇及陪衛不應入者止於

門外 就拜位西向굤 每굤定괋貌官退俯伏於左 贊者唱四拜괋貌官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學生皆四拜 先拜者不拜 괋貌官引王世子詣瓊洗位겗向굤
瓊犁訖 揮巾兼輔德兼司書沃水弼善酌水文學兼文學承水司書進巾兼弼善受巾說書引王世子陞自東階 左右陪衛겷人酒陞 詣正位尊所西向굤 執事者一人擧但酌酒從官二
人以爵受酒 酌酒兼文學受酒弼善 괋貌官引王世子詣神位前겗向굤贊請棺 王世子棺 執事者一人捧香盒一人捧香걙棺進 괋貌官贊請三上香王世子三上香 執事者奠걙于
神位前 從官兼弼善 捧爵棺進 괋貌官贊請執爵獻爵王世子執爵獻爵以爵授從官兼文學 奠于神位前 괋貌官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 괋貌官引王世子出戶詣配
位尊所西向굤 執事者擧幕酌酒從官以酌受. 酒 괋貌官引王世子詣四聖神位前궋禮竝如上儀訖東一位奉爵文學奠爵兼司書西一位奉爵兼文學奠爵司書東二位奉爵弼善奠
爵說書西二位奉爵弼善奠爵說書 괋貌官引王世子降겖位初配位 酌獻將畢執事者分詣殿內及겱黛從享神位前 助奠訖俱겖位贊者唱四拜괋貌官棺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
世子鞠躬四拜興平身學生皆四拜괋貌官引王世子還궄次陪衛如常儀”.

17 위의책,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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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왕세자는 명륜당으로 향한다. 

(2) 왕복의와 학생복의 왕세자

대성전에서의 작헌례가 끝나면 왕세자는 명륜당으

로 가서‘왕복의’18를 준비한다. <그림 1-c>19는 <왕복

의도(往겖儀圖)>이고, <그림 2-c>는 명륜당 동쪽 문

밖에 설치된 왕세자의 자리이다. 

왕복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왕세자는 학생복 차림으

로 편차에서 나온다. 박사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세 번에 걸쳐 청한다. 이때 왕세자와 박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장명자로 유생 중에서 가려 뽑아 전하도

록 한다. 세 번째에 비로소 박사는 왕세자의 청을 받아

들인다. 

(3) 수폐의와 학생복의 왕세자

왕세자는 박사의 승낙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준비

한 예물을 박사에게 전한다. 이 과정이‘수폐의’20이다.

왕세자는 백비(帛扮)와 술, 안주 등, 세 가지 예물을 박

사에게 전한다. 

‘수폐의’원문에는 왕세자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작헌의’와‘왕복의’에서 착용한 학생복을 그대로 입기

때문이다. <그림 1-d>21는 <수폐의도(脩幣儀圖)>이고

<그림 2-d>는 수폐의 때의 왕세자 자리이다. 서향을

하고 선 스승 박사의 맞은 편에 동향으로 서있는 왕세

자의 자리만 표시되어 있다. 왕세자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는 것은 왕세자의 신분이 스승보다 낮은 학생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입학례를 치르는 왕세자

는 성균관 안에서 학생복을 입고 스승에게 배우는 학생

으로서의 예를 철저하게 갖춘다.

(4) 입학의와 학생복의 왕세자

‘수폐의’의 다음은 이 행사의 핵심이 되는‘입학의

(入學儀)’이다. 예물을 받은 박사는 왕세자와 본격적으

로 강서를 시작한다. ‘입학의’의 원문에도 왕세자 복식

에 대한 언급은 없다.22‘작헌의’와‘왕복의’, ‘수폐의’

에서 착용한 학생복을 그대로 입기 때문이다. 

앞의 <그림 1-e>는 <입학의도(入學儀圖)>이고 <그

림 2-e>는 당(堂) 위에서 박사와 소학(小學)을 읽는 왕

세자의 자리이다. 

박사 앞에는 서안(書案)이 있지만 왕세자 앞에는 서

안이 없다. 1625년(인조 3)과 1652년(인조 23)에 왕세자

의 서안 문제에 대해서 임금과 신하간의 논쟁이 있었

다.23 그러나 존사의 의미를 주장한 신하들에 의해서 왕

세자에게 책상은 허용되지 않았다. 입학례는 왕세자의

권위보다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하의와 왕세자 원유관복

‘입학의’를 마친 후, 무사히 의식을 마친 것을 축하

18 위의 책, p.55. “往겖儀 入學時至괋貌官詣궄次前棺贊請出次 王世子仍具學生服以出 輔德引入於明倫堂大門東西向 陳帛扮紵布三疋酒壺二斗修案五散於王世子西겗向
重궋西上 博士右賓客具公服 執事者引굤於明倫堂東階上西向 將命者出굤門西東向曰敢請事 王世子少前曰某願受業於先生 將命者入告 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無辱
將命者出告 王世子固請曰某願受業於先生 將命者入告 博士曰某也겘德請王世子就位某敢見 將命者出告 世子曰某不敢以視賓客廳終賜見 將命者入告 博士曰某也辭겘
得命敢겘從命將命者出告.”

19 위의책, p.68.
20 위의책, p.55. “脩弊儀執扮者以扮東向進王世子王世子執扮還授執扮者執扮者先導輔德引王世子入門而左(걨扇陪衛正於門外)捧酒壺脩案者次之博士降俟于東階下西

向 王世子從明倫堂西階以上 博士陞自東階上西向立 執扮者棺進於王世子之右 王世子執扮棺奠再拜 博士答再拜 王世子棺取扮以進捧 酒脩者從奠於博士前 博士棺受
扮授執事者又執事者棺取酒脩以退輔德引王世子겗向明倫堂再拜訖出就궄次(設於堂門內)以俟”.

21 위의책, p.69.
22 위의책, p.55. “入學儀博士改具黑團領陞堂就坐(明倫堂東壁西向重席) 輔德引王世子陞自西階詣博士前(굢時只設席一張) 執事者置講書於博士前及王世子前講書釋義

訖執事撤案及書德引王世子降自西階出就궄次還宮一如걐儀”.
23 육수화, 2008, 앞의 책, pp.169∼170; 김문식, 2010, 앞의 책,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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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잔치를 베푼다. 이를‘수하의’24라고 한다.

왕세자는 학생 신분에서 왕세자 신분으로 복귀하고, 종

친백관들은 이 날을 기리는 축하의 시를 지어 아뢴다.

왕세자는 신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선물을 내린다. 

<그림 1-f>는 <수하의도(受賀儀圖)>이고, <그림 2-f>

은 왕세자의 자리이다. ‘수하의’원문에‘왕세자는 원

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나와서 자리에 앉는다’고

하 으나 교의(交椅)와 <출궁의도>에서 보 던 자색

(紫色) 덮개만 묘사되어 있다. 

6장면에서의 왕세자의 모습은 여(轝)나 교의, 자리

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각 장면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서연복, 학생복, 그리고 원유관복으로 확인되었다. 각

각의 복식을 착용하는 장소를 정리해 보면 <그림 2>25

와 같다.

왕세자가 입학례를 위하여 출궁할 때는 서연복(書筵

服)이었으나 성균관에서는 학생복(學生服)으로 의례를

행하 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 시민당에서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원유관복(遠遊冠服)을 입었다. 왕세자의 복

식 변화는 장소와 행사의 성격 변화와 함께, 왕세자의

지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 서연복(書筵服)

≪왕세자입학도≫에서는 왕세자를 그리지 않고, 의주

의 원문만으로 왕세자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국조오례

의(國朝五禮儀)』권2 「왕세자작헌문선왕입학의(王世子酌

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p.59.  “受賀儀 궋禮時至宮官各服其服(文官黑團괉武官器服) 翊衛司겇所部陳仗衛司僕寺官陳轝곜及仗馬竝如常宗親及文武百官各
服黑團괉依時刻就門外位 陪衛之官(翊衛二人佩雲 司禦二人佩弓矢)詣閤奉迎 괋貌官詣閤外棺贊請內嚴少頃又白外備 王世子具遠遊冠絳紗袍出卽座 陪衛如常(翊衛二人
分굤左右司禦二人分굤座後) 宮官及執事官由西門入庭分東西(侍講院及執事官在東翊衛司在西)重궋겗向相對爲首 再拜訖各就位(輔德以下分入堂內左右陪座左右翊衛以
下分굤庭之東西겭師傅貳師來賀則惟괋貌官入陪餘皆仍굤於庭之東西) 引儀分引宗親文武二品以上入괋貌官詣座前棺贊請興王世子興굤於座前(겭有師傅貳師則王世子降
굤於東階師傅貳師至階下王世子陞굤於座前) 괋貌官俯伏興還陪位 引儀分引宗親文武二品以上由西階陞就堂中拜位 贊儀唱鞠躬再拜興平身二品以上鞠躬再拜頓首興平
身王世子答再拜(控首겭有師傅貳師則領首凡拜棺時괋貌官皆贊請) 代致詞官陞自西階進座前東向棺贊儀唱棺二品以上皆棺 王世子亦棺 代致詞官致詞云云賀訖以致詞還
置於函 承文院官捧致詞函棺進于議政前 議政受函以授承言承言受函以入贊儀唱俯伏興再拜興平身二品以上皆俯伏興再拜興平身 王世子答再拜 引儀分引二品以上出(겭
有師傅與貳師入굱時則王世子降굤東階下) 괋貌官棺贊請陞座王世子陞座引儀分引三品以下入就拜位贊儀唱鞠躬再拜興平身三品以下鞠躬再拜興平身 괋貌官棺白괋畢俯
伏興還陪位王世子降座還內陪衛如걐儀”.

【 그림 2 】≪왕세자입학도≫에 묘사된 왕세자 자리와 의례별 왕세자 복식

서연복 학생복 원유관복

동궁
성균관

창경궁
대성전 명륜당

a. 출궁의도 b. 작헌의도 c. 왕복의도 d. 수폐의도 e. 입학의도 f. 수하의도

a b c d e f

입학례에참여한
왕세자복식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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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文宣王入學儀)」에는 왕세자가 익선관(翼善冠)에 곤룡

포를 입는다고 하 으나26‘출궁의’의주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쓰며곤룡포를입고출궁한다고기록하고 있다.

이는효명세자가관례를치르기전이기때문이다.27

(1) 공정책

효명세자는 입학 후, 3년 뒤인 1819년에 관례를 행하

다. 따라서 입학례에는 쌍동계(그림 3)28에 관례 전의

관모인 공정책(그림 4)을 썼다.29『국조속오례의보서

례』에 따르면 공정책은 모라(毛갥)로 싼 모정(帽頂)이

빈 관모인데, 이마에는 방심(方心) 모양의 금종이[紙金]

장식이 있고, 양옆에 달린 붉은 실끈[朱組]으로 턱 밑에

서 묶는 관모이다.30 정수리 좌우에 상투를 트는 쌍동계

를 했기 때문에 좌우에서 꽂는 쌍옥도(雙玉導)로 관모

를 고정하 다. 

대한제국 시기에 친왕이 공정책을 쓴 모습을 (사

진 1)31에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단발을 한 상태이

므로 친왕은 쌍옥도 대신 긴 비녀 하나만을 꽂았다.

또 친왕은 공정책 아래에 복건을 쓰고 있으나 효명세

자가 복건을 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 곤룡포

왕세자의 곤룡포는 흑단(黑緞)이나 흑사(黑紗, 여름

용)를 사용하 다. 실제 색상은 주로 아청색을 사용하

다. 형태는 왕의 곤룡포와 동일하지만 가슴과 등, 양

어깨에 금사조원룡보(갏四爪圓龍補)32를 달아 왕과 구

별하 다. 왕세자 곤룡포의 안감은 광해군대 이후 다홍

색을 사용하 는데33 1882년 임오년 정월 왕세자 순종

의 곤룡포 역시 아청운문단(鴉靑雲紋緞) 용포에 다홍

숙운문갑사 안감을 넣었음34을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

나 왕세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아청색 대신 자적색35을

사용하기도 하 으므로 효명세자의 곤룡포 역시 자적

【 그림 3 】쌍동계(『慶嬪嘉禮謄걧』) 【 그림 4 】공정책(『國朝續五禮儀
補序例』)

【 사진 1 】서연복 차림의 친왕
(金英淑 1987: 107)

25 위의책, pp.62~72.
26『國朝五禮儀』卷2, 047후.
27『國朝續五禮儀補』卷2, 005후~006후.
28『慶嬪嘉禮謄걧』(장서각 2-2615) 018.
29『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05후~006후.
30『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06후~007전.
31 金英淑, 1987, 『朝鮮朝末期王室服飾』, 民族文化文庫刊궋會, p.107.
32『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06전.
33『光海君日記』卷146, 光海君 11年 11月 乙巳.
34 이명은, 2003, 『궁중 긔에나타난행사및복식연구 : 장서각소장품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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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36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효명세자의 곤룡포 형태나 구성법은 주 소수박물

관 소장의 김 (金瑩 1789~1868) 단령과 유사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령37 앞과 뒷면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연응(1818∼1897) 묘 출토 단령의 모습(그림 5)38와

같다.

한편 곤룡포에 다는 금사조원룡보는 사조룡이되, <그

림 6>39의 1861년 철종의 군복본 어진의 견화 테두리처

럼 가늘게 두겹의 선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옥대

왕세자는 청정(靑殺)에 민옥 띠돈을 장식한 옥대, 즉

독옥대(禿玉帶)를 착용하 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왕

자의 것이라고 하는 독옥대 유물(사진 2)40가 소장되어

있다. 앞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삼태(三台)와 남두육성

(南斗괯星), 좌보(左輔), 우필(右弼), 타미[撻尾], 북두칠

【 그림 6 】철종 어진의 오조룡보 (출처 : 괢頌玉 1991: 94)

35『純宗實걧』卷13, 純宗 15年 5月 13日.
36 한국궁중복식연구원, 2008, 『궁중복식의례미』, p.61.
37 소수박물관, 2007, 『천리의 거울을 닦은 괴헌가 사람들』, p.241. 김 은 1820년대에 낙향한 문과 출신의 관리 다. 그의 단령 무(武)는 뒤로 젖혀 상침으로 고정

한양식이다. 
38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p.379.
39 괢頌玉, 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94.
40 국립고궁박물관, 2010, 『 친왕일가복식』, p.186.

【 그림 5 】이연응(1818∼1897) 묘 출토 단령 실측도 (출처 : 경기도박물관 2001: 379)

a b c

【 사진 2 】옥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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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겗斗七星) 등, 모두 20개의 민옥 띠돈이 사용되었는

데 그중 삼태와 보ㆍ필, 타미에는 금테를 둘 다.41

(4) 흑화

『국조속오례의서례』에는 화(靴)를 흑궤자피(黑琯

子皮)로 만드는데 여름에는 흑사피[黑黍皮]로 만든다42

고 하 다. 겨울철에는 흑궤자피에 백양모정을 사용하

고 여름에는 흑사피화에 백당피양정을 사용하 다. 

1671년의『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敬王

后嘉禮都監儀軌)』에는 흑서피화와 그 안에 신을 백양

모정(白羊毛精)의 재료가 열거되어 있다. 흑서피(黑黍

皮)에 청서피(靑黍皮) 깃[衿]을 장식하 다.43 백양모

정에는 초록운문필단(草걥雲紋匹段) 깃을 장식하

다. 1696년『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景宗端懿王

后嘉禮都監儀軌)』44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한편

조대의『상방정례(尙方定例)』「준절식(准折式)」에는

【 사진 3 】흑색 깃 흑화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1 이은주, 2011, 「조선시대품대의구조와세부명칭에관한연구」, 『服飾』61(10), p.140.
42 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02후.
43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78), p.269. 
44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92), p.348.

【 그림 7 】정과 투혜의 상상도 (출처 : 이은주 외 2005: 174)

【 그림 8 】왕세자 서연복 구성

청정옥대 흑화 비고

- 금사조원룡보(갏四爪圓龍補)
- 백양모정(白羊毛精)
- 투혜(套鞋)

착장도 쌍동계 공정책 곤룡포(前) 곤룡포(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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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궤자피화(黑琯子皮靴)의 경우, 흑궤자피 깃을 사용

하고 흑사피화에는 흑사피 깃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효명세자도 청색 깃이나 흑색 깃의 흑피화를 신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 3>45는 단국대학교 석주

선기념박물관 소장의 흑화 유물인데 흑색 깃이 장식되

어 있다. 

흑화에는 정(精)과 투혜(套鞋, 덧신)(그림 7)46이 함께

마련되었다. 흑화 안에 정을 신어 발을 보호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흑화 위에 투혜를 덧신어서 신발과 발

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왕

세자 서연복의 구성물을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2. 학생복(學生服)

≪왕세자입학도≫ 의주에 따르면 성균관에 도착한 왕

세자는 작헌을 하기 전에 편차에서 학생복으로 갈아입는

다고하 다. ‘학생복’이라는명칭외에더이상의상세한

내용은보이지않는다.

왕세자가 평소 대성전에 작헌할 때는 면복(冕服)을 갖

추었으나47 입학례에서는 면복 대신 학생복을 입고 작헌

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입학례를 거행하는 동안

은왕세자는성균관에서유학의도통을잇는유생으로성

균관대성전에술을올리는것이라볼수있다. 

1742년( 조 18) 왕세자 입학 때 학생복으로 청금(靑

衿)과 연두건(軟頭巾), 세조대(細席帶)를 사용하 다48는

기록이『 조실록』에보인다. 또정조때의『태학지』에는

연건(軟巾), 후수청금포(後垂靑衿袍), 세조대, 흑화자(黑

靴子)를 착용한다49고 하 다. 조 때의『상방정례(尙方

定例)』에도 왕세자의 청금복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호조

(戶曹)에서 진상하는 연두건(軟頭巾), 자적세조대(紫的細

席帶), 남세조대(藍細席帶), 청금복(靑衿服) 등의 기록50

이있다. 

1) 연두건(軟頭巾)

왕세자의 학생복용 관모 명칭은『태학지』에‘연건’,

『상방정례』에‘연두건’, 『반중잡 』에‘치건(緇巾)’, ‘유

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학생의 관모인 유건을 다양하

게지칭하 음을알수있다.

『상방정례』에는 연두건을 만드는데 백세저포(白細苧

布)에 남색 실[藍素絲], 모단(冒緞) 자(纓子), 매칠(每漆)

1석(夕)이 필요하며 반홍정주(磻紅鼎紬) 2폭 홑보자기에

싼다고 하 다. 백저포를 검게 염색하여 건을 만든 후, 턱

에 묶기 위한 검정 비단 끈을 단 것으로 짐작된다. 연두건

재료 중에 보이는 남색 실은 재봉사로 추정된다. 재봉사

는 일반적으로 옷감의 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198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45 국립민속박물관, 2011, 『머리에서발끝까지』, p.61.
46 이은주ㆍ조효숙ㆍ하명은, 2005, 『17세기의무관옷이야기』, 민속원, p.174.
47 『太學志』卷4 「괋겦」, 王世子釋奠.
48 『英祖實걧』卷55, 英祖 18年 3月 乙酉.
49 『太學志』卷4 「괋겦」, 王世子酌獻入學.
50 『尙方定例』卷2, 「別例上」38후.

【 그림 9 】연두건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2011: 74)

(„fi¨› 12) ”`   2013.4.19 5:35 PM  ˘ ` 198   G4-150 ¡»  ˙`‚ ¯˝



일반적이다. 그렇다면왕세자의유건색상이남색일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유건이 남색인 경우는 기록이나

유물에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한다. 일반적인유건, 즉연두건의모습은<그

림9>51와같다.

2) 청금복

효명세자 입학 당시의 청금복이나 후수청금포는 유생

들이착용하 던도포(道袍)를말한다. ‘후수’는도포의뒷

자락을지칭하는명칭52이다.

『상방정례』에는 왕세자의 청금복을 아청소사(鴉靑素

紗)로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3‘소사’는 무늬가

없는 사(紗) 직물로, 인접한 경사끼리 꼬임을 주어 직물의

투공효과를내는익조직의직물을말한다.54 파계사소장

조의 도포[靑紗上衣] 옷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포의

구조는 이연응(1818∼1879) 묘에서 출토된 도포 유물(그

림10)55을참고할수있다. 

도포의 받침옷으로는 창의와 중치막을 착용하 을 것

으로 짐작된다. 정약용(丁겭鏞)의『여유당전서(與猶堂全

書)』에는‘도포 속에는 반드시 창의가 있고 창의 속에는

장유(長飜)가 있는데, 세 옷은 모두 소매가 넓고 길다’56

라는 기록이 보인다. 소매가 넓은 장유는 중치막[中赤莫]

을 말한다. 또한 1847년 헌종과 경빈김씨의『가례일기(嘉

禮日記)』중 동조(東朝)에서 보내온 의대 중에 남갑사도

포와 남수화주창의 1작(作), 옥색 설한단 누비 긴의대[長

衣闕] 등57이 있다. 왕실에서도 도포 안에 창의를 착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명세자 역시 학생복인 도포

안에 창의를 받쳐 입고 그 안에 중치막 또는 장의대인 소

창의를입었다고볼수있다. 

3) 세조대

세조대는 진사(眞絲)로 짠 가는 실띠[席兒]를 말한다.

실띠의 단면이 납작하고 넓은 것은 광다회(廣多繪)라고

하는 반면에, 단면이 둥 고 가는 것은 동다회, 또는 세조

대라고 한다. <사진 5>58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

관소장의홍색세조대이다.

『상방정례』에따르면청금복에사용하는세조대로, 자

199 ● Lee, Eun Joo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의 왕세자 복식 고증

【 그림 10 】이연응(1818∼1897) 묘 도표 구조 (출처 : 경기도박물관 2001: 379)

a b c

51 국립민속박물관, 2011, 『머리에서발끝까지』, p.74.
52 이은주, 1999, 『도포양식의발전에대한갈등ㆍ기능론적분석』,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117.
53 『尙方定例』卷2, 「別例上」038후.
54 조효숙, 2006, 『우리나라전통무늬1 : 직물』, 눌와, p.498.
55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p.380.
56 丁겭鏞, 1810, 『與猶堂全書』第1集 文卷9 29b-30ab, 公服議.
57 황문환ㆍ김주필ㆍ박부자ㆍ안승준ㆍ이욱ㆍ황선엽, 2010, 『정미가례시일기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75.
58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名選中』,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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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세조대(紫的細條帶)와 남세조대(藍細條帶)가 마련되었

다. 아청색청금복에어떤색상의세조대를 사용하 는지

는불분명하다. 

4) 늑백

『사례편람(四禮궄覽)』에는 행등(궋圻)이 늑백59이라

고 하 고『상례언해』에는 행등이 행전(궋纏)이라고 하

면서견이나면주로만들어다리에끼는것이라는설명과

함께, <그림 11>60의 도상을 제시하 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늑백이행전임을알수있다.

5) 흑화자

흑화자는 흑화이다. 왕세자의 학생복에 신는 흑화는

곤룡포를 착용할 때 신는 흑화와 동일하다. 17세기 초, 이

수광(굃邈光 1563∼1628)의『지봉유설(芝峯괮說)』에‘전

에 유생들이 짚신을 신고 걸어 다녔으나 지금은 화(靴)를

신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관리의 모습과 같아졌다’고

개탄하는 내용이 보인다. 17세기 이후 이미 유생들은 도

포에 흑화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1817년 효명세자가 입

학례를거행할때도청금복인도포에흑화를신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헌의>, <왕복의>, <수폐

의>, <입학의>에서 왕세자가 착용한 청금복 일습을 정리

하면<그림12>와같다.

3. 원유관복(遠遊冠服)

마지막으로왕세자는시민당에서종친백관들의축하를

받는 수하의를 거행한다. 이때 왕세자는 원유관에 강사포

를 입었다.61 원유관복은 왕세자뿐만 아니라 왕이나 왕세

손도조하의(朝賀儀) 등에서착용하 다. 왕세자가원유관

과강사포를착장한모습을재현하면<사진5>62와같다. 

수하의 의주에는‘원유관과 강사포를 입는다’고 기록

되어있으나, 효명세자는관례를치르기전이었기때문에

원유관을 쓸 수 없었다. 대신 공정책(空頂岫)을 써야 했

다. 그리고 바지ㆍ저고리 위에 버선과 신발을 신고 중단

(中單)을 입은 후 허리에 훈상(吾裳)을 둘 다. 강사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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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四禮궄覽』卷1, 11후.
60『喪禮諺解』卷2, 44후.
6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p.59.
62 한국궁중복식연구원, 2008, 앞의 책, p.46.

【 사진 4 】세조대 (출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187) 【 그림 11 】늑백 (출처 : 『喪禮諺解』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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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후수를 단 대대를 두르고 대대 앞쪽에 폐슬을 건다.

청정(靑殺) 독옥대(禿玉帶)를 두르고 좌우에 패옥바탕[小

綬]을 댄 패옥(佩玉)을 건다. 마지막으로 공정책을 쓰고

손에청옥규를들면원유관복차림은완성된다.

(1) 공정책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왕세자가 관례 전에는 쌍동

계, 쌍옥도, 공정책을 쓰는데 강사포 착용 시에도 같다63

고 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수하의에 참여한 효명세자는

쌍동계에쌍옥도를 꽂는공정책을쓴다. 공정책에대해서

는서연복에서언급하 으므로여기에서는생략한다.

(2) 강사포

왕세자의 강사포는 강라(絳갥) 등으로 만든, 전하와

동일한 교임형의 붉은 포이다. 형태는 면복의 곤의(袞

衣)와 동일하다.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교임식 포인데

깃과 도련, 수구 가장자리에 옷 바탕과 동일한 색상인

강색의 선을 둘 다. 중단 위에 치마 상을 입은 후 그 위

에 착용한다.

(3) 상

강사포용 치마[裳] 역시 강라로 만드는데 제도는 전하

의 것과 같다. 전삼(前三) 폭과 후사(後四) 폭을 흰색의 허

리 말기로 연결한 두 자락의 치마이다. 전후 폭의 가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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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06후.

-

착장도 연두건 청금복(아청색) 창의 중치막

세조대 늑백 흑화(남색 깃) 비고

【 사진 5 】왕세자 원유관복 재현(이상숙 작품) 
(출처 : 한국궁중복식연구원, 2008: 46)

【 그림 12 】왕세자 학생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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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동일한색상의넓은선을둘 으며치마자락에는

허리부분에주름이잡혀있다. 치마위에무늬는없다. 착

장할 때는 중단을 입은 후, 허리에 두르는데 오른쪽 옆에

서묶는다. 

(4) 중단

왕세자의 강사포용 중단은 강사포와 형태가 같되,

길이가 더 길다. 흰색으로 만들어 깃과 소매단, 도련 등

에 붉은[赤色] 가장자리 선을 두른 옷이다. 전하의 중단

과 같고 니금(泥갏)으로 불(慮) 무늬 9개를 그린다.64 19

세기 전기, 가례용 면복의 중단은 청색으로 변화되면서65

강사포용 중단의 색상도 청색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82년 순종의 관례복으로, 강사포의 중단으

로 일남 갑사 청삼이 마련되었음66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 당시의 중단이 흰색이

었는지, 청색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5) 폐슬

강사포용폐슬은면복용폐슬과동일한형태이지만무

늬가없는것이다른점이다. 폐슬의가장자리에U자형의

오색(五色) 교사(交絲) 선을둘 다. 

(6) 후수와 대대

후수는대대에붙여허리뒤쪽에늘어뜨리는장방형의

장식물이다. 본래는홍화금(紅花錦)을사용하 으나1746

년 이후 적ㆍ청ㆍ현ㆍ표ㆍ녹색(赤ㆍ靑ㆍ玄ㆍ瘍ㆍ綠色)

의오색교직단(五色交織緞)을사용하게되었다.67

대대는 전하의 면복용 대대와 동일하다고 하 는데

1751년의『국조오례의보서례(國朝五禮儀補序例)』에는 비

백(緋白)의라(갥)를합봉(合縫)하여만든다고하 다. 그러

나1776년『 조국장도감의궤(英祖國葬都監儀軌)』에는흰

색의ㅠ자형대대에허리부분에는홍숙초(紅熟錞)로선을

두르고 신(紳)에는 녹숙초(綠熟錞)로 선을 두르되, 허리 양

끝에청색광다회[靑組]를달아서묶었다고하 다. 

(7) 옥대와 패옥, 규

강사포에 옥대를 두르기 시작한 것은 1626년(인조 4)

면복에 옥대를 두르기 시작68하면서일 것이다. 전례서에

원유관복용옥대가처음기록된것은1783년의『경모궁의

궤(景慕宮儀軌)』이다.69 따라서 효명세자는 강사포 위에

대대를두르고그위에청정독옥대를사용하 을것이다. 

옥대의 좌우에는 패옥을 걸어 늘어뜨린다. 패옥 바탕

은 후수와 같은 오색 교직단(五色交織緞)을 사용하 다.

효명세자의 면복본 예진(睿眞)에 보이는 패옥과 국립고

궁박물관소장의 왕비패옥70이동일하다. 

그 외에 왕세자는 청옥규(靑玉圭)를 든다. 규는 머리가

뾰족한 산형을 이루며 규의 길이는 7촌, 너비는 3촌이며

산형의머리부분높이[剡首]는1치5푼이다.71

(8) 말과 화

전례서에는원유관복에사용하는버선적말(赤襪)과신

발 적석(赤榴)이 면복과 동일하다고 하 으나 조복용 신

발은중종대에이미흑화로변화하 다. 20세기초고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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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國朝續五禮儀補序例』卷2, 012전.
65 이은주, 2012, 「궁궐안사람들의특별한옷차림제1편 왕의면복」, 『월간문화재』통권32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9.
66 이명은, 2003, 「『궁중 긔』에나타난행사및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53.
67 『英祖實걧』卷57, 英祖 19年 4月 丁酉.
68 『仁祖實걧』卷12, 仁祖 4年 5月 丙寅. 
69 이은주, 2012, 앞의 , p.9.
70 국립고궁박물관, 2010, 앞의 책, p.174.
71 『國朝續五禮儀序例』「嘉禮」玉圭圖說, 028후~029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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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관복본 어진에서도 흑화를 착용하고 있으니 19세기

초효명세자역시원유관복에역시흑화를신었을것이다. 

효명세자가 수하의에 착용한 원유관복 모습을 정리하

면<그림13>과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의 역사와 의의

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817년에 거행된 효명

세자의입학례의의주(儀註)와절차별장면을담은국립문

화재연구소 소장본 ≪왕세자입학도(王世子入學圖)≫를

중심으로왕세자가착용하는복식의종류를확인하 다.

≪왕세자입학도≫에서 왕세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

었으나의주기록을통하여입학례동안왕세자가착용한

세 종류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과 유물

자료를활용하여세종류의왕세자복을고증하 다. 

입학례의 첫 번째 절차인 <출궁의(出宮儀)>는 산선시

위를 비롯하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

子翊衛司) 관원들과의장군들이왕세자와함께동궁을출

발하여성균관을향하는절차인데, 이때왕세자는서연복

(書筵服)을착용하 다. 서연복은익선관(翼善冠), 곤룡포

(袞龍袍), 독옥대(禿玉帶), 흑화(黑靴)로구성되지만, 효명

세자는아직관례를치르지않은상태 으므로익선관대

신 쌍동계(雙童鉅)라는 머리모양에 쌍옥도(雙玉導)를 꽂

는 공정책(空頂岫)을 썼다. 곤룡포는 다홍색 안감을 넣은

자적색 곤룡포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청정(靑殺) 독옥대

(禿玉帶)를띠고청색또는흑색깃장식의흑화를신었다.

성균관에 이르러 <작헌의(酌獻儀)>, <왕복의(往겖

儀)>, <수폐의(脩弊儀)>, <입학의(入學儀)>를 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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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왕세자 원유관복 구성

착장도 공정책 규 강사포 중단

후수 패옥 말 흑화 비고

상(裳) 폐슬 혁대 대대

결론

- 원유관 대신 공정책
(쌍옥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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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세자는 성균관에 머무는 동안 줄곧 학생복인 청금복

(靑衿服)을 착용하 다. 즉, 연두건(軟頭巾)에 아청색 도

포, 자적색또는남색세조대를띠고흑화를신었다. 

성균관에서 의식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후, 효명세

자는 창경궁의 시민당에서 입학례의 마지막 절차인 <수

하의(受賀儀)>를 거행하 다. 이때는 왕세자가 종친과 문

무백관의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유관복(遠遊冠

服)을 착용하 다. 당시 효명세자는 관례 전이므로 원유

관 대신, 공정책을 쓰고 강사포(絳紗袍), 청옥규(靑玉圭),

중단(中單), 상(裳), 후수(後綬)와 대대(大帶), 폐슬(蔽膝),

청정독옥대(靑殺禿玉帶), 패옥(佩玉) 1쌍을착용하 다.

이상으로 효명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한 1817년을 중심

으로, 19세기전기의왕세자의복식을고증하 다. 왕세자

의 연두건 색상이나 흑화의 깃 색상, 세조대의 색상 그리

고 원유관복용 중단의 색상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

기는 하지만 추후의 연구성과를 기다리면서 부족하나마

이연구를통해정리된왕세자복식의고증결과가왕세자

입학 관련 행사나 왕세자 관련 콘텐츠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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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stumes for the Crown Prince 
Based on the Picture for School Entrance Ceremony 
in 1817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the costumes for the crown prince based on the Hyomyeong of 1817, a collec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picture of School Entrance Ceremony of the Crown Prince (王世子入學圖) does not have the crown

prince in the scene. However, it can be verified through literature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costumes for the

ceremony.

Chulgungui(出宮儀), the ceremony’s first procedure, describes the departure of the prince crown from his

residence toward Sungkyunkwan (成均館) with his escorting officials. The Crown Prince wears Seoyeonbok (書

筵服) during this event.

When the Crown Prince arrives at Sungkyunkwan, he participates in a series of ceremonies that consist of

Jackhunui (酌獻儀), Wangbokui (往겖儀), Supeiui (脩弊儀), and Ipackui (入學儀). At that time, he wears a

confucian scholar’s uniform.

After returning from Sungkyunkwan, he attends Suhaui (受賀儀), the final procedure of the Crown Prince’s

School Entrance, at Simindang (詩敏堂) of Changgyong Palace(昌慶宮), At this time, the price crown wears

Wonyukwanbok (遠遊冠服) as he is congratulated by royal family members and high ranking officials for his

entrance to Sungkyunkwan in this ceremony. 

This point hereby concludes this study on the historical costumes for the prince crown based on the

Hyomyeong Crown Prince’s School Entrance in 1817. 

Key Words the Crown Prince HyoMyung(王世子), School Entrance Ceremony(入學禮),  Picture for School Entrance

Ceremony of the Crown Prince Hyomyeong(孝明世子入學圖), Confucian scholar’s uniform(學生服), Historical

research on costume(服飾考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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