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1

조선시대 왕의 사친(私親)의례와 축문(祝文):
??
의묘(懿廟) 의례의 축문을 중심으로*
? ? ?
권 용 란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최초로 국가의례 길례(吉禮)로 행해진 왕의 사친
의례였던 의묘[성종(成宗)의 생부 의경세자(懿敬世子, 1438~1457, 덕종(德宗)으로 추
증됨)의 사당] 의례의 형성과 의례주체와 대상 신위(神位)의 관계설정을 나타내는
축문 호칭이 왕실 조상신1)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다. 의경세자2) 는 조선 제7대 왕 세조(世祖)의 장자이자 제9대 왕 성종의 생부이다.
1455년(세조1)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책봉 2년[1457년(세조3) 9월 2일]만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20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의묘 의례는 의경세자를 종묘에 부묘
하기 전까지 대상 신으로 봉안한 의례를 말한다. 당시 세자의 신분으로 죽으면 장
례 이후 공식적인 왕실 조상신으로 봉안할 수 있는 어떠한 전례도 규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경세자는 공식적인 국가의례의 대상 신이 되었고 종묘에도
부묘되었다. 성종은 예종(睿宗, 조선 제 8대왕, 1450~1469)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
라 종묘 의례의 축문에 부자(父子) 관계로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의경
세자를 아버지로 제사지낼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묘 의

* 이 논문은 2017년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2399).
1)	본 논문은 ‘조상’이 죽은 가족들, 선조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함축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서 의례의 대상이 되는 조상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의경세자의 이름은 이장(李暲). 자(字)는 원명(原明)이다. 어머니는 참판 윤번(尹璠)의 딸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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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형성과정에서부터 이후 종묘에 부묘되기 전까지 ‘축문 호칭’을 둘러싼 주요 쟁
점과 명분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왕실의 조상신 관념과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
다.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왕의 사친의례의 축문 호칭 설정 과정을 통로
로 조선시대 유교 조상신의 특성을 재 고찰하려는 것이다.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르지 않은 왕의 사친(私親)으로서 국가의례로 봉안되고
종묘에까지 부묘된 첫 사례였고, 세자의 신분으로 죽어 국가의례의 대상 신이 된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이후 왕대에 유사한 사례들의 전례로 삼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종 대는 사림(士林)의 등장과 함께 조선 전기 유교 국
가의 기틀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로 여겨져 왔다. 성종 대에 조선 전기의 대표적
국가 사전(祀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었고3) 여기에는 국가의례 뿐
만 아니라 대부(大夫) 및 사서인(士庶人)의 조상신 의례도 포함돼 있다.4) 따라서 성
종대의 사친의례와 축문 호칭 연구는 당대 유교의 조상신 관념과 실천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국가의례는 유교 이념에서 비롯
된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제도이자 규범과 동일한 것이었다. 만약 이 질서가 흐트
러지면,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혼란과 사회질서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
러한 이유로 사친의례라 할지라도 국가의례로 채택된 이상 이미 사적인 영역을 넘
어선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의묘 의례를 왕실에
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대 유교 조상신 의례의 모범을 보여야 했고
합법적 원칙과 법규를 지켜야 했던 국가의례로 확대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왕
대의 전례로 삼아졌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유교의 조상신 이념과 실천양상을 구체

3)	조선시대 국가의례 정비는 태종 10년(1410년) 8월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한 후, 구체적으로는 태종 11년부터 태종 15년까지
5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이후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를 출발로《국조오례의》(1474),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
儀)》(1744), 《춘관통고(春官通考)》(1788), 《대한예전(大韓禮典)》(1897)으로 이어지는 네 번의 대표적인 국가사전 개편이 있었다. 조선전
기 국가의례 상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해영, 《조선 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73-96쪽을 참고할 것.
4)	《국조오례의》 권1 〈吉禮·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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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5)
‘축문(祝文, a written prayer)’은 글자 그대로 신께 기원하고 간구하는 글이다.6)
축문은 ‘축사(祝辭)’, ‘고사(告辭)’ 또는 ‘축(祝)’이라고도 한다. 축사는 의례주체가 올
리는 글이라는 의미이며, 고사는 신에게 어떤 일에 대한 상황을 고한다는 의미로,
각각 의례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만 보통 ‘축문’, ‘축’으로 통칭하기도 한
다. 축문은 의례의 시일, 의례를 행하는 주체와 대상 신의 호칭, 의례 사유와 감사
및 기원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 의례의 정체성을 드러낸
다. 의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의례의 전체적인 틀은 물론 구성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축문은 해당 의례의 골격이자 뼈대라 할 수 있다. 신주(神主, a spirit tablet)
가 의례의 이름표라면 축문은 이름표에 대한 설명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축문 구성요소 중 의례주체(祭主)와 대상 신의 이름, 그리고 둘의 관계를 밝히
는 호칭(naming)은 의례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고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의례 현장에서 발언되는 이름, ‘호칭’은 의례주체와 대상

5)	조선초기에는 왕실은 물론 사대부와 민간인들에게 유교의례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태종대에 대사헌(大司憲) 이지(李至)
는 가묘(家廟)의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자가례》에 따라 사대부가에 가묘설립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상소하였
다.[《태종실록》 권2, 태종1년 12월 5일(기미)] 세종대에 이르러 2품 이상은 10년까지, 6품 이상은 12년까지, 9품 이상은 15년까지 가묘를
건립하게 하였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사림이 등장하는 성종 대에도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내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체
로 유교의 조상신 의례가 정착하는 시기는 양란 이후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로 본다. 종법제도와 관련한 유교의 조상신 의례에 관해서는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성리학 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를 참조할 것.
6)	일반적으로 ‘축문’과 ‘제문(祭文)’은 혼용돼 왔다. 두 용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문학계에 축척돼있다. 공통적으로 ‘축문’과 ‘제문’의
혼용을 언급하면서, 축문이 시기적으로 앞선 양식으로 본다. 근거로는 주로 서사증(徐師曾)의 논변을 제시한다.(《文體明辯》 권지61, 〈祭
文〉) “按祭文者 祭奠親友之辭也 古之祭祀 止於告饗而已 中世以還 兼讚言行 以寓哀傷之意 蓋祝文之變也”) 이은영은 축문과 제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애제문(哀祭文)’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애제문을 신과의 의사소통을 주기능으로 하고 공적인 의식문 양식을 갖춘 제
축문(祭祝文) 양식과 망인을 대상으로 죽음의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애도문(哀悼文) 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제문은 두 양식 모두에
뿌리를 두고 가장 늦게 나타난 애제 양식으로 보았다.(이은영, 〈哀祭文의 특징과 변천과정〉,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홍우
흠은 ‘축제문(祝祭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축문과 제문은 모두 신을 대상으로 한 고유문(告由文)이라 한다. 축문과 제문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축문은 축관(祝官)이 제례를 주관하는 주제자를 대신하여 대상 신령에게 그 제례를 거행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고유하는 형식
의 문류(文類)인 반면, 제문은 제례를 주관하는 주제자가 아닌 제3의 참사자(參祀者)가 자신과 대상 신령 간에 있어 온 특수한 사정을 전
달하는 문류라고 한다.(홍우흠, 〈《退溪全書》所載 祝祭文 小考〉, 《한민족어문학》20, 한민족어문학회, 1991) 하운청은 축문과 제문의 가
장 큰 차이점을 제사 대상으로 보았다. 축문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풀어달라고 빌어
‘감흥’이 있기를 갈망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며 간결체이다. 반면 제문은 인간이 죽은 귀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보다 인간적인 행위
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교감’을 중시하는 행위이며 만연체라 한다.(하운청, 〈이상은 <축문>·<제문> 차별고〉, 《중국어문학》 37, 영남어문
학회, 2001) 문학양식의 측면에서 축문과 제문을 논의한 문학계의 연구 이외의 눈에 띄는 연구로는 종교학계의 연구가 있다. 최종성은
샘 질(Sam Gill, Sacred Word: A Study of Navajo Religion and Prayer, Westport: Greenwood Press, 1981)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도’의 관점
으로 축문을 해석하였다. 축문은 신과 인간의 상관적 구조와 의미를 반영한 기도문(prayer as text)이면서, 독축을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현실화하는 기도행위(prayer as act)로 확장된다고 설명하였다.(최종성, 〈진천 금한동의 천제와 축문〉, 《종교학연구》 33, 한국종교
학 연구회, 2015) 본 논문은 의묘 의례에서 사용하는 ‘축문’ 용어를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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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神位) 각각의 정체성과 위격 그리고 두 대상의 관계를 공표하며 규범화한다.
이는 유교 제사에서 정사(正祀)/음사(淫祀)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따라 제사를 받는
대상이 유교의 원칙과 질서에 부합하는 대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제사를 드
려도 복(福)을 받지 못한다는 것, 즉 의례주체와 대상 신과의 관계가 정해진 범위
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7) 국가의례 중 중앙과 동일
하게 행하는 주현제(州縣祭)와 왕을 대신하여 신하가 의례를 행하는 섭사의(攝事
儀)의 경우, 축문에 왕의 서명(署名)을 받아 내려 보냈다.8) 여기에는 ‘왕이 ○○을

보낸다’는 문구가 있는데, 왕이 해당 제사의 의례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왕을 대신하는 신하들과 각 지방관들이 왕의 권한 대행자로서 해당 제사
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였다. 그만큼 의례 내에서 축문 호칭에서
드러나는 의례대상과 대상 신의 관계는 유교 의례의 질서이자 규범과도 같은 것이
다.
의례에서 축문은 의례 절차 중 독축(讀祝)의 절차에서 발언된다. 신주처럼 눈
에 띄는 곳에 안치되지도 않고 그저 고정적이고 상투적인 문구를 낭독하는 것으
로 여겨지고, 헌폐(獻幣) 및 헌작(獻爵) 등 신에게 헌물(獻物)을 올리는 행위를 동반
한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국가의례의 축문은 신들의
위격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틀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져 형식의 불변성만
부각되기 쉽다. 물론 이러한 성격이 축문 그 자체의 위엄과 위력을 부여해주지만
봉헌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의 봉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정사/음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두 고전을 참고할 만하다. 《예기(禮記)》에 의하면, “제사할 바가 아닌 것에 제사지내는 것을
음사라고 하며 음사에는 복(福)이 없다.”(《예기》 〈曲禮〉.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라 하였고, 《좌전(左傳)》에 의하면, “신은
제사지내지 못할 만한 자의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며, 백성들은 자기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좌전》 〈僖公〉 10年. “神
不歆非類 民不祀非族.”)라고 하였다.
8)	섭사의의 경우는‘국왕성휘근견신모관모(國王姓諱謹遣臣某官某)’라 하고, 주현제(州縣祭)의 경우 ‘모주(부현)관성명[某州(府郡縣)官姓
名]’이라 칭하였다. 또한 의례를 행하기 하루 전날 중앙에서 향(香)과 축(祝)을 전달한다. 전달 방법은 전교서(典校署)의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면, 근시(近侍)가 전해 받아 왕에게 올린다. 왕이 여기에 서명(署名)하면 근시가 축판과 향을 받들어 유사(有司)에게 전해준
다.(《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ㆍ祝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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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례주체인 성종과 대상 신인 의경세자의 축문상의 호칭에 주목하
되 ‘관계’설정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의묘 의례의 축문 호칭부
터 종묘에 부묘되는 과정, 그리고 선택된 축문 호칭까지이다. 의묘 의례는 종묘의
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축문 호칭의 비중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
는 이러한 문제는 유교 조상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왕실 조상신 의례의 축문에 관한 단독 연구는 거의 없었다. 축문보다
는 신주 및 위판(位版) 등과 관련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9) 왕의 조상신 관련
연구는 주로 종묘의례나 종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역사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
으며, 그 과정에서 의경세자가 종묘에 부묘된 사실만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
이다.10) 의묘 의례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최근에 나온 조용철의 연구11) 가 유일
하지만 이마저도 상장례(喪葬禮)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유교 조상신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묘 의례와 축문 호칭의 문제
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왕실 조상신의 이중적인 모델의 특징이 축문 호
칭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의묘 의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축문 호칭에서 성종과
의경세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기로 했으며, 이후 종묘 부묘 논의에서 축문 호
칭이 공론화된 이유와 쟁점, 그리고 선택된 명분을 확인할 것이다.
본 논문의 자료는 구체적인 축문 설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
록》을 주로 참고하였다. 여기에 국가의례 사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9)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ㆍ位版 題式의 변화-明ㆍ淸의 교체를 기점으로-〉,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10)	조선시대 종묘에 관련한 연구로는,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성리학 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한형주, 《조
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김해영, 《조선 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이범직, 《조선시대 예학연구》, 국학자료원,
2004; 지두환, 《세계 문화유산 종묘이야기》, 집문당, 2005;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정비와 世室論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이 있다. 국가의례 축문연구는 아니지만 왕이 신하나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하
며 직접 지은 어제제문(御製祭文)에 대한 눈에 띄는 연구로 이은영, 〈조선후기 어제제문의 규범성과 서정성〉, 《한국한문학연구》 30, 한
국한문학회, 2002가 있다.
11) 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特徵과 構成〉, 《한국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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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춘관통고(春官通考)》(1788)·《대한예전(大韓
禮典)》(1897), 그리고 순종 원년(1907년 7월 23일)에 단행된 조선의 마지막 의례 개

정안까지의 내용과 법전을 참고하였다.

Ⅱ. 왕실 조상신의 이중적인 모델과 축문 호칭
의묘 의례와 축문 호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왕실 조상신의 독특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왕실 조상신’은 종묘의 선왕·선후와 그 밖의 여러 사당에서 제향
된 조상, 두 범주를 모두 포괄한 용어이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는
“왕가(王家)”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고, 왕가는 “국을 대표하는 가(家)”로서 사대
부가나 민가와는 다른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12) 왕실은 사대부가와
대중들의 모범이자 표본이 되어야 하는 공적인 영역에 속했지만 동시에 왕을 가장
으로 하는 왕가라는 사적인 영역에도 속하는 이중적인 범주 안에 있었다. 왕실이
처했던 공·사의 이중적인 상황과 위치는 왕실 조상신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
용되었다.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종법제도에 따라 재위에 올랐던 왕이 죽은 후 왕통을
잇는 선왕이 되고 혈통으로도 다음 왕의 생부가 된다. 이때 ‘왕통’은 혈통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적자계승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혈
통을 중심으로 한 적장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왕통과 혈통 계

12)	이한수는 조선시대 ‘가(家)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사이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가 정치의 핵심적인 논쟁이었다고 한다. 조선의 정치가들
은 “국가”가 “왕가”로 환원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가’와 ‘국가’의 긴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의 질서
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사정(私情)’이며, 국가 질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공도(公道)’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한수, 《세종
시대 ‘家’와 ‘國家’》, 한국학술정보, 200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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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13) 설사 왕통과 혈통이 일치하는 경우일지
라도 왕들이 종묘 의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건립된 사당이 문
소전(文昭殿)과 진전(眞殿)14)이었고, 문소전은 조선 초기부터 공식적인 선왕·선후
의 사당으로 건립된 원묘(原廟)로 종묘와 함께 왕실의 공식적인 제사 공간이었다.
이중적인 왕실 조상신의 범주를 논자는 ‘이념적 왕실 조상신 모델(ideological
royal family ancestor model)’과 ‘정서적 왕실 조상신 모델(emotional royal family
ancestor model)’로 나누어 명명하고자 한다.15) ‘이념적’이라는 말은 국가를 대표하

는 공적인 규범·제도·질서를 상징하며, 왕통(位次)의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계보를 유지하려고 했던 조상신 계보를 의미한다. ‘정서적’이
라는 말은 왕 개인의 혈통(世次)·정서적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 조상신 계보를 의
미한다. 이념적 모델의 대상은 종묘16)에 신주가 있는 선왕·선후이며, 정서적 모
델의 대상은 종묘만으로 여과될 수 없었던 여타 다른 공식적인 사당에서 제향된
왕실 조상신들이다. 본 논문이 왕실 조상신을 이념적 모델과 정서적 모델로 구분
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생성명분이자 봉안 명분이다. 이념적 왕실 조상신 사당이
었던 종묘는 조선초기부터 좌묘우사(左廟右社;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의 원
칙에 따라 국가의 정묘(正廟)이자 실질적인 중심 제장(祭場)으로 설정되었다. 정서
적 왕실 조상신의 사당들은 지극히 사적인 정(情)의 명분을 의례화하여 생성된 일
종의 가묘(家廟)이자 사묘(私廟)였다. 부연하자면,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情, 私
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情)을 유교에서는 ‘보본반시(報本反始)’로 설명한

13)	조선시대 적자계승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는 문종·단종·연산군·인종·현종·숙종·순종 일곱 왕뿐이었다.
14)	성종 대 당시 진전은 태조의 영정이 봉안된 목청전(穆淸殿)·선원전(璿源殿)·영숭전(永崇殿)·경기전(慶基殿)·집경전(集慶殿) 그리
고 세조의 영정이 봉안된 봉선전(奉先殿)이다.
15)	유형이 이상적인 형태로 실제적인 상황과는 거리를 둔 관념적인 것이라면, 모델은 실제적인 상황을 집약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흔히 ‘종묘’라고 할 때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종묘 정전뿐만 아니라 영녕전까지 포함하지만, 의례의 측면에서는 종묘의례와 영녕전 의례
를 분리해서 지칭한다. 조선 27대 왕 중 종묘 정전 19실에 19위의 왕과 29위의 왕후가, 영녕전 16실에 태조의 사대조(4代祖)를 비롯한
16위의 왕과 18위의 왕후가 각각 봉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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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그러므로 조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상신 의례는 자신의 근본이자 생명의
근원에 보답하는 보은(報恩)의 실천행위이다. 예종 대까지는 두 모델의 대상은 동
일했고 의례 공간과 봉안 성격이 다를 뿐이었다.
정서적 모델의 구체적 대상은 《국조오례의》의 “속제(俗祭)”의 영역으로 분류
된 문소전, 진전, 산릉, 의묘 의례이다. 속제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의 기준18) 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폐기할 수 없었던 왕실의 조상신과 관련된
의례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왕실 의례들을 완전히 폐
기하지 못하고 유교 의례 체계로 재편성하면서 따로 상정된 공식적 의례의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19) 보본반시를 명분으로 한 속제는 명분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단박에 끊지 못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가까이에서 모신다20)는 ‘친
친지의(親親之義)’21)로 구체화되고, 평상시처럼 아침·저녁을 챙겨드리는 행위로
표현되었다.22) 사적인 정(情)의 성격이 강한 ‘정례(情禮)’를 정례(正禮)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사(情祀)’, ‘속례(俗禮)’, ‘별제(別祭)’라고도 하였다. 보본반시를 명분으
로 하는 유교의 조상신 의례를 정서적 모델의 내적 동인과 연관해서 보면, ‘생물학
적 보본반시’가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이에 반해, 국가의 상징이자 공적인 법

17)	《예기》에 의하면, “만물은 하늘(天)에 근본(本)을 두고 인간은 선조(祖)에게 근본을 두고 있다. 이것이 선조를 상제(上帝)에게 배향하는
이유이다. 교제(郊祭)는 근본에 보답하고 근원(始)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禮記》 〈郊特牲〉.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
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18)	《국조오례의》는 제사의 종류를 대사·중사·소사·기고제(祈告祭)·주현제(州縣祭)ㆍ속제로 구분한다. 또한 《국조오례의》는 제사 대
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사(祀), 지기에 대한 제사를 제(祭), 인귀에 대한 제사를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
宣王)에 대한 제사를 석전(釋奠)이라 한다(《國朝五禮序禮》 권1 〈吉禮 辨祀〉). 인귀에는 사회 문화적 영웅, 여귀(厲鬼), 조상신이 해당
된다. 또한 제사 주체의 신분에 따라 제사의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천자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제후
는 자신이 부여받은 영역에 있는 신들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예기》 〈祭法〉. “有天下者祭百神 諸侯在其地則祭之 亡其地則不
祭.”)
19)	문소전은 세종15년(1433)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재건되지 않았다. 복원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후기 성리학적 이념이
공고해지면서 유교 이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조 대 이후 오히려 공식적인 왕실 사당과 관련 의례들이
전기보다 더 많이 생성되었다. 비록 문소전에 비해 규모는 작았고 처음부터 국가의 공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국가의례로 책정
된 진전의례와 영ㆍ정조대의 왕실 조상신 의례들이 증가한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제척인 논의는 권용란, 《조선시
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민속원, 2015을 참고할 것.
20)	《중용(中庸)》 19장.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21)	《명종실록》 권5, 명종2년 5월 28일(무인). “慈殿曰 世宗設原廟 象平時爲朝夕之奠 只重其親親之義也云.”
22)	《세종실록》 권54, 세종13년 12월 24일(을묘). “上謂知申事安崇善曰 原廟之設 繼世之君 欲事亡如存 凡所薦享 一如生時 以別於宗廟
之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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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규범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념적 왕실 조상신에게 적용된 명분은 ‘의리론적
보본반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종 대까지 왕실의 이중적인 조상신은 처음부터 공·사의 영역을 뚜
렷하게 구별하지 않더라도 왕통과 혈통이 일치했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
만, 예종의 조카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국조오례
의》에 등재된 의묘 의례는 속제―문소전, 진전, 산릉―에 속한 의례들과 달리 의
경세자만을 위한 독립된 사당이었다. 이후 종묘에 부묘되면서 같은 공간에 현왕을
기준으로 왕통과 혈통이 다른 조상신, 즉 이중적인 모델이지만 그 대상이 다른 첫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왕실 조상신의 이중적인 모델의 대상이 달라진 경우, 축문 호칭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최우선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에 앞서 왕실 조상신 의례의 축문을 살펴보자. 왕실 조상신 의례에서 축문23)은 담
당 재관 대축[大祝; 4품 이상의 지제교(知製敎)]에 의해서 조상신에게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에서 발언된다. 초헌관이 첫 번째 술을 올린 후, 음악을 멈추
고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축문을 읽는다
(讀祝文).24) 《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축문을 보면 <표1>과 같다.
제사시일
(간지干支)
의례주체
(祭主)
호칭
의례대상
(神位)

원문
해석
원문
해석
원문
해석

維成化 某年歲次某甲某年 某月 某朔 某日某甲
유성화25) 모년세차모갑모년 모월 모삭 모일모갑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효증손인 사왕 신 ○○은
감소고우(敢昭告于)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감히 ○○조부 ○○대왕께 밝히 고합니다

23)	축문은 종묘 향대청(香大廳)에 향·폐백과 함께 보관돼 있으며, 이곳은 의례를 행할 때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향실(香室)은 궁중
제사의 향과 축을 관장하던 소속관아였다. 축판은 소나무(松木)로 만들며 길이는 1자(尺) 2치(寸), 너비는 8치이고 두께는 6푼(分)이다.
축문은 종이에 써서 축판(祝板)에 붙였으며, 각 실마다 축판 하나를 썼다.(《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祝版〉, 《춘관통고》 권8 〈吉禮·
宗廟·祝式議〉)
24)	《국조오례의》 권1, 〈吉禮 懿廟親享儀〉.
25) 성화(成化, 1465~1487)는 성종 당시 명나라 헌종(憲宗)의 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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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의례 사유
(기원내용)
해석

복이(伏以)

절서이류(節序易流) 당자영신(當玆令辰)
심증감모(深增感慕) 요천명인(聊蕆明禋)
근이생폐예제(謹以牲幣醴齊) 자성서품(恣成庶
品)26)식진명천(式陳明薦)
상향(尙饗)

세월은 쉬 흘러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나니
더욱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깨끗하고 공경스러운 제사를 올려
삼가 희생과 폐백과 향기로운 술, 여러 음식과 제물로
경건히 밝은 제사를 드립니다.
흠향하소서.

<표1> 《국조오례의》의 왕실 조상신 의례 축문27)

<표1>에 의하면, 축문은 제사 시일(간지), 호칭인 의례 주체(祭主)·의례 대상
(神位), 의례 사유(기원내용)로 이루어진다. 시일 다음에 나오는 의례주체와 ‘감소고

우’28) 다음에 나오는 대상 신의 관계를 밝히는 호칭을 통해서 해당 의례의 성격과
목적을 가늠할 수 있다. 기원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호칭만으로도 의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해당 신의 성격과 위격이 밝혀지면 이에 합한 소감, 기원(청원)
및 감사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호칭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례주체를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
(諱)’라 칭했다. ‘효증손’은 친(親)이 다한(盡) 선왕에 대한 의례 주체를 칭하는 용어

이다.29) 현왕을 기준으로 선왕의 세대수에 따라 ‘효증손’은 의례주체와 대상이 손
자-할아버지 관계일 경우 ‘효손(孝孫)’, 아들-아버지 관계일 경우 ‘효자(孝子)’로 고

26)	‘근이생폐예제(謹以牲幣醴齊) 자성서품(恣成庶品)’은 태종대에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사직제(社稷祭) 축문에 의거한 것이다. 즉
생ㆍ백(帛), 예제, 자성, 서품이라 한 것을 근거로, 모든 생(牲)·폐(幣)를 쓰는 제사에는 ‘생・폐・예제・자성・서품’이라 하고, 폐백을 쓰지
않는 제사에는 ‘牲醴庶品’, 희생과 폐백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淸酌庶羞’로 쓰기로 하였다.[《태종실록》 권32, 태종16년, 7월 3일(임진)]
27)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ㆍ祝版〉.“維成化某年歲次某甲某年某月某朔某日某甲云云 宗廟永寧殿文昭殿眞殿山陵稱孝曾孫孝孫孝子
隨位 嗣王臣諱○懿廟國行稱孝姪國王臣諱○敢昭告于云云○宗廟永寧殿文昭殿眞殿山陵稱某祖考某大王某祖妣某王后某氏○懿廟國
行稱孝姪國王臣諱皇伯考某王○伏以云云 宗廟永寧殿文昭殿眞殿山陵稱 節序易流 當玆令辰 深增感慕 聊蕆明禋 謹以牲幣醴齊恣成
庶品 式陳明薦 尙饗”
28)	명산대천ㆍ성황ㆍ칠사는 ‘치고우(致告于)’라 하고, 주현(州縣)의 성황에는 ‘감소고우’라 한다.(《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ㆍ축판〉)
29)	《대한예전》은 의례주체를 ‘효현손(孝玄孫)’으로 표현하였다. 왕이나 황제의 경우 삼대(三代) 봉사일 경우에는 효증손, 4대 봉사일 경우
엔 효현손이라 칭한다고도 하지만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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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칭한다. ‘사왕’은 ‘왕위를 이은’의 의미이며, ‘신’은 왕 자신을 낮추는 용어이다.
‘휘’는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이다. 용어를 정리하면 ‘효증손 왕위를 이은 신
휘’라는 의미이다.30) ‘사왕 신’은 앞의 호칭 ‘효증손(효손·효자)’을 붙일 수 없는 경
우에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친이 다하여 영녕전으로 체천(遞遷)되는 경우에 ‘사
왕 신’만 쓰기도 하지만 현왕과 선왕의 관계가 부자가 아닌 방계일 경우도 ‘사왕 신’
이라고만 했다.
다음에 나오는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은 ‘조부(祖父) ○○대왕께’라는
의미이다. ‘모조고’의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사대(四代) 봉사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황고(皇考)’, 할아버지를 ‘황조고(皇祖考)’, 증조할아버지를 ‘황증
조고(皇曾祖考)’, 고조할아버지를 ‘황고조고(皇考祖考)’라 칭했다. 여기서 모조고의
‘조고’는 조부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모대왕’은 왕의 시호 다음에 ‘대왕’을 붙인 것
이다. ‘효증손 사왕 신 휘-모조고 모대왕’을 해석하면 ‘효증손인 왕위를 이은 신○
○는 -조부 ○○대왕께’가 된다.
왕실 조상신 의례 호칭은 다른 국가의례 대상 신들과 달리 제사 주체와 대상
신의 혈연관계를 나타낸다.31) ‘효증손’과 ‘모조고’는 유교의 조상신 의례가 부자관
계를 전제한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것이 다른 국가의례 대상 신들의 축문과 다른

30)	본 논문이 다루는 사친은 생부와 생모를 포괄하지만 조상신 의례의 의례주체와 대상 신의 관계는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
모와 선후는 다루지 않는다.
31)	조상신 이외의 국가의례 대상 신들의 국왕 호칭과 대상 신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상 신의 호칭은 역대시조를 제외하고 대부분 ‘○○
神’이라 했다. (《국조오례서례》 권1 〈吉禮·祝版〉
국왕 호칭
조선국왕(朝鮮國王) 신(臣)
성휘(姓諱)
국왕(國王) 성휘(姓諱)
조선국왕(朝鮮國王)
국왕(國王)
조선국왕(朝鮮國王) 성휘(姓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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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위
풍운뇌우(風雲雷雨)·영성(靈星)·노인성(老人星)
악·해·독(嶽海瀆)·산천(山川)
마조(馬祖)·사한(司寒)·선목(先牧)·마제(禡祭)·독제(纛祭)
명산대천(名山大川)·성황(城隍)·칠사(七祀)·마사(馬社)·마보(馬步)·포제(酺祭)·영제(禜祭)
사직(社稷)·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歷代始祖)·여제(厲祭)

점이다.32) 주목해서 볼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묘의 신위는 왕통을 중심으로 이어
지고 있지만 축문 호칭은 혈통위주의 친속(親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33)
‘복이’ 다음에 나오는 의례 사유는 왕실 조상신을 봉안한 종묘·영녕전·문소
전·진전·산릉의례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34) 모두 왕실 조상신의 범주에 속한
신들이기 때문에 단지 의례주체와 대상 신을 부르는 호칭만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왕이 의묘에 친향할 때의 축사(祝詞)는 임시(臨時)로 지었다.
의례주체가 되는 현왕과 대상 신이 되는 선왕의 축문 호칭이 생물학적 혈연관
계를 반영하였다는 것은 이후 왕대에 호칭 개정 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명종
대에 예조(禮曹)는 문종의 축문에만 ‘효증손’ 없이 ‘사왕 신 휘’라고만 칭하고, ‘모조
고’도 붙이지 않은 것이 미안(未安)하다면서 개정을 건의했다.35) 이틀 후, 문종 다
음 왕위를 이은 세조에게 문종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36)
또한 숙종 대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시책에 축문 호칭을 ‘효증손 사왕신’이라
기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선왕의 축문 호칭이 거론되었다.37) 예조는 유독
정종·문종·예종 3실(室)에만 ‘효증손’이 없고 ‘사왕 신’으로만 칭한 것을 언급하면

32)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의 축문 호칭은 중국 고전(古典) 《의례(儀禮)》·《개원례(開元禮)》·《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를 참고하여 개정하
였다.(《태종실록》권32, 태종16년 7월 3일(임진))
33)	《국조오례의》의 대부(大夫) 및 사서인(士庶人)의 의례의 축문은, ‘효증손(효손·효자)모관모(某官某)-증조고(조고, 고) 모관부군(某官府
君)’이다.(《국조오례의》 권1 〈吉禮·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
34)	기원내용은 오향대제(五享大祭) 모두 같다. 선고사유(宣告事由), 이안(移安), 환안(還安), 기고(祈告) 별제(別祭)는 제사 종류에 따라 운
운(云云)이라고만 하고 이하는 같다. 속절(俗節)과 삭망(朔望)은 “삼가 희생과 향기로운 술과 여러 가지 제물로 경건히 밝은 제사를 드
립니다. 흠향하소서(伏以云云謹以牲醴庶品 式陳明薦 尙饗)”라고 쓴다.(《국조오례서례》 권1 〈吉禮·祝版〉)
35)	《명종실록》 권4, 명종1년 9월 17일(신미).
36) 《명종실록》 권4, 명종1년 9월 19일(계유).
37)	《숙종실록》 권32, 숙종24년 12월 7일(정미). 《종묘의궤》는 1706년(숙종32)에 종묘의례와 관련 제반 내용들을 《국조오례의》, 《조선왕조
실록》, 《승정원일기》, 《등록(謄錄)》 등에서 참고하여 편찬되었다. 이후 왕대에도 지속적으로 종묘 증축이나 의례 변화에 따라 이를 반
영한 종묘의궤서가 편찬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숙종 대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고, 국가의례
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붕당 정치기에서 탕평 정치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진단되기도 한다. 왕이 주도적
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왕 중심의 정치는 숙종 대를 시작으로 영조대와 정조대까지 이어졌으며 국가의례에도 발현되었다. 이현진에 의
하면, 조선후기 종묘 정비는 현종·숙종·영조 대에 걸쳐 추진되었다. 17~18세기 종묘 정비의 주된 안건들은 조선전기에 발생한 성리
학적 의리명분에 위배된 사건들, 양란을 겪으며 훼손된 신주, 처음부터 잘못 기입된 위판·축문들의 정정 및 대명 의리론의 강화로 새
롭게 조명된 일련의 종묘 관련 사항들이 해당된다. 신덕왕후, 공정대왕, 단종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현진, 《조선후
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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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 시책(諡冊)에 쓴 것에 의한 것이라면 3실의 선왕들에게 미안(未安)한 일이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효증손이라 칭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모두 당
대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기로 결정한다. 당대 왕과 선왕
의 혈연관계를 보면, 정종·문종·예종은 모두 왕위에 올랐지만 정종은 태종의 형
이었고, 문종은 세조의 형이었으며, 예종은 추존된 덕종과 형제 관계로 모두 생물
학적 부자 관계가 아니었다. 세 왕의 사례를 보면 축문 호칭은 친속의 호칭, 즉 생
물학적 혈연관계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의묘 의례의 축문 호칭
의경세자 장례 후, 세조는 의경세자의 사당을 ‘효정묘(孝靖廟)’, 묘소를 ‘의묘
(懿墓)’라 하고 삭망(朔望)일·사중월(四仲月)·명일(名日)·별제(別祭)·기일(忌日)

의 제사를 종친 및 공신(功臣)의 자제 중에서 3품의 관원이 맡고, 제물(祭物)은 봉상
시(奉常寺)에서 준비하도록 하였다.38) 국왕과 달리 세자의 신분으로 죽으면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39) 종친에 의해 제향된 의경세자는 성종이
왕위에 오른 뒤, 세자가 아니라 왕의 생부로서 제향이 논의되었다.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1470년(성종 1), 의경
세자를 왕으로 추숭하는 일과 생모 수빈(粹嬪)을 빈(嬪)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논

38)	《세조실록》 권17, 세조5년 9월 26일(을사).
39)	조용철에 의하면,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도 세자 상장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경세자의 상장례는 이후에 발생한 모든
세자 상장례의 가장 기본적인 전거로 원용되었다. 국가전례서에 세자의 상장례가 명시된 것은 영조 33년(1757)에 편찬된 《국조상례보
편(國朝喪禮補編)》이다. 하지만 국왕과 왕비의 상장례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세자의 상장례인 소상을 주(註)로 부기한 형식이
었다. 의경세자의 상장례는 기본적으로 《세종실록》 〈오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국왕의 상장례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지만 대부
분의 의식들이 생략 혹은 변형 적용되었고, 대원칙은 국왕의 상장례 순서를 따르되 한 단계 낮춰서 진행되었다. 의경세자의 상장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特徵과 構成〉,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을 참조할 것.
하지만 《국조상례보편》에도 길례의 대상으로서의 세자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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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다. 대비(정희왕후, 세조의 비)는 이 일이 조정에서는 전례(前例)가 없으니 각
기 소견을 진술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이 논
의하기를,
‘제왕(帝王)이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면 의리(義)로는 사친(私親)을 돌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선유(先儒)가 이미 분명하게 논변하였습니다. 의경세자를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이름은 부르지 않으며, 전하를 효질(孝姪)이라 칭하
는 것이 의리(義)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낳아 주신 부모(天性之親)는 그 의리
(義)가 또한 크므로 추숭(追崇)의 법규(典)는 선유가 또한 상세히 논했던 것입

니다. 의경은 이미 세자였고 다른 작호(爵號)는 없으니 존숭(尊崇)할 수 있습
니다. 마땅히 왕으로 추숭하여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불천위주(不遷位主)의 시조(始祖)로 삼으소서. 묘(廟)와 능(陵)은 시호로 칭하
고, 종(宗) 자는 칭하지 말고 관(官)에서 향전(香奠, 향과 술잔)을 준비하고 별
도로 의논하여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세습하도록 하소서…’”

“최항(崔恒)·심회(沈澮)·조석문(曺錫文)·홍달손(洪達孫)은 논의하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後者)된 자는 그 후자라 하고 부모로 삼
고, 낳아준 부모를 일컬어 백숙부모(伯叔父母)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
(天地)의 대의(大義)이고 생인(生人, 낳아주신 분에 대한)의 대륜(大倫, 도리)으

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

40)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 1월 18일(정유). “懿敬世子追崇事及粹嬪稱號事 麟趾 昌孫 叔舟 明澮 致寬 允成議 帝王入繼大統 義不得顧
私親 先儒論辨旣明 懿敬世子稱皇伯考而不名 殿下稱孝姪 爲當於義 然天性之親 其義亦大 追崇之典 先儒論之亦詳 懿敬旣爲世子 無
他爵號 可以尊崇 宜追王上諡 別立廟 爲始祖不遷之主 廟與陵 因諡爲號 而不稱宗 官備享奠 別議可主祀者 使之世襲 … 恒 澮 錫文
達孫議 定制須據古典 議禮要緣人情 臣謹按新安 胡氏之說以爲 程子曰 爲人後者 謂其所後者 爲父母 而謂其所生父母 爲伯叔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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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록에 따르면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등 다수의 신하들은 의경
세자를 왕으로 추숭하는 것을 찬성했다. 제왕(帝王)이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면 의
리(義)로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는 선유의 말을 근거로,41) 성종은 대통을 계승하
였기에 사친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낳아 주신 부모에 대한 정
(情)도 크기 때문에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한다는 것이다. 의경세자는 살아생전

세자였고 작호(爵號)가 없으니 별묘를 세워 대대로 모시는 시조의 불천위(不遷位)
로 삼고, 사당과 능호는 시호로 칭하고,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만 붙이는 묘호(廟
號, 宗)42) 를 붙이지 말며, 별묘를 세워 관(官)에서 제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존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대의와 사친의 정(情), 두 명분을 모두 온전하게
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왕으로 추숭하고 별묘
를 세워 제사하는 것에는 별다른 반대 없이, 신숙주 등이 처음 제시한 세부사항들
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경세자와 성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축문 호칭이다. 남의
후사(後者)가 된 자는 그의 후자라 하고 부모로 삼고, 낳아준 부모를 일컬어 백숙부
모(伯叔父母)라고 한다는 예를 근거로, ‘효질(孝姪)―황백고(皇伯考)’로 결정되었다.
이는 ‘조카―큰아버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호칭이 낳아주신 부모(生人)에 대한
도리(大倫)로도 변할 수 없는 대의(大義)라는 논리였다. 이밖에도 ‘질자(姪子) 신(臣)
―황백고’, ‘효자국왕(孝子國王)―고(考)’, ‘국왕(國王) 신(臣)―황백고’도 제시되었다.
‘효자국왕-고’를 제외하고 세 호칭 모두 의경세자와 성종을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

此天地之大義 生人之大倫 不可得以變也.”
41)	이와 관련한 전거로는 주로 한나라 광무(光武)가 원제(元帝)를 계승하고 별묘를 세워 사친 남동군(南頓君) 이상(以上)을 제사한 것과 송
나라 영종(英宗)이 생부의 종형 인종(仁宗)을 계승하고 생부 복안의왕(濮安懿王)을 ‘황백고’라 칭한 것을 든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아직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
42)	종묘에 봉안되기 위해서는 ‘조공종덕(祖功宗德)’의 원칙에 따라 묘호(廟號)를 부여받아야 했다. 묘호를 올린다는 것은 재임했던 왕이
종묘의례의 대상 신이 되어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받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창업하거나 국난에서 국가를 구하
고 국가의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 잡는 대업을 이룬 경우에는 ‘조’를 선왕의 정통을 이어서 태평성대를 계속 이어간 경우에는 ‘종’자를
붙인다. 당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태종 이방원의 친형인 정종(定宗)은 사후 시호가 없었고 종묘에도 배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종(定宗)이 아닌 공정왕(恭靖王)이라 불렀다. 이에 따라 의경세자를 의경왕(懿敬王)으로 추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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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大統)과 사은(私恩)의 두 명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었다. 이미 종묘에 예종과 성종이 부자관계로 되어있어서 사친일지라도 축
문 호칭만은 백부-조카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의묘의 축
문 호칭을 종묘와 속제의 또 다른 의례들 -문소전 의례·진전의례·산릉의례-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의례

의례 주체

대상 신위(神位)

종묘 의례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문소전 의례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진전 의례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산릉 의례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의묘 의례

효질(孝姪) 국왕(國王) 신(臣) 휘(諱)

황백고(皇伯考) 모왕(某王)

<표2> 《국조오례의》의 왕실 조상신 의례의 선왕 축문 호칭43)

<표2>를 참고하면, 의묘를 제외한 왕실 조상신의 축문 호칭이 모두 ‘효증손
사왕 신 휘―모조고 모대왕’이다. 의묘의 축문과 달리 의례주체는 부자관계를 나
타내는 효증손과 왕위를 계승했다는 의미의 ‘사왕 신’이며, 대상 신은 직계 부계혈
통을 나타내는 ‘모조고 모대왕’이다. 당시만 해도 종묘와 속제에 부묘된 선왕·선
후가 왕통과 일치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의묘 호칭만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2>를 근거로 의묘의 축문 호칭을 다시 보면, ‘효질(孝姪) 국왕신휘(國
王臣諱)―황백고(皇伯考) 모왕(某王)’으로, ‘조카 국왕 신 혈(娎)이―큰아버지 의경왕

께’라는 문구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종 대의 종묘 축문 호칭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3>은 성
종 대 《국조오례의》 편찬 이전 예종 즉위년(1469년)의 종묘 제실의 축문 호칭이다.

43)	《국조오례서례》 권1 〈吉禮ㆍ祝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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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실(廟室)

선왕(先王)

제1실

환조

제2실

태조

제3실

정종

제4실

태종

제5실

세종

제6실

문종

의례주체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사왕(嗣王) 신(臣) 휘(諱)

의례대상
환조연무성환(桓祖淵武聖桓) 대왕(大王)
황고조고(皇高祖考)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
신무(太祖康獻 至仁啓運聖文神武) 대왕(大王)
공정온인순효(恭靖溫仁順孝) 대왕(大王)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종공정성덕신공문무
광효(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 대왕(大王)
황조고(皇祖考)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 대왕(大王)

사왕(嗣王) 신(臣) 휘(諱)

문종공순흠명인숙광문성효(文宗欽明仁肅光
文聖孝) 대왕(大王)

<표3> 예종 대 종묘의 축문 호칭44)

<표3>에 의하면, 종묘 제3실의 정종과 제6실의 문종만이 호칭이 다르다. 의
례주체에 ‘효증손(효손)’을 붙이지 않고 ‘사왕 신 휘’만을, 대상 신에 ‘모조고’없이 ‘모
대왕’만 있다. 정종과 문종의 다음 왕위는 모두 형제가 계승하였다. 태종에게 정종
은 형이었고, 세조에게 문종은 형이었다. 또한 ‘사왕 신’의 호칭은 의경세자에게는
없던 것인데 정종과 문종은 모두 왕위에 올랐지만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묘의 축문이 부자가 아닌 조카-큰아버지로 설정되면서 종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별묘의 형태로 조선시대 세자였지만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사친을 공식
적인 국가의례에 준하여 합법적으로 봉안한 첫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숭하고 별묘를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의경세자가 살아생전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오를 것이 예정되었었다는 점, 아직 이러한 상황에 적용
할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과 전례가 부재했던 조선초기였다는 요인들을 생각해 볼

44)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18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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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확고한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45) 분명한 것은, 당대에 조선 전기의 국가 기틀이 비로소 국가사전과 법전
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조선 전기 유교 국가의 기틀을 잡은 시기에 의묘 의례가 새
로운 왕실 조상신 의례로 상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조오례의》 편찬 이전에 형성된 의묘 의례는 《국조오례의》 〈길례·속제〉
항목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실 조상신 의례는 초기부
터 의례정비 과정을 거친 일관된 법칙과 규정을 기준으로 다듬어진 결과물이었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초기부터 논의되고 만들어진 국가 의례의 첫 완성 본이었다
는 점에서 의묘 의례의 등재는 당시 법제화의 효력과 의미를 담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의주조항은 오례의를 사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조오례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묘 의례 설정과 함께 의경세자의 시호는 ‘온문의경왕(溫文懿敬王)’, 묘
호(廟號)는 ‘의경묘(懿敬廟)’[이후 의묘(懿廟)로 개칭46)], 능호(陵號)는 ‘경릉(敬陵)’으
로 정해진다.47) 그리고 1473년(성종4) 의경묘가 완성되어 의경왕의 신주와 영정을
봉안하였다. 제사는 의경세자의 장남이자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月山大君) 이
정(李婷)이 맡도록 하였다.48) 제품(祭品)은 문소전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왕실 조상신 의례인 종묘, 문소전-의묘 의례의 절차를
45)	이영춘에 의하면, 덕종의 부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정치상황이 세조의 강압적 통치 직후로 강력한 훈척(勳戚)세력에 의해 부묘가
추진되었고 사장(詞章) 중심의 훈구파가 조정을 장악하여 예학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이영춘, 《朝鮮後期 王位繼承 硏究》, 집문당,
1998, 92-94쪽) 이와 달리 한형주는 당시 대다수의 신하들이 부묘를 반대하였고 성종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가능했다고 보았다.(한형주,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 一潮閣, 2002, 113-122쪽) 한편, 덕종의 부묘에 집중한 연구는 아니지만, 덕종의 부묘에 대한 해석을 조선
후기 전례논쟁을 입승대통을 중심으로 논의한 박종천의 (〈조선시대 典禮論爭에 대한 재평가 -入承大統의 전례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사상과 문화》, Vol.11,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1)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박종천에 의하면, 기존의 전례논쟁에 관한 연구가 17세기의
예송논쟁에 국한된 것을 비판하면서, 유교적 전통사회의 구조적 토대가 친친(親親)과 존존(尊尊), 친속(親屬)과 군통(君統)의 역동적 긴
장관계가 당연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예(禮)의 기능에 대한 세 가지 관점(규제적 기능, 표현적 기능, 규제적·표현적 기능)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46)	《성종실록》 권13, 성종2년 12월 11일(기축).
47)	《성종실록》 권2, 성종1년 1월 22일(신축).
48)	《성종실록》 권34, 성종4년 9월 20일(무신).

연구논문_149

비교해보면 구별된 위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묘 의례는 문소전 의례에 의거해서
형성되었다. 《국조오례의》에 근거한 의묘 의례의 종류는 사시에 행하는 ‘의묘친향
의(懿廟親享儀)’, 사시와 속절에 대신들이 행하는 ‘사시급속절향의묘섭사의(四時及
俗節享懿廟攝事儀)’, 사시와 속절에 행하는 ‘사시급속절향의묘의(四時及俗節享懿廟
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향의묘의(朔望享懿廟儀)’ 네 개이다. 《국조

오례의》 의절항목에는 의묘 기신제(忌晨祭)가 별도로 표기되진 않았지만 문소전을
근거로 한다고 돼있다. 평상시에 올리는 상식(上食)도 사전(祀典)의 의절에는 없었
지만 문소전에 의거하여 행해졌다. 종묘의례 ‘사시급납향종묘의’를 문소전 의례
‘사시급속절향문소전의’ 및 의묘 의례 ‘사시급속절향의묘의’의 절차와 비교하면
<표4>와 같다.

의례 종류

의례 절차
재계(齋戒)

산재(散齋) 4일, 치재(致齋) 3일

초혼(招魂) 사배(四拜)→신관례(晨祼禮), 삼상향(三上香)
사시급납향종묘의
전폐·진찬례(奠幣·進饌禮)→초헌례(初獻禮; 獻爵), 독축(讀祝)→아헌
(四時及臘享宗廟
행례(行禮)
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칠사의례(七祀儀禮)→배향공신의례(配享
儀)
功臣儀禮)→음복수조(飮福受胙)→사배(四拜)
예필(禮畢)

망예(望瘞)

재계(齋戒) 산재(散齋) 1일, 치재(致齋) 2일
사시급속절향문소 초혼(招魂) 사배(四拜)
전의
초헌례(初獻禮; 三上香+ 進盞), 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
(四時及俗節享文 행례(行禮)
(終獻禮)→음복(飮福)→사배(四拜)
昭殿儀)
예필(禮畢) 망예(望瘞)

의묘친향의
(懿廟親享儀)

재계(齋戒)

산재(散齋) 1일, 치재(致齋) 2일

초혼(招魂)

사배(四拜)→신관례(晨祼禮), 삼상향(三上香)

행례(行禮)
예필(禮畢)

헌폐례(獻幣禮)→초헌례(初獻禮; 獻盞), 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음복(飮福)→사배(四拜)
망예(望瘞)

<표4> 종묘 의례와 문소전-의묘 의례의 절차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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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핵심적인 절차를 재계→초혼→행례→예필로 나누어 보면, 문소전-의
묘 의례의 절차는 대사였던 종묘 의례보다는 규모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간소하
다. 의례를 행하기 몇 일전에 행하는 재계를 비교해보면, 종묘는 7일(산재 4일, 치
재 3일)이었지만 문소전-의묘는 3일(산재 2일, 치재 1일)이다. 행례부분의 절차를

비교해보면, 종묘 의례는 선왕·선후를 제향하는 절차, 칠사 신들을 제향하는 절
차,50) 그리고 배향공신을 제향하는 절차의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 종묘 의례는 단
순히 선왕·선후만이 아니라 계절과 관련된 칠사 신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공헌
한 배향공신도 함께 배향한다는 점에서도 단연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례로
서의 면모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소전-의묘 의례의 행례부
분은 삼헌례 ―초헌례·아헌례·종헌례― 와 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
론 의례의 규모와 성격 상 종묘의례의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만큼 더 많은 재관들
이 배치되었지만 핵심적인 절차였던 삼헌례를 담당한 재관은 같았다. 여기서 흥미
로운 사실은, 종묘 의례에만 있는 신관례(晨祼禮)의 절차가 ‘의묘친향의’의 절차에
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신관례는 의례 당일 축시(丑時)에 삼상향(三上香) 후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부어 신을 부르는 절차인데, 종묘 의례에서만 행해지던 것
이다. 이것은 성종이 생부를 종묘와 동일한 격으로 생각하고 모시고자 했던 마음
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9)	<표4>는 《국조오례의》 권1 〈吉禮·四時及臘享宗廟儀; 四時及俗節享文昭殿儀; 懿廟親享儀〉를 간략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행례’부분
은 유교의례에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삼헌례와 종묘의례와 문소전의례·의묘의례와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50)	칠사는 국가에서 일곱 귀신인 사명(司命)·호(戶)·조(竈)·중류(中霤)·공려(公厲)·국문(國門)·국행(國行)에게 드렸던 제사 이름이
다. 맹춘에는 사명과 호, 맹하에는 조, 맹추에는 공려와 국문, 맹동에는 국행이 각각 배정되어 제향되었다. 단지 납일의 종묘의례에서는
칠사 신들이 모두 제향되며, 중류는 계하 토왕일에 별제의 독립된 형태로 제향되었다.(《국조오례의》 권1 〈吉禮·四時及臘享宗廟儀〉;
《국조오례서례》 권1 〈吉禮·壇廟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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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묘부묘 논의와 축문 호칭
의묘 의례는 정묘(正廟) 종묘와 기존의 원묘(문소전) 어디에도 완전히 맞아 떨
어지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의례로 출발하였다. 초기 생성과정부터 별묘 의례로
출발한 의묘는 의경왕이 명나라에서 고명(誥命)을 받아 ‘회간대왕(懷簡大王)’으로
추봉(追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474년(성종5) 8월 13일, 성종은 어버이
를 위하는 마음을 다하기 위해 고명을 청하겠다고 전교하였다.51) 1475년(성종6년)
1월 29일, 중국에서 고명을 받은 주문사(奏聞使) 김질(金礩) 등이 칙서(勅書)를 가지
고 돌아왔다. 칙서 내용은 비록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의리상 사친을 돌볼 수 없으
나 낳아주신 부모를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왕의 효
성과 정성을 잘 알아 특별히 의경세자를 추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아 시호를 회
간으로 하고, 한씨를 봉하여 회간왕비로 삼아서 낳아 준 부모를 높여드리고자 하
는 뜻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었다.52) 의경세자가 회간왕으로 추봉되면서 종묘부묘
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1475년(성종6) 9월16일, 성종은 동반(東班)의 3품 이상과 서반(西班)의 당상관
(堂上官) 이상을 소집하여 회간대왕의 종묘부묘 가부를 본격적으로 논하도록 하였

다. 먼저 부묘 반대 의견을 살펴보자.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 등이 논의하
기를…

51)	성종의 전교에 신숙주, 한명회 등은 성종이 즉위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면서 찬성했다. 반면, 정인지, 정창손 등은 대통을 계승하면 사
친을 돌볼 수 없고 예부(禮部)에서 주청하지 않을 것이며 개국 초 4대를 추존할 때도 명에 주청하지 않았다며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성종은 중국에 고명을 청하였다.[《성종실록》 권46 성종5년 8월 13일(을미)] 성종은 즉위 2년에 직접 승정원을 통해 명나라의 고
명을 청할 것을 제기하였었지만, 당시에는 반대가 많아 실행하지 못했다.[《성종실록》 권9, 성종2년 1월 7일(경진)]
52)	《성종실록》 권51, 성종6년 1월 29일(기묘). 칙서를 전달 받기 전 해인 1474년 12월에 중국에서 고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1475
년(성종6) 1월 6일, 고명을 근거로 의경왕에게 ‘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1월 21일 예
조에서 최종적으로 ‘회간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懷簡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의 시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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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간대왕은 월산대군이 제사를 맡아 영원히(百世) 옮기지 않을 것인데,
종묘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전하의 효(孝)가 깊어, 종
묘에 부제하려고 하시는 것은 지극한 정성(至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 등이
어찌 우러러 성상의 뜻(聖意)를 본받아 대왕을 존숭(尊崇)하고 종묘에 부제하
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종
묘에 부제하고 전하께서 친부(親父)로 제사(奉祀)하면서 황백고(皇伯考)라 칭
한다면 부묘(祔廟)한 의미가 없고, 황고(皇考)라 칭하면 예종에게 이미 황고라
고 했으니 중복해서 칭할 수 없습니다(不可疊稱). 명의(名義)는 지극히 중한(至
重) 것이기 때문에 대대로(萬世) 교훈으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신 등은 반복하

여 생각해보아도 그 마땅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53)

위의 실록에 의하면, 한(漢)·당(唐)이후 대통을 계승한 자는 사친을 돌보지 않
고 별묘를 세워 다른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 전례를 따라 월산대군
이 불천지위로 삼아 제향할 것인데, 종묘에 부제하는 것은 고제(古制)에 어긋난다
는 것이다. 성종의 지극한 효(孝)는 이해하지만 종묘에 부묘하고 ‘황백고’라 칭하면
부묘하는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황고’라 하면 이미 예종에게 ‘황고’라고 칭하고 있
으니 두 분 모두에게 ‘황고’라고 할 수 없다(不可疊稱)는 논리이다. 그만큼 명의(名
義)는 매우 중요한 것(至重)이니 대대로 본으로도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마디

로 이미 정해진 호칭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묘는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호칭과 관련한 부묘 반대의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53)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6일(임술). “領議政鄭昌孫 左議政韓明澮 … 今懷簡大王 月山大君奉祀 百世不遷 則祔宗廟非古制也
殿下孝思罔極 欲祔宗廟 出於至誠 臣等豈不欲仰體聖意 尊崇大王 祔於宗廟哉 然事有難處者 若祔宗廟 殿下以親父奉祀 而稱皇伯考
則無祔廟之意 稱皇考 則於睿宗旣稱爲皇考 不可疊稱 名義至重 難以垂訓萬世 臣等反覆思之 未得其宜.”

연구논문_153

“좌참찬(左參贊) 서거정(徐居正)·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판한성부
윤(判漢城府尹) 권감(權瑊) 등은 논의하기를, ‘백고(伯考)라고 칭했으면 마땅히
조카(姪)라고 칭해야 하는데, 이제 회간대왕을 종묘에 부제하는 것은 본래 낳
아준 부모(所生)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백고(伯考)라고 칭하고 또 조카(姪)라
고 칭한다면 의리[義]에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 이름[名]을 피하여 높여 황고
(皇考)라고 칭하고 또 효자(孝子)라고 칭한다면, 예종께는 어떻게 칭하겠습니

까?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마땅히 회간을 높여서 부묘하여 고(考)라고 칭하고
자(子)로 칭하되 예종에게 백고(伯考)라고 개칭(改稱)하여 조카(姪)라고 칭하
라.’고 하니, 이것은 예(禮)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에도 또한 차
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미 예종의 뒤를 계승하고, 양고(兩考, 두 아버지)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이제 의묘에 이미 백고(伯考)라 칭하고 조카(姪)라고 일컬었으
니, 종묘에도 또한 이 예(例)를 따르는 것이 어찌 불가한가?’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사당(廟)를 세운 것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친
부(親父)에게 사사로이(私) 할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니, 백(伯)이
라 칭하고 조카(姪)라 칭하는 것은 바로 예(禮)의 올바름(正)입니다. 이제 이미
높여 고(考)로 삼아 부묘하고서 바로 이 예(例)를 들어 백고라 칭하고 조카라고
칭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은 어렵다고 하는 까닭입니다.’”54)

“정은(鄭垠)은 논하기를,

54)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6일(임술). “左參贊徐居正 武靈君柳子光 判漢城府尹權瑊 戶曹參判鄭蘭宗 行僉知中樞府事李封議 稱
伯考則當稱姪 今祔懷簡大王于宗廟 本爲尊所生也 而乃稱伯考又稱姪 於義安乎 若避此名 尊爲皇考 又稱孝子 則於睿宗將何稱乎 今
議者曰 當尊懷簡祔廟 稱考 不稱子 而於睿宗改稱伯考稱姪 此則非但不合於禮 情亦不忍 旣繼睿宗之後 欲避兩考之名 而有如是擧乎
議者又曰 今於懿廟旣稱伯考稱姪 於宗廟亦用此例 何不可之有 是亦不然 別立廟 所以明爲人後 不私親之義 稱伯稱姪 乃禮之正 今旣
尊爲考祔廟 而乃擧此例稱伯稱姪乎 此臣等所以爲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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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께서 이미 정통(正統)을 높이어 예종을 일컬어 황고(皇考)라 하였으니,
예(禮)에, 사당에는 두 임금이 없다(廟無二主)고 하였습니다. 이제 또 회간대
왕에게 황고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별묘(別廟)를 세워서 제사
하면 나라에 두 개의 사당(二廟)이 있는 것이니 의(義)에 어떻겠습니까?’”55)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간대왕을 이미 ‘백고’라 했으면 성종을 조카라 해야
하는데, 회간왕을 종묘에 부묘하려는 것은 낳아준 어버이를 높이려는 목적인데,
호칭을 조카―큰아버지라 하면 의(義)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효자―
황고라 하면 예종에게 의(義)가 아니라는 것이다. 축문의 호칭만을 놓고 본다면 고
명을 받아 왕으로 추존되었으면 이전 왕들처럼 종묘에 부묘될 자격이 주어진 것인
데, 부묘한다면 마땅히 효자―황고의 관계로 칭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예종을 황
고라 했기 때문에 또 한분의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명
분이자 논리였다. 두 아버지(兩考)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
묘에서 이미 조카―큰아버지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예(禮)에 어긋난 것
이라 한다. 왜냐하면 의묘의 축문 호칭은 예종과 성종의 부자관계를 공표하고 의
경세자와 사적인 부자관계를 내세우지 않았음을 표명한 것인데, 종묘에 이 호칭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계통(繼統)의 예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간왕을 황
고라 칭하면, 한 사당에 두 임금을 봉안하여 두 개의 사당(二廟)이 존재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종묘 공간은 왕통 중심의 제장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고명의 의리 보다는 명의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별묘를 세워 국
가에서 사관(祀官)을 설치하고 월산대군이 아닌 관원을 보내 제사 지내게 하고 성

55)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9일(을축). “鄭垠議 或稱皇伯考不得祔廟者 尊正統也 禮之常也 臣所以請稱皇伯考 祔廟者 懷簡大王
旣受命爲王 而月山大君不得承祀 則義所當祔 禮之變也 況主上旣尊正統 稱睿宗爲皇考 禮廟無二主 則今不可又稱懷簡王爲皇考 若
立別廟祭之 則是國有二廟 於義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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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친행시에는 종묘의례에 의거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묘 때처럼 나름
의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태묘(太廟)를 별도로 세워 황고라 칭하고 모든 묘
제(廟制)와 사전(祀典)을 종묘의 의식에 의거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56) 양고(兩
考, 두 아버지)의 혐의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만 달리하자는 제안이

었다.
위와 같은 반대의견과 달리, 종묘 부묘를 찬성한 입장을 살펴보자.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논하기를, ‘신(臣)이 대원(大元)과 고려(高
麗)의 고사(故事)를 자세하게 살펴보니, 모두 낳아주신(所生) 어버이를 추존(追
尊)하여 태묘에 부향(祔享)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회간대왕을 종묘에 부

제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합당하지만, 다만 황백고(黃伯考)라 칭하여 계통(繼
統)의 의(義)를 엄히 하시고 예종의 위에 올리어 천속(天屬)의 서열을 두는 것

이 좋겠습니다.’”57)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지중추부
사(知中樞府事) 성임(成任)·현복군(玄福君) 권찬(權攢)은 논의하기를,
‘남의 후자(後者)가 된 자는 후사로 삼은 부모를 부모로 삼고, 낳아 준 부모를
백숙부모(伯叔父母)로 삼기 때문에, 이미 예종을 황고(皇考)라고 칭하고, 회간
을 백고(伯考)라고 칭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회간은 황제의 명을 받
아 왕이 되었으니, 의리(義)로는 부묘하는 것이 마땅하고 백고의 칭호도 마땅
히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어찌 별묘(別廟)에서는 칭할 수 있고, 태묘에 부제

56)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6일(임술).
57)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6일(임술). “南原君梁誠之議 臣歷考大元及高麗故事 皆追尊所生之親 以祔享太廟 今殿下祔懷簡大王
于宗廟 允合情禮 但稱皇伯考 以嚴繼統之義 陞于睿宗上 以存天屬之序爲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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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칭할 수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백고를 부묘한 자가 하나뿐이 아닌데, 하
물며 공정왕(恭靖王; 정종)은 세종 때에 백고라 칭하였으니, 이제 백고라고 칭
하여 부묘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 혹자는 공정왕은 본래 백고였으
니 백고로 칭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찌 친부를 부묘하고 백고라 칭할 수 있
냐고 합니다. 이것은 부묘하는 것은 낳아 준 부모를 존숭하기 위한 것이고, 백
고로 칭하는 것은 대통의 계승을 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함께 말할 수 없는 것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신들은 부묘와 칭호가 정(情)과 의(義)에 지
극한 것으로 둘 다 구애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58)

위의 실록 내용은 고명의 의리에 무게(명분)를 두고 마땅히 부묘를 하되 호칭
은 의묘 때처럼 ‘효질-황백고’로 두자는 의견이다. 이미 정해진 호칭을 바꿀 수 없
다는 것은 반대 의견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한 전거로는 세종이 공정왕(정
종)을 백고라 한 것59) 을 들었다. 부묘 자체가 낳아준 부모를 존숭하는 것이기 때문

에 ‘황백고’ 그대로 올리면 왕통에도 어떠한 위협이나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는 의
견이다. 왕통을 계승한 것을 중하게 여겨 ‘백고’로 칭하고 낳아 준 부모를 존숭하기
위해 종묘에 부묘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상으로 살펴본 종묘 부묘의 찬반의견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축문
호칭은 단순히 축문 상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58)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6일(임술). “西平君韓繼禧 西河君任元濬 知中樞府事成任 玄福君權攢議 爲人後者 以所後父母爲父母
而以所生父母爲伯叔父母 故旣稱睿宗爲皇考 而稱懷簡爲伯考 不可易也 今懷簡受帝命爲王 義當祔廟 而伯考之稱 在所當仍 豈可以
別廟則可稱 祔太廟則不可稱乎 古之以伯考祔廟者非一 況恭靖王在世宗時稱伯考 今稱伯考於祔廟 有何妨乎 … 或者以爲 恭靖王本
是伯考 所稱爲當 豈宜以親父祔廟而稱伯考乎 是不知祔廟者 所以尊崇所生之親也 稱伯考者 以繼統爲重 不可竝稱也 臣等以謂 祔廟
稱號 情義兼至 兩無所礙也.”
59)	공정왕의 축문 호칭은 세종 대에 ‘효질 사왕 신 모(某)-황백고(皇伯考) 공정온인순효(恭靖溫仁順孝) 대왕(大王)’으로 정하였다. [《세종
실록》 권9, 세종2년 9월 24일(기축). “禮曹啓 於恭靖王稱孝姪 嗣王 臣某 敢昭告于皇伯考 恭靖溫仁順孝 大王 … 從之”] 이것을 근거
로 공정왕 사례는 찬반 입장에서 각각 해석을 달리하였다. 찬성 입장에서는 세종이 정종을 백고라고 했기 때문에 회간왕을 부묘해서
황백고라 해도 된다는 전거로 삼았다. 반대 입장에서는 세종과 정종은 생물학적으로 조카-숙부의 관계였기 때문에 회간왕을 부묘하고
백고라 칭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본 논문은 세종과 공정왕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조카-큰아버지의 관계였다는 점, 공정왕은 제2대왕
이었다는 점, 그리고 태종과 세종이 생물학적 부자관계였다는 점에서 성종과 의경세자의 상황과 다른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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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안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의 구분, 즉 왕통
과 사친 혈통을 구분하여 그 이름에 맞는 제장의 구분이다. 둘째, 종묘 부묘시 예
종과 회간왕의 서열을 정하는 소목(昭穆) 위차의 문제이다. 셋째, 의경왕이 회간왕
으로 추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월산대군이 제사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대부(大夫)는 제후(諸侯)를 조묘(祖廟)에 제사할 수 없고, 임금을 신하의 집에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의례주체와 대상 신의
격과 질서 및 위상과 연관된 문제들이다. 축문 호칭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의 관계를 설정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위계질서를 의미하며, 이것을
표명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간대왕의 종묘부묘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축문 호칭, 즉 관계 설정이었던 것이다.
종묘 부묘에 대한 찬반 논의 3일 후, 대왕대비(정희왕후)가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 물음이 축문 호칭에 대한 것이었는데,
즉 ‘황백고’라 하면 부묘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과 ‘황백고’라 하면 부묘할 수 있다
고 한 각각의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60) 대신들의 답변은 앞선 논의의 반복이었다.
이틀 후, 성종은 예조에 회간대왕 부묘의 절차를 올리라고 전지(傳旨)를 내린
다.61)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성종은 천자가 시호를 주어 의경왕을 조선의 왕
으로 명하였으니 이제 월산대군이 아버지(考)로 삼는 것은 예(禮)가 아니라는 것이
다. 또한 계통(왕통)을 계승한 의(義)가 중하다 해도 한·당·송나라와 고려의 전례
를 보면, 끝내 낳아준 이를 높여 제사하는(崇奉)하는 예(禮)는 폐하지 않았고, 제사
하는(祔享)하는 제도와 방법이 달라도 높은 이(선왕)를 높이고 친한 이(사친)를 친히
60)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19일(을축). 나머지 네 개의 물음을 보면 ①회간은 세자였고 고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며, 본래 대종이었
다. 예종이 명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먼저 회간에게 신하의 예를 행했고, 회간은 예종의 적형(嫡兄)이니 예종의 위에 부묘하는 것이 문
제가 되는가? ②어떤 이는 별도로 사당을 세워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하는데 장차 몇 대(代)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③회
간을 부묘하면 공정왕을 조천하는 문제가 미안하지만 공정왕이 본래 불천(不遷)의 신주(主)로 차례가 되어 옮겼다면 어찌 통할 수가 없
겠는가? 이다. 이상 대왕대비의 물음은 종묘부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 단지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 선택을 위한 것이
었다.
61)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21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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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정의(情義)는 동일한 것이라 부연하였다. 계통(왕통)이 중하기 때문에 예
종을 ‘고’라 칭하고, 사친을 높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종묘에 부묘한다고 하였다.
호칭은 ‘백고’ 그대로 두는데, 이는 혐이(嫌貳)를 분별하기 위한 것, 즉 왕통을 위협
하거나 갈등사항을 만들 것이라는 의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회간
이 예종의 형(嫡兄)이었고 세자였을 때 예종은 대군(大君)이었기에 군신(君臣)의 분
수가 이미 정해졌으니, 회간을 예종의 위에 올리는 것이 친속의 서열을 지켜 정
의(情義)에 합한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 대왕대비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을 덧붙
였다.
성종의 전교에 발맞춰 정희 왕대비는 대신들의 회간왕 부묘문제를 정리하면
서 찬반이 반반인데 찬성 쪽을 따르겠다고 하고 부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왕대비의 논리는 회간왕을 부묘하면 ‘백(큰아버지)’이라 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정종의 경우 ‘백’이라고 부르고 종묘에 부묘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보지 못한다는 옛말은 후사로 들어간 어버이에 대한 정
의가 돈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말인데, 만약 예종을 버리고 회간왕을 어버이로
섬기면 의(義)를 어긴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회간은 왕위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면 목조·익조·도조·환조는 어떻게 종묘에 들어갈 수 있
었는지 반문하였고, 사친을 끊을 순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62)
여러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종의 강한 의지와 정희 왕대비의 결정에
힘입어 회간왕은 종묘에 부묘되기에 이른다. 1475년(성종6) 10월 9일, 회간왕의 묘
호(廟號)를 ‘덕종(德宗)’으로 올리고,63) 1476년(성종7) 1월 9일, 회간대왕의 신주를
종묘 장전(帳殿)에 안치하였다.64) 호칭은 성종이 예조에 전교한 대로 ‘황백고’ 그대

62)	《성종실록》 권59, 성종6년 9월 25일(신미).
63)	《성종실록》 권60, 성종6년 10월 9일(을유).
64)	《성종실록》 권63, 성종7년 1월 9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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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렸다. 한번 정해진 축문 호칭을 바꾸지 않음으로 이미 정해진 왕통의 의를 지
키고 생부에 대한 은혜의 정도 공식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한 것이다.65) 이로써 성종
의 생부는 조선 최초로 사후에 왕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부묘된 사친이 되었다.66)
한편, 의묘는 덕종의 종묘 부묘 후 ‘연은전(延恩殿)’으로 개칭되어67) 경복궁의
서북쪽 옛 세자궁터로 이전되었다. 연은전은 고명을 받고 왕의 격에 맞는 문소전
과 같은 원묘를 갖추기 위해 별도로 지은 것이었다. 문소전과 연은전은 공간만 달
랐을 뿐 동일한 원묘로 인식되었다. 성종 대 이후 왕대에도 문소전 의례가 있는 날
은 문소전에서 의례를 행하고 연은전으로 가서 동일하게 의례를 행하였다. 명종
대에 인종을 연은전에 합부하기도 하였다.68) 문소전이 왕통을 전제로 혈통을 중심
으로 한 조상신 계보가 봉안된 첫 원묘였다면, 연은전은 생전에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왕통을 벗어난 조상신 계보가 봉안된 첫 원묘로서 이후 사친을 봉안하는 사
당의 전례로 삼아졌다.69) 의경세자는 성종만의 사친이었지만 후대에 왕실 조상신
으로 확대되었다.70)
또한 의묘 의례의 축문 호칭은 이후 왕대에 부자관계가 아닌 호칭을 국가의례
65)	《성종실록》 권63, 성종7년 1월 5일(경술). 덕종을 부묘하게 되면서 공정대왕의 신위를 종묘 협실(夾室, 동익랑1)로 옮겼다. 덕종을 예종
의 위로 하여 제6실에, 예종을 제7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5묘제의 원칙을 따라 태조 1칸 1묘, 태종 2칸 2묘, 세종 3칸 3묘, 문종
4칸 4묘, 세조 5칸 4묘, 덕종 6칸 5묘, 예종 7칸 5묘였다.
66)	덕종 이외에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지만 후대에 왕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부묘된 왕은 네 분이다. 원종(元宗, 1580~1620)은 선조(宣
祖)의 서자이자 인조의 생부 정원군(定遠君)으로 인조 10년(1632)에묘호를 받았다. 진종(眞宗, 1719~1728)은 영조의 맏아들이자 정조
의 이복형 경의대군(敬義大君)으로 정조대에 묘호를 받았다. 문조(文祖, 1809~1830)는 헌종의 생부 효명세자로 헌종 원년(1834) 왕으
로 추존되어 ‘익종(翼宗)’의 묘호를 받았고 고종이 ‘문조’로 추존하였다. 장조(莊祖, 1735~1762)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로 고종 36년
(1899)에 묘호를 받았다. 왕위에 올랐지만 끝내 묘호를 받지 못하고 종묘에서 제외된 왕들도 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된 임금으로
묘호가 없으며 종묘에 봉안되지 못함으로써 왕실 조상신이 되지 못했다.
67)	《성종실록》 권60, 성종6년 10월 14일(경인).
68)	《명종실록》 권5, 명종2년 5월 22일(임신).
69)	연산군은 생모 폐비 윤씨의 사당 효사묘(孝思廟)를 연은전에 의거해서 만들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권23, 연산군 3년 5월 25일(병
인)] 광해군도 생모 공빈(恭嬪) 김씨의 사당 봉자전(奉慈殿)을 만들고 제사의 규례를 의묘 의례에 의거해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사친 사
당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일찍 졸한 세자의 사당을 공식적인 의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묘 의례는 전례로 삼아졌다.
70)	덕종의 신주는 광해군 2년(1610년) 선조(宣祖)를 부묘하면서 영녕전 동협실 제8실로, 예종의 신주는 동협실 제9실로 체천(遞遷)되어,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와 정조대의 《춘관통고》에는 영녕전에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 두 사전에 의하면, 덕종의 신위는 영녕전 제8
실이며, 현재도 변함없이 덕종의 신위는 영녕전 제8실이며 축문 호칭은 ‘국왕(國王) 신 휘-덕종 회간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德宗懷簡
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이다. 참고로 예종의 신주는 영녕전 제9실 서협에 있으며, 축문 호칭은 “사왕 신 휘-예종양도흠문성무의인소
효대왕(睿宗襄悼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이다.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왕의 호칭이 덕종의 것과 다르다.(《춘관통고》 권8 〈吉禮·宗
廟·祝板〉) 고종대 《대한예전》을 참고하면, ‘효현손(孝玄孫) 황제(皇帝) 휘(諱)-덕종 회간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德宗懷簡宣肅恭顯溫
文懿敬大王)’으로 달라져있다. 이것은 덕종만이 아니라 고종 대에 영녕전에 봉안한 모든 신위에 해당된다. (《大韓禮典序例》 권2 〈吉
禮·辨祀·宗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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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문에 올릴 수 있는 전례로 삼아졌다. 대표적으로 고종(高宗)은 덕종의 사례를
국조(國祖)의 고사(故事)라 하며 철종(哲宗)을 ‘황숙고(皇叔考, 작은 아버지)’라 칭하는
전거로 삼아.71) 고종과 철종의 축문 호칭은 ‘효종자(孝從子, 사촌 조카) 휘(諱)-황숙
고(皇叔考)’로 하였다.

Ⅴ. 결론
사친의례에 대한 일정한 법칙과 전례가 없었던 조선 초기, 의묘 의례에서 축
문 호칭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례(正禮)와 정례(情禮), 예(禮)와 정(情), 대통(大統)과
생륜(生倫)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드러낸다. 의묘 의례는 생물학적 보본반시를
근본으로 하고 정(情, 私情)을 명분으로 삼아 변례로 실천된 왕실 조상신 의례의 단
면을 보여주었다. 의묘 의례 생성 이후에는 정(情)을 명분으로 실천된 사친 의례가
왕실 조상신의 범주에 수용되어 왕통 중심의 종묘의례와는 또 다른 왕실 조상신의
범주를 생성시켰다. 이중적인 명분으로 생성된 왕실 조상신의 특징은 축문 호칭에
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의경세자가 ‘조상신’으로 봉안되기 위해서 의례 주체와 의례
대상의 관계가 축문에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의묘의
례축문 호칭에서 성종과 의경세자의 관계는 부자(子父)가 아닌 조카와 큰아버지의
관계로 설정되어 기존의 왕실 조상신 의례의 위계질서에 자리 잡음으로써 비로소
조상신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성종 대에 국가의례의 대상신으로 봉안된 의경세자

71)	《고종실록》 권1, 고종 즉위년 12월 30일(임인).
	참고로 고종의 생부 흥성대원군의 계보는 영조 → 진종(사도세자) → 은신군 → 남연군[은신군의 양자,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6대손]
→ 흥성대원군 → 고종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고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축문 호칭에서 사도세자를 고조고, 정조를 증조고, 순조를 조
고, 문조를 고, 헌종을 형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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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왕대부터는 ‘왕실 조상신’으로서 지속적으로 제향되었다. 이것은 유교 조
상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여타 다른 유교의 신들이 봉안되는 조건과 구별되
는 지점이다.
본 논문은 성종 대의 의묘 의례와 축문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조상신
이념과 실천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다보니 조선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사
친의례와 왕실 조상신의 축문 호칭의 변화 과정을 다루지 못했다. 본 논문이 다루
지 못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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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최초로 국가의례 길례로 행해진 왕의 사친(私親) 의례였던 의
묘(懿廟) 의례 형성과정에서부터 이후 종묘에 부묘되기 전까지 축문(祝文) 호칭을 둘러
싼 주요 쟁점과 명분을 살펴보았다.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成宗)이
종묘 의례의 축문에 부자(父子) 관계로 설정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성종의 생부, 의
경세자[懿敬世子, 1438~1457, 덕종(德宗)으로 추증됨]를 아버지로 제사지낼 수 없었다.
의묘 의례의 축문 호칭은 성종과 의경세자를 조카(姪)와 큰아버지(伯考)의 관계로 설정
하였다. 대통(大統)이라는 기존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사친에 대한 정(情)도 온전하
게 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
의경세자를 의묘에서 종묘로 부묘하는 문제에서 주요 쟁점이자 최우선적인 해결과
제는 축문 호칭이었다. 축문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질서
를 정리해주는 위격을 의미하며 이것을 표명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
묘부묘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실제적인 문제는 축문 호칭의 관계설정이었다. 결과적
으로 의묘 의례에서처럼 조카와 큰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묘에 부묘되었다. 덕
종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부묘된 의경세자는 성종 개인의 사친으로서가 아니라 왕실 조
상신으로 이후 왕대에도 지속적으로 봉안되었다.
의묘 의례 형성과정에서 종묘부묘 전까지 축문 호칭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서 왕실
조상신의 이중적인 모델인 이념적인 왕실 조상신과 정서적인 왕실 조상신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의묘 의례는 유교 조상신 의례의 명분, 보본반시가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보본반시이자 정(情, 私情)의 명분이 수용되었다. 사친의례에 대한 명백한 법규가 없던
조선 초기에 형성된 의묘 의례와 부자(父子) 관계로 설정되지 않은 축문 호칭은 이후 왕
대에 조선 왕실의 전례로 삼아졌다. 성종 대 당시 생물학적 보본반시(報本反始)를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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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사친의례의 형성과 축문 호칭은 당시 조상신에 대한 관념과 실천 양상을 보여준
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여타의 유교의 신들과 다른 조상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사친의례, 축문, 독축, 의묘 의례, 왕실 조상신, 축문 호칭 관계, 생물학적 보본
반시(報本反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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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tual for King’s Biological Ancestor and The Written
Prayer of the Joseon Dynasty
Kwon, Yong L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will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national rituals(國家儀禮)of
the royal family ancestor worship of Yimyo ritual(懿廟儀禮), which is the
biological father's ritual of the first king and its the written prayer(祝文) during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ritten prayer, naming the king Seongjong(成宗) and his biological direct
father, Yi-Kyoung SeJa,(懿敬世子) through Yimyo ritual proceedings .Although
Yi-Kyoung SeJa was not belong to the king’s direct lineage, He was adopted
and officially declared as the legitimate inherit through the national rites.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built on the tenets of Confucian
ideology, accepted ancestor ritual and attempted to realize it through a legal
family system (宗法制度) which arranged for the worship of ancestors by the
oldest legitimate sons(嫡長子). According to this legal family system(宗法制度),
to endow the oldest legitimate son(嫡長子) with this duty was to not only a
measure to structure the practice of the family ancestor ritual, but also a core
institutional mechanism to keep up social and national order. To form an
ancestor lineage and practice ancestor ritual was, therefore, not only central
to the descent-focused patrilineal system, but also foundational for the
preservation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built on Confucian ideology.
So, he worshipped in Jongmyo(宗廟), The top priority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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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written prayer naming. Because king Seongjong and king
Yejong(睿宗) was already set up son and father in written prayer naming of
Jongmyo ritual. So, The relationship of written prayer naming was set up
nephew and his father's elder brother. The most essential intention of Yimyo
ritual is the expression of Jeong(情) to biological father. That is to say,
biological bobonbansi(報本反始). Yimyo ritual was preserved even after then
and accepted as proper ritual. It led to the inception of a new royal family
ancestor lineage and the relationship setting of written prayer naming.

Key Words: the king’s biological father ritual, written prayer, reading written
prayer, Yimyo ritual, royal family ancestors, relationship of written
prayer name, biological bobonb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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