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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비의 명칭과 명부

조선시대의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왕실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몇 단계로 구성되고 분리된다. 즉, 위로는 왕의 배우자
인 왕비와 세자의 배우자인 세자빈, 그리고 왕과 왕비의 소생들, 세자와 세자빈의 소생들, 그
리고 왕의 측실인 후궁과 그 소생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궁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궁 이하의 궁관(궁녀)이 그 뒤를 구성한다. 비빈을 취하는 목적이 ‘내치를 바
르게 하여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라는 당위론은 법적으로 왕이
후궁을 두도록 설정하고 있다.

1. 머리말

공주와 옹주는 왕과 왕비 또는 후궁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말한다. 공주는 적실인 왕
비에게 낳은 자식을 말하고, 옹주는 후궁의 소생을 각기 말한다. 아들인 경우 왕비의 소생을

조선시대의 왕비는 왕의 정실부인을 말하는데,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왕비, 중궁, 중전 등

대군, 후궁의 소생을 군이라 칭하는 것에 대비된 칭호이다. 그런데 공주와 옹주는 품계가 없

으로 불리어지다가 왕이 사망했을 때에는 ‘대비’로 호칭되는 조선의 여성 중에서 가장 존귀(

는 존재이다. 모든 관료들은 1품~9품의 품계를 갖고 있지만 왕과 왕비 및 그들의 자식인 대

尊貴)한 존재였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왕과 더불어 ‘지존’으로 받들여졌으며, 죽었을 때에 그

군, 군, 공주, 옹주 등은 품계를 넘어선 1품 위의 무품(無品)인 존귀한 존재들이었다.

녀의 무덤은 여타의 사람들과 달리 ‘능’으로 지칭되고 존중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공주와 옹주의 남편들은 국가에서 결혼과 동시에 1품이나 2품의 관직을 주고, 의

이러한 왕비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다. 책봉되기 이전에는 일반 사대부의 딸로

빈부라는 관청에 속하게 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1품관으로 오를 수가 있었다. 공주와 옹주들

살아왔지만 일단 왕비로 책봉된 뒤에는 이념상으로 왕과 등등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기 때

은 오빠나 남동생들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반하여 여자들

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더욱이 남편인 왕이 자기보다 먼저 사망하고 자식

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귀

인 세자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경우에는 조선 최고의 존엄의 대상이 되고, 그 명칭은 ‘대비’

염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성격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로 추숭되었으며, 만약에 새 왕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대비로서 수렴청정이라는 권한을 행
사하기도 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왕비가 혼인의 과정을 통하여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왕비의 명칭과 그 수하로 취급되는 명부(내명부, 외명부)

궁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왕과 세자빈 내외,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왕과 왕세자의
어린 자식들뿐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10세 내외에 결혼을 해서 궁 밖으로 옮겨 살림살이를
내게 되니 말 그대로 궁에는 왕과 세자밖에는 남자가 없었다. 이곳을 채운 것이 후궁 및 수많
은 궁녀들이었고, 또한 한편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환관들이었다.

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칭호들을 통하여 왕실의 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왕비 밑에는 명부(命婦)라고 부르는 여성 집단이 있었다. 명부는 부인으로 봉호(封號)를

두 번째로는 왕비의 책봉으로 그녀가 가지게 될 임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왕비를 산출한 가

받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궁궐 내에 거주하는 내명부와 궁 밖의 외명부로 구분된다. 내

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왕비가 왕보다 오래 살아 대비로서 수렴청

명부는 후궁(내관)과 궁인(궁관)들의 합칭이다. 내관은 왕의 후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여기

정을 할 경우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정희왕후, 문정왕후, 정순왕후 등의 사례를 검토해

에는 정 1품 빈(嬪)부터 종 4품의 숙원(淑媛)까지로 구분된다.(표 1 참조) 물론 후궁은 간택 후

보도록 하겠다.

궁과 승은 후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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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 후궁은 공식적인 간택절차를 통해 혼례를 치룬 후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가례색

<표 1> 『경국대전』의 내명부 품계표
왕궁(王宮)

정1품(正一品])

빈(嬪)

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숙종 후궁인 영빈 이씨, 장조의 원빈 홍씨, 수빈 박씨, 화빈 박씨 등이

종1품(從一品)

귀인(貴人)

그 예이며, 이들은 종 2품 숙의에서 시작하여 뒷날 1품까지 승진한다. 승은 후궁은 종 4품 숙

정2품(正二品])

소의(昭儀)

종2품(從二品)

숙의(淑儀)

정3품(正三品])

소용(昭容)

종3품(從三品)

숙용(淑容)

정4품(正四品])

소원(昭媛)

종4품(從四品)

숙원(淑媛)

정5품(正五品])

상궁(尙宮)
상의(尙儀)

종5품(從五品)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正六品])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從六品)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正七品])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종7품(從七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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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正八品])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從八品)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正九品])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從九品)

주변징(奏變徵)
주징(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세자궁(世子宮)

양제(良娣)

비고

을 설치하고, 금혼령을 발동하는 등 왕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뽑은 경우로 명문사대부의 여식

관품

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먹거나 공로가 있으면 최고 빈까지 승진한다. 예컨대 영조의 생모
내관(內官)

숙빈 최씨는 7세에 궁녀로 들어와 17세에 숙원이 책봉되었고, 18세에 숙의가 되었으며, 20세
에 다시 귀인으로 승진하였고, 24세에 숙빈으로 승급하여 최고의 빈까지 이르렀다.

양원(良媛)

궁관은 궁중에서 국왕 곁에 있으면서 왕과 왕비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여인으로 내직(內
승휘(承徽)

職) 혹은 궁관(宮官), 여관(女官) 등으로 지칭되는 사람이다. 임무와 직책에 따라 각종 명칭과
품계가 있는데 정5품 상궁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를 이른다.
이러한 내명부와 달리 외명부는 종친과 문부백관 등 남편의 관직에 따라 맡은 여인들의

소훈(昭訓)

관직체계상의 제도를 말한다. 왕실로는 부부인府夫人(왕비의 어머니, 정1품), 봉보부인奉保
夫人(왕의 유모, 종1품), 군주君主(세자의 적녀, 정2품), 현주縣主(세자의 서녀, 정3품) 등이 있

수윤(守閏)
수칙(守則)

고, 종친으로는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郡夫人(왕자 ·군의 처, 정1품, 후에 종1품이
됨), 현부인縣夫人(정·종2품) 등이 있다. 또한 문·무관으로는 정경부인(1품)과 정부인(2품), 숙
부인(정3품 당상관), 숙인(정·종 3품) 등이 있었다.

장찬(掌饌)
장정(掌正)

궁관(宮官)

3. 왕비의 책봉과 권한
장서(掌書)
장봉(掌縫)

왕비는 궁전의 위치에 따라 중궁(中宮), 중전(中殿), 내전(內殿) 등으로 호칭된다. 왕비로
책봉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젊은 나이에 세자의 짝이 되어 세자빈으로 있다가 시아
버지인 왕이 죽으면 세자와 함께 왕과 왕비로 책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지만 세자빈이 아니라 대군이나 군부인으로 있다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왕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후궁에서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궁에서 왕비가 된 경우는 성종의 폐비 윤
씨나 숙종의 폐비인 희빈 장씨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후궁으로 원자를 낳은 경우 정비로 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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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궁은 처음부터 첩이라며 중전

때로, 이 시기의 대비는 흔히 여주(女主, 여자군주)로 불릴 정도였다. 아마도 남성 중심 사회

으로 승격하는 것을 대신들이 대부분 반대하였다.

에서 대비의 수렴청정을 허용했던 것은 최소한 대비가 왕으로 즉위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간택의 과정은 전국의 8-20세 전후의 처녀들에게 먼저 금혼령을 실시하여 혼인을 금지하
고, 이후에 가례색을 설치하고 세자빈(왕비)을 뽑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는 간택의 조건으로

한편으로 대비가 왕실 최고의 어른으로 어린 왕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즉 세계, 부덕, 자색으로 뽑는데, 한곳에 모아 선발하지 않고 개별 처녀가를 선택하

수렴청정을 할 때 대비의 권한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몇몇 대신

여 선택된 자를 모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선출하였다. 선택된 왕비의 가문은 청주한씨, 여흥

을 불러 국가의 현안을 의논하는 인견(引見)이라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대비가 편전에 나가

민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의 명문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뽑힌 가문에는 왕비 부모를 봉작

발을 드리우고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는 형태이다. 이때 대비와

(부원군 및 부부인-정1품)하거나 읍호(邑號)를 승격하여 탄생지를 비롯한 연고지의 읍격을

왕, 신하의 위차가 정해진다. 처음에 수렴청정을 했던 정희왕후 때는 주로 인견의 형태를 취

상승시킨다.

하여 신하들을 불렀고, 반면에 편전에서 신하들과 만나는 과정은 두 번째의 수렴청정인 명종

이렇게 탄생된 왕비의 임무는 궁내의 일을 주관하고, 국왕을 내조하며, 위로는 종묘의 제

대의 문정왕후 이후에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사를 받들고, 윗 전(대비전 생존시)을 모시며, 아래로는 왕자, 왕손을 양육하여 대통을 잇는

이러한 수렴청정은 7차례의 사례가 있지만 이 중 정희왕후와 문정왕후, 정순왕후의 3차

일이었다. 한마디로 내외명부(內外命婦)를 통솔하고 왕실의 대통을 잇는 일 등을 맡은 것이

례가 특별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이 3 차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렴청정을 검토해

다.

보고자 한다.
이러한 왕비의 권한은 왕의 사후에도 이어져 대비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권한을 행

첫 번째는 세조비 정희왕후이다. 세조가 죽고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되었을 때 정희왕후는

사한다. 즉 국왕 사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왕의 나이가 어릴 경

대비가 되었는데, 이후 다시 예종이 사망하면서 다음 대 보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

우 수렴청정을 시행한다.

게 되었다. 이때 정희왕후는 제안대군(예종의 아들), 월산군, 자을산군(의경세자의 아들) 중
에 자을산군을 왕으로 선출하였다. 그때 자을산군은 13세의 나이로 자질이 뛰어났고, 거기에
장인이 훈구대신인 한명회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녀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훈구 대신들과
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 국사를 처리함에 있

4. 대비의 수렴청정

어 원상과 승지를 대동하였지만, 두대(豆大)라는 인물을 등용하여 서기로서의 역할을 맡겼
다. 두대는 문자에 밝아 정희왕후의 명령을 글로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전해주는 역할을 담

수렴청정은 대비가 발을 내리고[垂簾] 국가의 정무를 보는 행위[聽政]를 말한다. 이때 대

당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성종의 나이 20세에 청정을 그만두었다.

비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왕을 대신하여 국권을 장악하는데, 즉위한 왕이 나

두 번째는 문정왕후의 사례이다. 인종이 사망하고 친아들인 명종이 즉위하면서(12살) 문

이가 어리거나 혹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 시행되며, 이때 대비는 국왕이 정치권을

정왕후는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전처의 자식인 인종을 괄시하여 죽은 인

행사하는 전 영역에 걸쳐 권한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전체로 볼 때 수렴청정은 성종, 명종,

종의 국장을 제대로 치루지 않았고, 또한 을사사화를 일으켜 인종의 외척인 대윤을 대규모

선조, 순종, 헌종, 철종, 고종의 시대 등 총 7차례가 시행되었다. 수렴청정의 시기에는 철저하

숙청하였으며, 2년 뒤 양재역 벽서사건 이후 다시 대윤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였다. 이때 문정

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국정을 좌우하던

왕후는 봉은사의 주지인 보우를 등용하거나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켜 불교의 부흥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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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명종의 나이 20세에 수렴청정이 끝났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을 구
타하기까지 하였다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기술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정순왕후의 경우이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정조 사후 순조가 왕이 되자
증조모로서 수렴청정을 4년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조 시기에 나경원이라는 자가 세자의
난행과 비행을 고발하여 결국 영조가 세자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정순왕
후의 친아버지인 김한구가 나경원을 사주한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순왕후는 정조
가 왕위에 오르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나 정조의 사후 순조가 왕이 되면서 다시 수렴청정
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신유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도를 처단하였는데, 사실 이곳에 시파 및
종친들이 연관되어 있었고, 또 한편 정조대 대표적인 군사 시설인 장용영을 혁파하였다. 1803
년 수렴청정을 철회했으나 순조비인 순원왕후의 삼간택 건과 관련하여 자파가 탄압을 당하
게 되자 다시 수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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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비의 혼인과
출산문화

1. 군자의 좋은 짝, 요조숙녀(窈窕淑女)
2. 금혼령과 처녀단자, 그리고 삼간택
3. 별궁(別宮)생활과 육례(六禮)를 거쳐 왕비가 되다.
4. 왕비의 출산력(出産力)과 출산의 위험
5. 왕비의 아들기원
6. 태교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산실(産室) 장치들
7. 왕비의 출산을 돕는 임시 관청, 산실청(産室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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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임무였다. 『예기』 「혼의」의 기록대

조선시대 왕비의 혼인과 출산문화
김지영 _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로, 왕과 왕비의 “혼례는 장차 두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었다.
『시경』 「종사(螽斯)」에 나오는 시 한 수를 읊어보자.
메뚜기 날개짓에 螽斯羽
화합하여 모이니 詵詵兮
네 자손이 宜爾子孫

1. 군자의 좋은 짝, 요조숙녀(窈窕淑女)

번성하리로다 振振兮

조선의 왕이 배필인 왕비를 맞이하는 것은 인륜의 시초이고, 만화(萬化)의 근원이었다. 그

조선 왕실에서는 왕실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가리켜 ‘종사지경(螽斯之慶)’이라 하였

래서 이를 대례(大禮)라고 한다. 그렇다면 왕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양반가 여성들

다. 종사는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번에 아흔아홉개의 알을 낳는다고 한다.

가운데 어떤 여성을 예를 갖추어 왕비로 맞이하였을까?

고대인들은 메뚜기들이 떼지어 노는 모습을 보며 다산을 노래했던 것이다. 왕의 자녀가 많이

『시경』 「관저(關雎)」에 나오는 시 한 수에 그 단서가 있다.

태어나는 것은 곧 국가의 경사인 종사지경(宗社之慶)이기도 했다. 특히 왕비가 왕의 맏아들
인 원자(元子)를 낳으면 그 기쁨은 배가 되었다.

끼룩끼룩 우는 저구새 關關雎鳩

단종과 정순왕후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 왕비를 맞이한 조선 최초의 왕실 부부이다. 1454

하수의 모래섬에 있도다 在河之洲

년(단종 2) 1월 22일 단종이 정순왕후 송씨를 왕비로 책봉할 때 전달했던 옥책(玉冊)에도 ‘관

요조한 숙녀라야 窈窕淑女

저의 교화’와 ‘종사의 경사’가 왕실 가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새겨졌다.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君子好逑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니, 왕이 하늘을 본받아 반드시 원비를 세우는 것

이 시에 등장하는 요조숙녀와 군자는 중국 고대 주나라의 태사(太姒)와 문왕(文王)을 가
리킨다.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妊)과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는 조선 여성들의 롤 모델이었

은 종통(宗統)을 받들어 풍화(風化)를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서 큰 왕업
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덕을 서로 이루려면 마땅히 내조(內助)에 힘입어야 하겠으므
로, 이 때문에 널리 훌륭한 가문을 찾아 아름다운 덕을 구하였다. 아아, 그대 송씨는 성품이

다. 중국 한나라 사람 유향이 지은 『열녀전』에 등장하는 태임은 태교를 잘 한 여성인물로도

온유하고 덕이 유한(幽閑)한 데에 나타나 진실로 중궁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 나라의 국모로

유명하다. 문왕의 좋은 짝이었던 태사 또한 훌륭한 태교로 무왕을 낳았다. 무왕은 조선의 주

임하여야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사(使) 효령대군 이보(李補)·부사(副使) 정헌대부 호조판서 조

자성리학자들이 이상사회로 여겼던 주나라를 건설한 왕이다. 요조숙녀 태사를 배필로 맞이

혜(趙惠)를 보내어, 옥책과 보장(寶章)을 주어서 왕비로 삼노라. 아아! 몸을 합하여 같이 즐거

한 문왕처럼 조선의 왕들은 요조숙녀를 천상배필로 맞이하길 자나깨나 원했다.
묘선(妙選)을 통해 요조숙녀를 맞이한 왕은 왕비와 함께 종묘를 섬기고, 자신의 뒤를 이어
18

워하면서 종묘를 받들고 관저(關雎)의 교화와 종사(螽斯)의 경사가 모두 오늘부터 시작될 것
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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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가전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길례(吉禮)·가례(嘉禮)·군례(軍禮)·빈

성씨, 나이, 생년월일시, 현거주지, 본관, 사조(부, 조, 증조, 외조)의 직역과 이름을 적었다. 최

례(賓禮)·흉례(凶禮), 즉 다섯 종류의 의례[五禮]로 구성되어 있다. 『주례(周禮)』에 “이가례친

종적으로 왕에게 올라가는 간택 후보자 명단에 오른 처녀들은 초간택(20명 내외), 재간택(5

만민(以嘉禮親萬民)”이라 하였듯이, 오례 가운데 가례는 만민을 친히 하는 의례이다. 국왕과

명), 삼간택(3명)으로 진행되는 간택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최종 삼간택에 오른 세 명의 처자

신하의 만남인 조회, 유교적 성인식인 관례, 책봉례, 입학례 등 왕실과 국가의 경사스런 의례

가운데 왕의 배우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 가례에 속하였다. 그렇다면 ‘친만민(親萬民)’을 위한 다양한 가례의식 가운데 가장 경사스

금혼령은 국혼(國婚)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전국적인 금혼령을 내린 후 처

러운 의례는 무엇이었을까? 왕과 왕비의 혼례를 특별히 ‘가례(嘉禮)’라고 일컬었던 것을 보면

녀단자를 받는 기한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각 도의 원근에 따라 조금씩 시간적인 차이를 두

왕과 왕비의 혼례식을 으뜸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었다. 예를 들면, 숙종의 계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3월 6일을 기점으로 서울은 3월 10일, 경기
는 3월 13일, 중도(충청도와 강원도, 황해도)는 3월 20일, 원도(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
도)는 3월 25일이 마감기한으로 정해졌다.
금혼령을 내리고 처녀단자를 제출하도록 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가에서

2. 금혼령과 처녀단자, 그리고 삼간택

는 처녀단자의 제출을 꺼렸다. 1638년(인조 16) 인조의 가례 때에도 처녀가 있는 집에서 모두
핑계를 대며 단자를 제출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조는 이를 기강이 해이해지고, 민심

조선시대 왕은 어떤 상황에서 왕비를 새로 맞아들였을까? 첫째, 왕비가 갑자기 병으로 죽

이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었을 때 나이가 든 왕이 재혼하는 사례이다. 둘째, 갑자기 부왕이 죽게 되어 혼인도 하지 않

율곡 이이는 왕비후보의 조건으로 용모와 자태, 옷맵시가 아닌 그 부모가 어진가의

은 어린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 후 어린 어린 왕이 초혼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국상(國喪)

여부를 보아서 가법(家法)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위의(威儀)가 법도에 맞는가를

중에 치러지는 왕의 혼인은 대개 ‘왕과 왕비의 죽음’이라고하는 사회적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아서 여덕(女德)을 살피며 또한 대신에게 물어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뒤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

에 비로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삼간택을 거쳐 묘선에 뽑힌 왕비들은 명문가의

그렇다면 선왕이나 왕비의 국상 중에 왕은 언제부터 배우자를 들일 수 있었을까? 원칙적

딸이었다. 예를 들면, 양주 조씨, 여흥 민씨, 경주 김씨, 함종 어씨, 남양 홍씨 가문 출신

으로는 삼 년상의 기간이 끝나고 종묘에 돌아가신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부묘(祔廟)한 이후

이었다. 즉 과거에 왕비를 배출했던 가문이나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은 가문에서 왕비가

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을 보면 “만약 부모의 명에 의하거나 나이 마흔이 넘어도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아들이 없다면 1년 뒤에 다시 장가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며느리 인경왕후가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자 1년도 되기 전

조선 후기 국왕 재위시 혼인한 왕과 왕비의 혼인연령과 금혼대상의 연령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에 계비의 간택을 서둘렀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들 숙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종묘사직의 위기로 여긴 것이다.

1. 인조 44세, 장렬왕후 15세, 금혼대상연령 15~20세

조선시대 왕의 배우자인 왕비를 구하는 방식은 ‘간택(揀擇)’이었다. 중매혼이 일반적이었

2. 숙종 21세, 인현왕후 15세, 금혼대상연령 14~18세

던 조선사회의 배우자 선택방식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왕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3. 숙종 42세, 인원왕후 16세, 금혼대상연령 14~20세

에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간에 처녀단자를 받는다. 처녀단자에는 처녀들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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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친영장소이기도 했다.
4. 영조 66세, 정순왕후 15세, 금혼대상연령 16~20세
5. 헌종 11세, 효현왕후 10세, 금혼대상연령 9~13세
6. 헌종 18세, 효정왕후 14세, 금혼대상연령 13~17세
7. 철종 21세, 철인왕후 15세, 금혼대상연령 14세~18세
8. 고종 15세, 명성왕후 16세, 금혼대상연령 12세~17세

왕이 왕비를 들일 때에 왕의 연령은 별로 구애되지 않았다. 초혼인 11세 어린 왕은 10세
어린 신부를 맞이하였다. 왕이 재혼할 경우 66세의 노령에도 15세의 어린 왕비를 맞이하였
다. 왕의 재혼시 혼인연령이 초혼시보다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왕의 재혼시에도 왕비의 연령은 16세를 넘지 않았다.

비씨는 별궁에서 생활하는 동안 궁에서 파견된 상궁과 나인 및 내시들로 둘러싸여 그들
의 보호와 시중을 받았다. 비씨는 국모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해 상궁들로부터 궁중예법을
배웠다. 또 친정아버지로부터 교화서이자 수신서인 『소학』을 기본적으로 배웠다. 인현왕후
는 “간선되고 별궁에 있으면서 부원군(인현왕후의 부친인 민유중)에게 공손히 『소학』을 배웠
다.”고 했다. 혜경궁의 지문에도 “계해년에 영묘(영조)께서 장헌(사도세자)의 배필로 간택했
는데, 빈이 아홉 살로 삼간택에 뽑혔다. 영묘께서 익정공(혜경궁의 부친인 홍봉한)을 명하여
『소학』·『내훈』·『어제훈서』 등의 책을 별궁에서 가르치게 했는데, 빈이 한 번 들으면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셨다.”고 기록하였다.
1802년(순조 2)에 치러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 때부터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
圖)〉가 그려진 병풍을 특별히 제작하여 왕비가 신부수업중인 별궁(別宮)에 항상 배치해
두었다. 왕실로 새로 들어온 여성을 통해 왕실의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
러나 있다.

3. 별궁(別宮)생활과 육례(六禮)를 거쳐 왕비가 되다.

<곽분양행락도>는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실존인물인 곽자의(郭子儀, 697~781)의 영화롭고
다복한 생애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곽자의는 755년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고, 서북지방

(1) 별궁 생활

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여 분양왕에 봉해져 조선에서는 ‘곽분양’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

삼간택에서 낙점된 처녀는 책봉 전까지 ‘비씨(妃氏)’라고 칭했다. 비씨는 삼간택 후 자신

이다. 곽자의는 8남 7녀를 자녀로 두었고, 아들과 사위들이 모두 크게 출세하였으며, 손자와

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입궁하기까지 별궁에서 생활해야 했다. 인현왕후는 48일, 인원왕후는

증손자들을 일일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40일, 정순왕후는 12일, 효정왕후는 41일, 철인왕후는 34일, 명성왕후는 15일동안 별궁에 머

85세까지 장수하였으니 숙종, 정조와 같은 조선의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큼 다복의 상징

물렀다. 당시의 가례일정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다. 순조는 비씨의 별궁생활기간을 석 달이라

이 된 인물이다. 이 그림은 곽자의가 아들과 딸을 모두 합하여 15명의 자녀를 두었던 점을 강

고 했지만, 석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별궁에 머물기에는 현실적으로 번거로움이 컸던 것으

조하여 ‘곽자의팔자칠서도(郭子儀八子七胥圖)’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소설 <곽분양전>과

로 보인다. 별궁을 지키는 수호군과 담당관원만 분병조 당상과 낭청 2원, 분도총부 당상과 낭

함께 19세기 조선사회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유득공(1749~1807)의 『경도잡

청 2원, 가위장 2원, 부장 2원, 군사 40명으로 50여 명이 넘었다.

지(京都雜誌)』에도 한양의 양반가에서 혼례 때 꼭 사용하는 병풍으로 등장한다.

별궁은 어의동(於義洞) 본궁(本宮)을 주로 사용하였다. 어의동 본궁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
절 살았던 잠저(潛邸)였다. 인조가 장렬왕후와 가례를 올릴 때부터 고종이 명성왕후와 혼인

(2) 육례(六禮)의 의례공간

할 때 운현궁을 별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별궁으로 사용되었다. 즉 국왕이 왕비를 맞이하러

왕이 왕비를 들이는 의식[納妃儀]은 육례(六禮)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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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나씨와의 사이에서 6남 1녀를 자녀로 두었다. 1695년(숙종 21) 경종과 단의왕후의 가례
(1)납채(納采) : 비씨가에 정혼의 교서와 혼인의 예물을 보내는 의식

에서 부사를 맡은 인현왕후의 사촌오빠인 민진장은 부인 의령 남씨와의 사이에서 5남 3녀를

(2)납징(納徵) : 비씨가에 혼인의 징표를 보내는 의식

자녀로 두었다. 1702년(숙종 37) 숙종과 인원왕후의 가례에서 부사를 맡은 인경왕후 김씨의

(3)고기(告期) : 비씨가에 친영 날짜를 알리는 의식

친오빠 김진귀는 부인 한산 이씨와의 사이에서 8남 3녀를 자녀로 두었다. 자녀를 11명이나

(4)책비(冊妃) : 별궁에서 비씨를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둔 데다 그 가운데 아들이 여덟인 왕비의 오빠 김진귀는 조선사회에서 보기 드문 큰 복을 누

(5)친영(親迎) : 왕이 별궁으로 가서 왕비를 맞이해 오는 의식

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6)동뢰(同牢) : 왕과 왕비가 술과 음식을 나누는 의식

(3) 장엄하고 화려한 친영행렬
삼간택 후 비씨(妃氏)는 친영 전까지 별궁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가례를 위해 신부의
본가 또한 신부가 머무는 별궁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마련하여 별궁과 별도로 비씨가(妃
氏家) 또는 비씨제(妃氏第)라고 하였다. 인조와 장렬왕후 가례 때에는 어의동 별궁 남쪽 담장
밖 고판서 박정현의 집을 임시 비씨가로 정하여 의례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비씨의 부모가 가례를 위해 임시로 머무는 비씨가에서는 수납채(受納采)-수납징(受納
徵)-수고기(受告期)의 의식이 행해진다. 비씨가 머무는 별궁에서는 수책비(受冊妃)와 친영(
親迎) 의식이 행해진다. 그리고 왕이 별궁에 있는 왕비를 친히 맞이하여 장엄한 친영행렬을
이루어 궁궐로 이동한 후 육례의 마지막 절차인 동뢰연(同牢宴)을 궁 안에서 치른다.
따라서 왕이 직접 왕비를 맞아 궁으로 오는 친영과 동뢰를 제외한 4가지 절차에는 모두
왕이 궁궐의 정전(대체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내린 교서와 예물을 비씨가와 비씨에게 전달
하는 집사관을 특별히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왕실 가례의 집사관을 맡게 되는 가례정사(嘉禮正使, 정1품)와 가례부사(嘉禮副使,
정2품)는 반드시 ‘복 많은[多福] 사람’을 선정하였다. 다복한 사람이 왕실의 혼례에 참여함으
로써 그가 누린 복이 신랑과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리라는 믿음이 작용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다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는 부부가 해
로(偕老)하고, 무병장수해야 하며, 아들을 많이 둔 사람을 ‘완전한 복을 누린 사람[完福之人]’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를 기록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 전하는 채색으로 된 친
영반차도(親迎班次圖)를 통해 왕비가 입궁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왕비의 행렬은 국왕의 친
영행렬 다음에 위치한다. 깃발을 든 포살수(砲殺手)와 말 탄 초관(哨官)으로 구성된 전사대가
앞장서고, 보마(寶馬)에 이어 왕비 책봉시 받은 교명과 옥책, 금보, 명복 등을 싣고 가는 요여
와 채여 행렬이 뒤따른다. 왕비의 신분을 표시해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채색한 가
마에 싣고 가며 그 사이에는 말 탄 집사(執事)와 내관(內官)이 따랐다. 그 다음으로 왕비를 상
징하는 50여 개의 의장기들이 펼쳐진다. 행렬 좌우에 백택기(白澤旗), 은장도(銀粧刀), 작선(
雀扇)과 봉선(鳳扇), 홍개(紅盖)와 청개(靑盖) 등이 배열된다. 의장 행렬 뒤에는 장마(仗馬)와
말 탄 내관과 금군이 따랐고, 고취(鼓吹)라고 하는 악대 행렬이 이어진다. 전악(典樂)을 선두
로 악공들이 북과 편종 등 각종 악기를 들고 따른다. 그 뒤로 홍양산을 선두로 말을 타거나 걸
어가는 나인 및 시녀들이 서고, 별감과 나장 등 시위 인원이 따랐다.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나인과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 지거(支擧)도 등장한다. 왕비 의장과 시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드디어 왕비를 태운 가마인 왕비연이 등장한다. 왕비가 탄 연은 별감이 앞선 가운데 내시와
말을 타고 너울을 쓴 시녀 및 의녀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내시와 승지가 따라갔다. 이어 사관
(史官), 병조와 도총부 및 가례도감의 관원과 동서반 관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제일 뒤
에는 말 탄 초관과 깃발을 든 포살수로 구성된 후사대가 따랐다.

이라고 일컬었다. 왕실 가례에서 정사와 부사를 맡은 다복한 사람들은 최고의 관료였고, 왕
실의 인척이었으며, 자녀의 수 또한 7명에서 11명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1681년(숙종 7)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에 정사를 맡은 영의정 김수항은 부인
24

(4) 동뢰연(同牢宴)
동뢰는 왕과 왕비가 한 몸, 즉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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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연이 치러지는 공간은 잔치라는 표현에 걸맞게 화려하게 장식된다. 동뢰연에 사용되는 다

에 비하여 초산연령이 가장 높은 왕비는 11세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20세에 첫 자녀를 출산

양한 의례용품 중 교배례(交拜禮)를 행하는 자리인 교배석(交拜席)과 합근례(合巹禮)를 행할

한 문조비 신정왕후이다.

때 마지막 세 번째 사용하는 술잔인 근배(巹杯)는 두 남녀가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극적
으로 표현해주는 상징물이다.

왕비의 출산터울은 1~3년 정도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대체로 20세 전후로 초산
을 시작하여 30대 초반에 단산(斷産)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고 노산의 사례가 보이지 않

숙종과 인현왕후의 동뢰의식은 창경궁 저승전에서 오후 3시경인 신시(申時)에 치러졌다.

는 것은 아니다. 세종비 소헌왕후가 40세에 아들 영응대군을, 중종비 문정왕후가 42세에 인

방의 중앙엔 “이성지합(二姓之合) 만복지원(萬福之源)”이라는 여덟 글자를 짜 넣은 교배석을

순공주를 출산하였고, 인조비 인열왕후가 4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인열왕후는 출산 후

펼쳐 놓는다. 그리고 교배석 바로 옆에 아들 낳기를 소망하며, 옥으로 만든 동자상인 향동자

갑자기 승하하였는데, 노산과 산후병이 죽음의 원인이었다. 노산과 같은 출산위험이 왕비가

(香童子)를 배치한다. 합근례에 사용되는 근배 또한 형체가 둥글고, 안과 밖에 점이 하나도 없

가임기 내내 출산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는 정결한 표주박을 각별히 선택해 꾸몄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왕비들의 출산력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숙종, 영조, 정조의
왕비들처럼, 불임인 왕비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인조 이후 왕실의 자손

(5) 왕비의 관례와 첫날 밤

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왕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 왕실

고종비인 명성왕후는 1866년 3월 21일 신시에 동뢰연을 치렀다. 동뢰는 부부가 한 몸이 되

가례에서 <곽분양행락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후기 지속적인 왕실 여성의

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절차이다. 따라서 왕부부의 실질적인 합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산력 감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16세 성숙한 여인이었으므로 10여 일이 지난 4월 3일 오시에 관례의식을

근대 의학이 발전한 지금이나 옛날이나 출산의 위험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아무도

치렀다. 그리고 그날 고종과 명성왕후는 비로소 초야(初夜)를 치를 수 있었다. 만약 왕비가 15

없었다. 그 만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을 낳는 여성은 존비와 상관없이 천하보

세 이전에 가례를 올리면, 15세가 되기를 기다렸다 왕비가 초경(初經)을 시작하고, 또 15세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

되었을 때 길일을 정하여 왕비의 관례의식을 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성인의 기준이 15세
였고 왕비가 임신이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다.

5. 왕비의 아들기원
4. 왕비의 출산력(出産力)과 출산의 위험

명성왕후는 고종과 1866년(고종 3) 3월 21일 가례를 올렸다. 그러나 신혼이던 1868년 윤4
월 10일 운현궁 희죽헌에서 고종이 총애하던 궁인 이씨가 먼저 서장자를 낳았다. 이 때 태어

조선 후기 왕실에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혼인을 일찍 하는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혼인연령이 낮은 데 비하여 왕비의 초산연령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난 고종의 아들은 완화군(完和君)으로 봉작되었다. 원자를 늦게 낳은 명성왕후는 후일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완화군을 총애하던 흥선대원군과 갈등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다. 대체로 20세 전후로 첫 자녀를 출산하였다. 초산연령이 가장 낮은 왕비는 10세에 세자빈

1871년 명성왕후가 스물 한 살 되던 해에 낳은 첫 아들은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대변

으로 간택되어 16세에 첫 자녀를 출산한 장조비 헌경왕후(혜경궁 홍씨)이다. 낮은 혼인연령

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일찍 죽었다. 2년 후 1873년에 태어난 공주도 돌이 되기 전에 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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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주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순종이었다. 명성

교와 사람의 품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사람은 부조(父祖)의 기(氣), 생

왕후는 아들을 낳는 데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장소에 궁 밖 출입이 좀 더 자유로

모의 기, 산수와 풍토의 기, 천시(天時)의 기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임신 3개월이 될 무렵부터

운 나이든 궁인들을 보내어 대신 기도하도록 하였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고종과 명성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4남 1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순종의 탄생
은 한양 도성 밖 영험한 장소에서 치성을 드리고 효험을 본 사례이다.

현명한 자녀를 얻기 위해 임신한 왕비들도 임신 3개월부터 태교에 힘썼다. 『열녀전』에 등
장하는 태임의 태교법은 조선시대 『동의보감』의 태교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별히 임신 중 음식에 대한 금기는 태아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난산과 유산의 위험,

“갑술년(1874) 2월 8일 신사날 묘시에 창덕궁 관물헌에서 탄생하셨다. 실제 태황제
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이 되던 해였다. 먼저 원자가 태어났으나 일찍 돌아가시니 나이
든 궁인들이 근심되어 영변에 있는 묘향산과 연안에 있는 남대지에 두루 기원을 드렸
다. 기원을 드리는 곳마다 모두 기이한 길조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에 과연 효험이
있었다.”(순종 행장)

아이의 신체상의 결함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였다. 임신 중 금기음식들은 실제
로 대부분 임신한 여성에게 해로운 것이었고, 약물의 경우에도 독성을 함유하고 있거나 약물
의 성질이 뜨겁거나 찬 것들이었다. 또한 자라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게 된다거나 토
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로 태어난다는 생각은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전통시대
유감주술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묘향산은 평안북도 영변군에 위치한 산이고, 남대지는 황해도 연백군에 있는 저수지로,

음식 금기와 함께 태살(胎殺)이 있는 방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했다. 태살은 월과 일에 따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져 와룡지(臥龍池)라고 한다. 한양도성 근처에는 선바위와 국사

라 태아에 해를 끼치는 기운이 일정한 장소에 깃들어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출

당이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산이 임박할수록 태살 방위에 대한 금기들이 맞물려서 임신한 여성이 더욱 근신하도록 하였
다. 태살을 피하지 않으면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을 주기 때문이다.
왕비가 출산을 할 때에도 산실 내 안전하게 출산하기에[安産] 좋은 방위에 맞춰 산자리를

6. 태교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산실(産室) 장치들

배치하였다. 산실 북쪽 벽에 붙이는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와 최생부(催生符), 차지법(借地
法)을 붙이는데, 모두 벽사(闢邪)의 의미로 붉은 주사를 사용하여 썼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과 소헌왕후의 맏딸로 태어난 정소공주(1412~1424)의 묘지명

을 보호해줄 주술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墓誌銘)에 태교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소헌왕후가 공주를 임신하였을 때 일찍

벽의 붉은 색과는 대조적으로 산자리는 흰색을 사용하여 양기를 북돋우도록 했다. 산자

부터 태교에 힘써서 공주가 덕도 있고 용모도 뛰어났다는 내용이다. 세조 또한 장모인 흥녕

리에 백마가죽이나 날다람쥐 가죽 등을 까는 것은 다산과 더불어 빠르고 안전한 출산을 기원

부대부인에게 올리는 전(奠)에서 장모의 태교로 덕 있는 정희왕후가 태어났고, 그녀를 자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 예정 달이 바뀌면, 그 달에 맞는 길방으

의 배필로 맞이하여 집과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자손들도 보전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

로 산실의 배치를 바꿨다.

든 것이 장모의 태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사람의 기품이 왜 다른가에 대한 선조의 질문에 유희춘(1513~1577)은 임신한 여성의 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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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후보양식

었다.
조선시대 왕비는 혼인 후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건, 기자 행위를 실천하며 어렵게 임신을

출산 후의 상황은 출산 전보다 더 위험하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산모와 신생

하건, 태아가 임신한 왕비의 자궁 속에서 열 달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여 왕비의 몸을 통하여

아를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문화적 조치들이 재빠르고 신중하게 취해진다. 산모의 건강상태

세상에 나오게 되기까지 조선사회가 임신한 여성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규칙과 금기사항들

와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잘 빨고, 대소변을 잘 보는지에 대한 세

을 지켜야 했다.

심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왕비의 출산과정을 기록한 산실청일기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후궁의 출산과
정을 기록한 『호산청일기』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전해오고 있다.

7. 왕비의 출산을 돕는 임시 관청, 산실청(産室廳)
1580년(선조 13) 11월 왕비와 후궁의 출산을 제도화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숙의 정씨가 졸하였다. 조종조에는 대궐의 법이 무척 엄하여 후궁이 잉태하면 궁궐 밖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의 산후음식을 살펴보자. 숙빈 최씨에게 화반곽
탕(和飯藿湯)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다. 화반곽탕은 산모가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방
식이다. 그 외에 밥과 생치 익힌 것, 홍합탕 등도 산후에 제공되었다.
산후에 변비증상이 있었던 최씨는 삼인죽을 먹기도 하였다. 삼인죽은 복숭아 씨앗, 해송
자 씨앗, 오얏 씨앗으로 만든 죽으로 산후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에서 분만하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씨와 정씨가 잇달아 산고병(産苦病)으로 죽자, 상

최씨는 출산 전에도 자주 흰밥에 미역국을 말아 뜨겁게 하여 먹었다. 이 음식이 산모의 원

이 치료를 잘못하여 그런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후궁이 잉태하면 대궐 안에

기를 돕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산 후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했

서 해산을 기다리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였다. 다만 날 음식과 찬 음식,
단단한 음식 등은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왕실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기구인 산실청과 호산청은 왕비와 후궁의 출산이 궁궐 안에

출산으로 기력을 소진한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삼칠일동안 산후보양식이 제공되었다.

서 함께 이뤄지게 되는 17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마련된 왕실의 출산제도이다. 따라서 왕비

1874년에 명성왕후가 순종을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삼칠일 동안 산후조리하며 어떤 음식

의 출산이 가까워지면, 왕비의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시 기구인 산실청이 왕실가족의 의료를

을 먹었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출산 후 삼칠일까지 제공된 주요 식재료를 적은

담당하는 내의원(內醫院) 안에 마련된다.

왕실 고문서인 〈갑술이월삼칠일갱반소용발기〉가 전하고 있어 왕비의 산후 식단을 살펴볼

산실청과 호산청의 설청시기는 각각 출산예정일 3개월 전과 1개월 전으로 구별하였다. 산

수 있다.

실의관의 경우 왕비의 출산을 도울 의료진에는 내의와 의약동참이 포함된다. 반면, 후궁의

쌀, 미역, 새우, 홍합, 참기름, 들기름 등 산후음식에 들어가는 주요 식재료들이 제공되었다.

출산 때에는 본청 의관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출산 후 7일째 행하는 권초제(捲草祭)

약방에서 특별히 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강고도리는 ‘건고도어(乾古刀魚)’의 한글표

의 제관인 권초관은 왕비의 출산에만 대신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이다. 왕비의 출산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산실청총규』의 규정에 따라 강고도어 30

런 법제화된 규정들은 실제 출산 시에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다.

개를 즉시 진상한 것이다. 강고도리는 출산 당일 약방, 즉 왕실 내의원에서 종이주머니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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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 소생(所生) 왕자들이 왕위 계승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고,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적

조선시대 후궁과 궁녀의 삶
이미선 _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 교수

어도 후궁들은 조선 중기까지 정비로 승격될 수 있었고, 때로는 국왕의 최측근에 있었기 때
문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후궁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간택후궁(揀擇後宮)과 비간택 후궁(非揀擇後宮),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는 궁궐 외부에서 양반 출신 여성으로서 왕비처럼
간택의 절차를 거쳐 가례를 치른 여성이고, 후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궁궐 내부에
서 궁녀로 있는 동안 국왕이나 세자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로 입

1. 들어가며

궁하여 지명된 여성들이다.

궁궐에는 최고 권력자로서의 국왕과 정실부인인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들, 후궁과 궁

의 존재는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후궁도 국왕의 사적인 첩만이 아닌 왕실 안에

녀 등이 살고 있다. 왕조국가에서 여성의 최고지위는 국왕과 세자의 배우자들이었다. 이들은

서 왕실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 또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되

당사자에게는 무한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왕실의 외척이 된 가문 역시 권력의 한 축을 형성

어야만 조선왕실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며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도정치 시기 외척가문의 영향력에 그에 따른 폐단

이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다만, 비간택 후궁은 궁인 출신이 국

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간택 후궁 또는 비간택 후궁 역시 왕실의 외척이 되어 정치 사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여성들이 존재하기에 궁녀의 삶 역시 함께 언급하겠다.

그동안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는 주목을 받아온 반면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후궁들

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정치적 향배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대개 후궁하면 총애, 암투, 여알 등 악녀의 이미지를 연상한다. 후궁에 대한 이러
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자들은 고려
왕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로 후궁의 존재와 그녀들과 연결된 외척세력의 득세를 강조하였
다. 실학자 이익도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왕의 덕이 손상되는 원인이 환관과 궁첩에 있
다고 보고, “환관은 독양(獨陽)이고 궁첩은 독음(獨陰)이니 어느 나라 말기든지 이들 무리가
많아졌다.”1)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렇듯 후궁의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후궁은 ‘여관(女官)’으로서 정1품~종4품의 관계(官階)가 부여되는 관
료체계 속의 공인(公人)이었으며, 대궐에서 생활하는 왕실 구성원이었다. 더구나 후궁은 왕

2. 후궁의 제도화된 지위와 삶
1) 후궁제의 기원
비빈제의 기원을 적고 있는 자료로 가장 오래된 것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이다. 그
런데 두 자료는 하(夏), 상(商)의 문헌에 비해 비빈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다. 『예기(禮
記)』「곡례(曲禮)」에서 “천자는 정후(正后) 이외에 부인(夫人)·세부(世婦)·처(妻)·첩(妾) 등을 둔
다.”고 하였고, 『예기』 「혼의」와 『주례』에도 “천자의 후(后)가 6궁(宮)을 세워서 3부인(夫人) 9
빈(嬪) 27세부(世婦) 81어처(御妻)를 둔다.”2)고 하였다. 정실부인 정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의 유고시에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비로 승격되었고, 후기에는 왕실에 적자가 없게 되자
1) 李瀷, 『星湖僿說』 권10, 「人事門」 <宦官宮妾>.

36

2) 『禮記』 上, 「曲禮」 下(李相玉譯, 明文堂, 2003, 159쪽); 『禮記』下, 「昏義」(李相玉譯, 明文堂, 2003, 1537쪽); 『周禮注疏』 권1,
「天官冢宰」(『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96, 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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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후궁이었다. 『예기』 「혼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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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5품에서 9품까지의 사(士)와 1품에서 4품까지의 대부(大夫)로 구분되었는데, 내명부의 조
직도 5품에서 9품에 이르는 궁녀와 1품에서 4품에 이르는 후궁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사와

천자의 왕후는 6궁(六宮), 3부인(三夫人), 9빈(九嬪), 27세부(二十七世婦), 81어처(八十一

대부가 합쳐진 사대부는 남자관료 즉 남관이었고, 후궁과 내명부는 여자관료 즉 여관이었다.

御妻)를 세워 천하의 내치(內治)를 들음으로써 부순(婦順)을 밝힌다. 그러므로 천하가 내화
(內和)하고 가정이 다스려진다.
천자는 6관(六官), 3공(三公), 9경(九卿), 81원사(八十一元士)를 세워 천하의 외치(外治)
를 들음으로써 남교(男敎)를 밝힌다. 그러므로 외화(外化)하고 나라가 다스려진다.

조선시대의 내명부 제도는 태조~태종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 세종대에 하나
의 체계를 갖춘 제도로 정비되었고, 후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경국대전』이후 내명부 제
도는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선 왕조 말기까지 크나큰 변동 없이 유지 되었다. 지금까지의 국왕의 여관

이처럼 『주례』와『예기』속에 등장하는 세부, 빈비, 어처 등의 명칭 또한 비교적 일치하여 주
대에 이미 비빈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주대 황후는 6궁의 우두머리로 궁궐 안에서의 지위

제도와 왕세자의 여관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국왕의 여관제도 개정안

는 천자와 같았다. 세 명의 부인은 3공과 지위가 같고, 구빈은 구경과 같으며, 세부는 대부와
같고 어처는 사와 같았다. 그래서『주례』에 의하면, 부인은 남편에게 아내의 예를 논하고, 9빈
(嬪)은 부학(婦學)의 법규를 관장하여 구어(九御)에게 부덕(婦德) 등을 가르쳐서 그 소속[비

賢儀

빈]을 거느리며 때때로 임금의 처소에 나아가 시중들게 하였다.
세부(世婦)는 제사, 빈객, 상기(喪紀)의 일을 관장하여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제기를 닦으
며 제사에 쓰는 기장을 담는 일을 하였는데,『후한서』에 의하면 부(婦)는 복(服)[복종하다]을

淑儀

贊德

順成

품계
1

2

3

4

뜻하는 것으로써, 27대부에 비교되었다. 여어(女御)의 경우 임금의 연침 모시는 것을 담당하
여 때마다 공사(功事)를 바쳤는데, 『후한서』에 어(御)가 임금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81원사에

1405년(태종 5) 女官

1397년(태조 6) 內官
명칭

인원
正

1

從

1

正

1

從

1

正

1

從

2

正

2

從

1

正

尙宮

2) 후궁 제도의 운영

尙官

함되어 있었다. 이를 “내직(內職)”(고려시대) 혹은 “내관(內官), 여관(女官)”(조선 초기)이라 불
리다가 『경국대전』이후에 “내명부(內命婦)”라고 하였다. 이것은 외명부(外命婦)에 대칭되었

正

家令

2

2

4
從

2

양반관료 즉 남관(男官)에 대응하는 존재로 인식된 결과이다. 조선시대 양반 관료 조직은 크

淑儀
昭容
淑容
昭媛

3

1

7

다. 여관은 조선시대 내명부의 후궁과 궁녀는 통칭하는 용어다. 이는 내명부의 후궁과 궁녀가

昭儀

3

3
從

貴人

內官

2

6

전통시대에 후궁으로 국왕을 모시거나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종의 관직 체계에 포

嬪

2

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正

1428년(세종 10)
구분 명칭

2

3
從

인원

淑媛

1

5

비교되었다. 이로써 본다면 중국에서 천자는 정후(正后)를 포함한 후궁의 인원수를 총 121명

명칭

품계
1

2

3

4

正

正

正

正

인원
無
無
1
1
1
1
1
1

『經國大典』
업무
掌佐妃論婦禮

掌贊導妃禮

掌修祭祀賓客之事

掌敍燕寢理絲枲 以歲獻功

尙宮

1

掌導引中宮 總司記典言

尙儀

1

掌禮儀起居 摠司賓典贊

尙服

1

掌供服用采章之數 摠司衣典飾

명칭
嬪
貴人
昭儀
淑儀
昭容
淑容
昭媛
淑媛

尙儀

淑儀

1명

1

掌供膳羞品齊 摠司膳典藥

贊德

1명

尙寢

1

掌燕見進御之次序 摠司設典燈

順德

2명

尙功

1

掌女功之程課 摠司製典綵

司儀

2명

宮正

1

掌戒令糾禁謫罰之事

司寢

1명

司記

1

掌宮內文簿出入

奉衣

2명

奉膳

2명

司賓

1

掌賓客朝見宴會賞賜

司衣

1

掌衣服首飾

1

掌制烹煎和

司設

1

掌幃帳茵席灑掃張設

司製

1

掌衣服裁縫

典言

1

掌宣傳啓稟

典贊

1

掌賓客朝見宴食贊相導前

典飾

1

掌膏沐巾櫛

典衣

宮官

司膳

典樂

6

7

正

正

正

2

3

4

正

嬪*

從

貴人

正

昭儀

從

淑儀

正

昭容

從

淑容

正

昭媛

從

淑媛

司給

38

2

8
從

2

1

2

3

4

尙服

正

職
從

尙記

掌方藥

典膳

掌燈燭

典設

典彩

1

掌縑帛絲枲

典製

典正

1

佐之

典言

典藥
典燈
典綵

正
從
正
終

**

尙功

正
6

尙正

從

尙記

典賓

1

從

從

尙寢
宮
人

6

尙正

1

正

尙食

尙寢

典燈

從

5

尙服

從

尙食

尙功

正

正
尙儀

5

典賓
正
7

正

典衣
典膳

7

典設
從

典製

從

典言
典贊

典飾
4

품계

尙宮

典贊
正

명칭

正

1명

5

1

구분

尙宮

賢儀

尙食

『大典會通』

품계

正

典飾
典藥

8

典燈
從

典彩

典正

典正

奏宮

奏宮

正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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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년(태종 5) 女官

1397년(태조 6) 內官
명칭

품계

인원

명칭

1428년(세종 10)

인원

구분 명칭

품계

인원

『經國大典』
업무

명칭

구분

典贊
正
司給

2

8
從

典藥

품계

典飾

일반적으로 후궁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정식후궁(간택후궁), 승은후궁(비간택후궁) 두 가

典彩
宮

典正

人

奏宮
正

奏商

8

典燈
從

典綵

正

典藥

8

典燈

2

명칭
典贊

正

典飾
4

3) 후궁유형에 따른 용어

『大典會通』

품계

奏角

職
**

從

典正

9

奏徵

奏商

正

奏羽
奏變宮

奏徵

從

奏羽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상기에 명시된 전자의 후궁과 후자의 후궁을 각
기 “정식후궁과 승은후궁”, “간택후궁과 비간택후궁” 그리고 이전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 尙宮以下係宮人職 『大典通編』

섞은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우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정식 후궁과 승은 후궁, 또는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은 서로

[표 2] 왕세자 여관제도 개정안
세종 12년 12월

세종 12년 윤12월

명칭

인원
2

正

3

良娣

正

4

良媛

6

正

5

承徽

10

구분

품계

명칭

인원

『經國大典』
업무

명칭

구분

명칭

품계

시 말해 ‘정식’ 또는 ‘간택’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승은’은 사람의 행위 문제이다.

2

良娣

無

良娣

從

2

良娣

從

2

內

正

3

良媛

無

良媛

從

3

良媛

從

3

官

正

4

承徽

無

承徽

從

4

承徽

從

4

正

5

昭訓

無

昭訓

從

5

昭訓

從

5

司閨

1

掌導引嬪 總掌正 掌書

守閨

司則

1

掌禮儀參見 總掌縫 掌藏

守則

從

6

司饌

1

掌進食先嘗 總掌食 掌醫

掌饌

掌正

1

掌文書出入 管籥 糾察 推罰

掌正

從

7

혜를 받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승은’은 왕의 총애를 입는다는 포괄적인 개

掌書

1

掌經籍 宣傳 敎學

掌書

掌縫

1

掌(栽)〔裁〕紉 織績

掌縫

從

8

념[범칭]이었다.

掌藏

1

掌財貨 縑綵

掌藏

掌食

1

掌膳羞 酒醴 燈燭 薪炭 器皿

掌食

從

9

6

宮
官
從

8

從

掌醫
총인원수

1

掌方藥,
13명 이상

*守閨

6

從

7

從

8

守則
掌饌
掌正
掌書
掌縫
掌藏

9

掌醫

보통 ‘승은(承恩)’이란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이라도 같이 하는 것, 또는 왕의 손이 닿은 것
을 의미한다. 즉 왕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보통 ‘승은’은 ‘은총을 받는다.’ 또는 ‘은혜를 입다.’
라는 뜻으로, 궁인과 왕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하가 임금에게 관직 등의 특별한 은

또한 승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국왕의 후궁이 될 수 있었다. 즉, 비간택 후궁은 권

掌食
從

18명

간 개념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범주도 달라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

『大典會通』

품계

正

從

총인원수

의 연구자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후궁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상에 있어서는

奏變宮

* 有敎命則無階 『大典會通』

품계

책봉된 여성들로 나뉘었다.
이와 같이 후궁이 되는 방법에 따라 후궁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데에는 대부분

9

奏變徵
從

선발〔간택〕 절차를 거쳐 예식을 치르고 선발된 여성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궁궐 내부
에서 궁녀로 있는 동안 국왕이나 세자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샛길로

奏宮

奏角

奏變徵

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는 궁궐 외부에서 양반 출신 여성으로서 왕비처럼 정식

掌醫
제한 없음

* 守閨以下係宮人職 『大典通編』

력자들의 추천 또는 진헌을 통해 후궁이 되거나, 왕실 어른의 후원으로 후궁이 되기도 했으
며, 잠저시절의 비첩들이 내명부 체제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후궁이 될 수 있었다. 이처
럼 승은 외에 추천, 후원 그리고 승봉에 의한 지위 변화에 따라 비간택 후궁이 되기도 했다.
즉 비간택 후궁의 유형에는 첫째 궁녀로 승은을 받은 여성, 둘째 첩의 신분에서 봉작된 여

이상 개국 이래로 후궁제도는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경국대전』내명부조에 제정되었다.

성, 셋째 권력자들에 의해 진헌(進獻)된 여성, 넷째 왕실 여성들의 후원 또는 추천된 여성 등

이로써 조선시대 후궁과 궁녀와 관계되는 내명부조는 사적인 관계에 있는 국왕 또는 왕세자

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비간택 후궁은 승은 후궁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 것이다. 이처럼 ‘

의 여성을 공적인 체계에 둔 것이다.

승은 후궁’은 다양한 경로의 여성을 충분히 포괄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간택 후궁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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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는 후궁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출산+봉작[宮人]은 궁관직에 머물러 있지만 왕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이 모두 비간택

부족한데서 기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궁들로, 후궁이 1505년(연산 11) 2월, 연산군의 전교 가운데 ‘숙원(淑容)·숙원(淑媛) 등도 그
작차(爵次)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부모가 살았으면 벼슬을 주고, (중략) 후궁(後宮)은 작질이

4) 후궁의 범주

없더라도 그 부모가 죽으면 역시 부의(賻儀)를 보내야 한다.’3)고 한 것을 보면, 무작후궁(無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하면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 국왕과 왕세자는 표면상 계

爵後宮)의 존재가 보인다. 작위후궁(爵位後宮)이 4품 이상의 내관에 봉작된 후궁이라면, 무

사(繼嗣)의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후궁을 두고 있지만, 비간택 후궁일 경우에는 간택 후궁에

작후궁(無爵後宮)은 추측컨대 상궁 이하를 포함한 관직을 수여받지 못한 궁인도 포함될 것

비해 왕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잠저시절의 비첩들이

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볼 때 비간택 후궁 가운데에는 공식적인 후궁의 작위를 받지 못한 여

내명부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고, 중기에는 승은 외에 후원자들의 추천 등 다른 방법으로 후

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궁이 된 여성들이 존재하였다. 이들 여성은 내관 또는 궁관직에 봉작되었다. 궁관은 내관과
함께 내명부에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후궁제도의 실제 운영 등의 사례들을 통해 후궁이 되는 조건 내지 기
준을 설정하였다. 후궁이 되는 범주는 내관(內官)에 봉작된 여성들은 물론 왕자녀 출산 여부

『대전회통』에 의하면 후궁은 국왕의 부실(副室)로 정1품 빈(嬪)에서 종4품 숙원 이상의 내

에 관계없이 승은을 입고 궁관에 봉작[宮人]된 여성들이다. 단 이 때 이들은 그 지위의 지속

관직을 말한다. 궁중에는 왕비 이외에 여성들이 많아 이들을 총괄하여 내명부라 말하지만 사

성 내지 왕과의 지속적 관계 또는 후왕과의 항구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실상 정5품 상궁 이하의 여성들은 품계에 명시된 직분에 따라 왕실 안에서 일하는 전문직 여

로써 본다면 후궁의 범주는 왕과의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내명부 즉, 후궁의 작

성으로 일정한 직분과 계급이 있는 까닭에 후궁의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위인 내관 또는 궁인의 품계인 궁관에 봉작된 여성들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할 때 그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후궁은 사적인 관계 보다는 공적인 관계를 우선시했음을 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조건 내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준점은 첫째는
內官 봉작 여부이고, 둘째는 승은+봉작[宮人] 유무이며, 셋째는 왕자녀 출산+봉작[宮人] 여

5) 통계로 보는 조선시대 후궁

부, 그리고 넷째는 승은+사회적 공인 여부[대우]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기준

조선시대 국왕은 태조에서 순종 대까지 즉위한 왕 27명과 추존된 덕종(德宗), 원종(元宗),

은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분이며, 이것에 따라 후궁들을 분류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후

진종(眞宗), 장조(莊祖), 익종(翼宗)을 합치면 모두 32명이다. 서른 두 명의 국왕의 후궁들의

궁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단 이 때 이들은 그 지위의 지속성 내지 왕과의 지속적 관계 또

인원수는 전체 175명 정도로 추산된다. 175명의 후궁 중에서 5명은 나중에 ‘왕비예비자’로서

는 후왕과의 항구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왕비의 지위에 올랐다. 추존된 왕을 제외하면 국왕 1명당 평균 6.07명의 후궁을 맞아들인 셈

첫째 내관 봉작은 내관직(정1품~종4품)에 봉작된 모든 여성을 말한다. 우선 간택 후궁은

이다. 여기에 추존왕후와 후궁 출신 왕후를 제외한 마흔 명의 왕후까지 합하면, 조선 왕들의

왕비나 세자빈과 마찬가지로 간택 절차를 거쳐 후궁이 된 여성들이다. 이들은 왕자녀의 유무

부인은 약 200명이 된다. 국왕 1명이 7.4명의 부인을 둔 셈이다. 한편 후궁이 모두 175명이었

에 관계없이 승은 전에 내명부[내관]의 관등체제 안에 편입되었다. 간택 후궁이 봉작을 받고

는데 왕비와 후궁의 비율은 1:4.4이다. 왕후 한 명당 후궁이 네 명 정도였던 셈이다.

난 이후에 승은을 입었던 데 비해 비간택 후궁은 승은을 받은 후에 내명부[내관]의 관등체제

전체 후궁 175명 중에서 39.0%(64명)은 태조~성종조의 후궁들이고, 39.6%(65명)은 연산군

안에 봉작되었다.
다음 승은+봉작[宮人]은 궁관직에 봉작되었으나 왕의 승은을 입은 여성을 말하고, 왕자녀
42

3) 『연산군일기』 권57, 연산 11년 2월 28일(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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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조의 후궁들이며, 18.29%(30명)는 영조 이후의 후궁들이다. 이는 후기로 갈수록 후궁들

신의 왕후가 탄생하는 최초의 순간이다. 그러나 그녀는 예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승하함으

의 수가 격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후궁이 후기의 후궁보다 훨씬 더 많았다. 조선 초

로써 왕비의 지위를 겨우 1년 정도 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

기에는 국왕 1명에게 6.4명의 후궁이 있었다면, 중기에는 6.5명, 그리고 후기에는 4명의 후궁
을 두었다. 초기의 왕이 후기의 왕보다 3.3명의 후궁을 더 맞이한 셈이다.

후궁 출신으로 왕후가 된 세 번째 여성은 성종의 후궁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廢妃)
윤씨(尹氏)다. 윤씨는 1467년(세조 13)에 혼인한 성종의 첫 번째 왕후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가 혼례를 치룬 지 5~6년이 지났는데도 원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1473년(성종 4) 3

* 왕후로 승격한 후궁

월 종2품 숙의에 책봉되어 후궁 반열에 올랐다. 병세가 위독했던 공혜왕후 한씨가 끝내 1474

조선시대 즉위한 스물일곱 명의 임금이 맞이한 왕비는 모두 37명이다. 성종, 중종, 숙종은

년(성종 5) 4월 15일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2년 뒤인 1476년(성종 7) 8월 왕비에 책봉되었

3명씩이고, 태조, 예종, 선조, 인조, 경종, 영조, 헌종은 각각 2명씩이며 나머지 17명의 국왕은

다. 그러나 후궁들 문제로 남편인 성종과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갈등을 빚고 성종의 용안에

1명씩의 왕비를 맞아들였다.

상처를 낸 처신이 원인이 되어 그녀는 3년 만인 1479년(성종 10) 왕비에서 폐위된 데 이어서

조선시대에 왕의 적처는 1명이었다. 정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명문 사대부가의 딸을

다시 3년 뒤인 1482년(성종 13) 8월에 사약을 받아 사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연산군 즉위

선발하여 궁궐에 들인다거나 왕자녀를 가진 여성이 있더라도 왕비가 되지 못했다. 2명 이상

후에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의 씨앗이 되어 훗날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갑자사화(甲子士

인 경우 첫 왕비[元妃]가 승하하였거나 폐비되었을 때에 국왕이 공석(空席)이 된 왕비의 지

禍)의 도화선이 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폐비 윤씨는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존되었으나 중

위를 계승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왕비를 조선시대에는 ‘계비(繼妃)’라고

종반정이후 연산군이 폐위되자 다시 삭탈되었다. 그녀의 삶은 비운 그 자체였다.

칭하였다. 예컨대,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개국 초의 특별한 사례였지만, 경처였다

폐비 윤씨에 이어 왕후가 된 여성은 성종의 세 번째 왕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

가 왕비로 책봉되었고, 숙종의 경우에도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는 인경왕후

氏)다. 후궁 출신들이 연달아 왕후가 된 것이다. 우의정 윤호(尹壕)의 딸로 1473년(성종 4)에

(仁敬王后) 김씨(金氏)가 죽게 되어 계비가 되었으며,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는 인현

12세의 나이로 폐비 윤씨와 함께 간택되었다가 폐비 윤씨 보다 3개월 뒤에 종2품 숙의가 되

왕후(仁顯王后) 승하 이후에 계비로 책봉되었다.

었다. 정현왕후 윤씨는 폐비 윤씨가 쫓겨난 이듬해인 1480년(성종 11) 11월 성종의 왕후가 되

175명의 후궁 중에서 왕비의 지위를 얻은 여성은 6명이었다. 왕비의 신분을 획득한 최초
의 여성은 문종의 잉첩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이다. 1431년(세

었다. 그는 폐비 윤씨의 전철을 밟지 않고 1530년(중종 25)까지 별탈 없이 살다가 경복궁에서
생을 마감했다.

종 13) 세자의 잉첩으로 뽑혀 종4품 승휘(承徽)에 올랐다가 1433년(세종 15) 양원(良媛)에 오

후궁 출신으로 왕후가 된 다섯 번째 여성은 중종의 두 번째 왕후인 장경왕후(章敬王后) 윤

른 권씨는 1437년(세종 19) 종부시 소윤 봉려(奉礪)의 딸 순빈(純嬪)이 부덕하여 폐빈이 되자

씨(尹氏)다. 중종의 조강지처인 신씨는 신수근(愼守勤)의 딸이라는 이유로 중종반정 직후에

세자빈이 되었다. 비록 1441년(세종 23) 그녀는 원손(元孫)(훗날 단종)을 출생하고 3일 뒤에

쫓겨났다. 왕후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계비를 먼저 간선하지 않고 1506년(중종 1) 홍경주(

죽었으므로 생전에 왕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잉첩출신이 정처인 세자빈이 되었다.

洪景舟), 나숙담(羅叔聃)의 딸과 함께 숙의가 되어 입궁한 윤씨는 이듬해인 1507년(중종 2) 왕

현덕왕후 권씨에 이어 후궁 출신으로 왕후가 된 여성은 예종의 두 번째 왕후인 안순왕후
(安順王后) 한씨(韓氏)였다. 1463년(세조 9) 윤7월 정5품 소훈에 책봉되어 후궁 반열에 오른

후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장경왕후 윤씨는 1515년(중종 10) 원자를 낳은 지 7일 만에 산후
가 좋지 못하여 병사했다. 이 여성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인종이다.

한씨는 왕세자 시절 예종의 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 한씨가 1461년(세조 7)에 병사하자 1468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자, 후궁을 계비로 승격시키지 않고 2년 후에 왕비를 새로 간택

년(예종 즉위) 예종 즉위 후에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조선 건국 69년 만에 생전 잉첩 출

하여 맞아들였다. 그가 곧 장경왕후의 7촌 조카뻘인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였다. 문정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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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은 대윤과 소윤의 정치적 대립을 반영한다. 중종 대에 권력을 잡은 파평 윤씨 가문은

朝五禮儀) 등 국가전례서에서 정한 육례의 절차로 거행되었다. 왕실의 일원인 후궁의 혼례는

장경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대윤과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윤으로 분열되었고, 이러한

그 위격이 왕비가 달랐다.

권력 투쟁의 와중에 인종이 단명하고 명종이 즉위하는 우여곡절이 발생하였다. 이후 조선 왕

왕비를 맞이하는 납비의(納妃儀)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명사

조에서는 정비가 죽으면 다시 간택과 가례 과정을 거쳐 계비를 책봉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봉영(命使奉迎), 동뢰(同牢),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 왕비수백관하(王妃受百官賀), 전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시키는 일은 중지되었다.

하회백관(殿下會百官), 왕비수내외명부조회(王妃受內外命婦朝會)로 이루어졌다. 반면 왕세

그리고 200여년이 지난 숙종 때인 1689년(숙종 15)에 희빈장씨(禧嬪 張氏)가 장경왕후 윤
씨에 이어 후궁의 지위에서 왕후가 되었다. 숙종은 아들(경종)을 낳자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자빈을 맞이하는 납빈의의 경우에는 대체로 납비의와 비슷하였으나, 명사봉영 대신 친영례
를 행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여기에서는 납비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녀를 왕비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 인현왕후

납채는 혼인을 청하는 의식으로, 장차 국구(國舅)가 될 집안에 왕비 또는 세자빈으로 결정

가 복위되자 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다가 7년 후 1701년(숙종 27) 10월에 사약을 받

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였다. 납징은 혼인이 성사된 뒤 징표로써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고 죽었다. 장희빈은 후궁 출신으로 왕후가 된 여섯 번째 여성이자 마지막 여성이다.

오늘날 함과 같은 성격을 띤다. 고기는 예물을 보낸 뒤 대궐에서 좋은 혼인날을 택하여 예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숙종은 장희빈이 죽기 전날인 1701년(숙종 27) 10월 7일 숙종은 “이제

왕비에게 알려주는 의식이다. 책비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오직 왕비의 혼례식에만 있

부터 나라의 법전을 명백하게 정하여 빈어(嬪御)가 후비(后妃)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게 하

는 절차였다. 왕비의 경우는 옥책을, 세자빈의 경우는 죽책을 내렸다. 아울러 책봉을 위해 교

라.”4)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후궁이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

명문, 책문(冊文; 왕비를 책봉하는 문서), 보수(寶綏; 왕비의 도장인 金寶와 도장끈인 綏), 명

다. 이는 후궁을 높여서 정비의 지위로 올리는 것이 정통을 어지럽히고 명분을 문란 시키는

복(命服; 왕비가 입을 옷)을 넣은 네 개의 함을 채여(彩輿; 채색된 가마)에 싣고 문무백관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첩을 올려 처로 삼지 말라.”는 『춘추』의 대의를 어기는 것이

병조(兵曹) 소속 군인들의 호위 속에 왕비에게 전달되었다. 친영은 국왕이 친히 별궁에 가서

되어 명분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예기』에도 “임금의 어머니라도 부인이 아

왕비를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오는 절차인데, 혼인식의 하이라이트다. 동뢰는 국왕이 궁궐로

니면 신하들은 복이 없다.”라고 한 것은 종통을 중하게 하고 명분을 엄하게 한 것이어서 후(

들어온 왕비와 함께 교배례(交拜禮)를 행한 뒤에 근배(巹杯; 술잔)를 사용하여 술과 음식을

后)가 둘이 되는 혐의와 근본을 둘로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먹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푸는 의식이다.

이로써 장희빈은 후궁 출신 왕후의 최후 사례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숙빈 최씨나 수빈(

후궁의 가례 절차는 왕비의 가례와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했지만 몇 가지 의식에는 전

綏嬪) 박씨(朴氏)와 같이 후궁이 낳은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더라도 왕비로 승격하지 못할 뿐

혀 달랐다. 우선 납비의에 ‘납징’ 대신 ‘납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왕자녀와 마찬가지로 고

만 아니라 사후에도 왕후로 추존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궁원(宮園)을 조성하여 왕후에 준하

기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책례의식에서도 납비의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책비의’

는 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가 없는 대신 ‘선교명의’(宣敎命儀)란 절차가 있었는데, 이때 사용되는 주요 상징물인 책문과
인수(印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후궁이 왕의 정실부인으로 행세할 수 없는 신분적 한계 때

6) 후궁 가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문이다. 일정한 혼례를 갖추지 않는 후궁은 왕과의 육체적 관계나 사랑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육례는 혼례의 여섯 가지 의식절차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왕비의 혼례는 {국조오례의}(國

왕비와 현격히 다른 왕의 주변 여성일 뿐이었다. 그래서 의식절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 후궁
을 맞이하는 의식은 납채·납폐·선교명의·조현대전(朝見大殿), 동뢰·익일조현(翌日朝見)으

4) 『숙종실록』권35, 숙종 27년 10월 7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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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동뢰연은 부부의 성혼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부부가 함께 음식을 맛보는 행위

궁녀는 궁궐 안의 여성이란 의미의 궁인으로 불렸고, 대궐 안의 사람이란 의미의 나인[內

와 합근례를 행했다는 면에서 왕비 가례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후궁의〈동뢰연배설도>

人]으로도 불렸으며, 궁중에서 근무하는 여성이란 의미의 궁중여관, 여관으로도 불렸다. 여

와 왕비의 <동뢰연도>는 왕과 후궁, 왕과 왕비의 자리 배치를 그린 부분이다. 교배석을 사이

관은 궁녀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이처럼 궁녀, 여관, 나인 등은 모두 궁궐 잡역에 동

에 두고 왕은 동쪽 자리에, 후궁은 서쪽 자리에서 마주보았다. 조선왕조는 유교적 이념체제

원되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호칭이었다.

로 상하(上下), 존비(尊卑), 귀천(貴賤)의 분별이 강조되는 예치국가였다. 따라서 왕실의 혼례
풍속에서는 신분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왕비와 후궁의 신분적 격차는 그 지위에 어

1) 궁녀의 선발자격

울리는 혼례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의 처첩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궁녀들은 왜, 어떻게 입궁했을까? 영조대 이후 非간택 후궁은 대부분 궁인 출신이었다. 이

있다.

시기 非간택 후궁의 신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궁인의 자격 조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과 왕비, 후궁, 대비, 세자, 세자빈 등은 각 처소에서 필요한 궁녀들을 거느렸다. 궁녀를
선발하고 충원하는 일은 각 처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선발 시 왕에게

3. 궁녀의 법적 지위와 일상 업무

보고를 해야 했다. 궁녀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1차 충성을 바쳤다. 즉, 왕비는 왕비의 궁녀들
을, 후궁은 후궁의 궁녀들을 뽑는데, 그들에게 충성할 궁녀들이어야 했다.

조선 전시대에 걸쳐 非간택 후궁의 신분은 대체로 궁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건국 초에는
잠저시절의 첩들을 내명부 체제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노비 출신과 과부 등 다양한 출신의 여

궁녀의 선출방법은 제도화하지 않않지만, 노비들을 대상으로 뽑았다. 우선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공천(公賤)」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들이 후궁이 되었다. 중기 이후에는 사대부가의 서녀 및 무관, 역관 등 중인 출신의 여성들
이 궁인이 된 후 승은 물론 추천, 후원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후궁이 되었다.
영조 이후 非간택 후궁은 모두 정식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 궁녀 출신들이 왕의 승은을 입
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전 시기의 非간택 후궁은 입궁 경로가 불확실하여 그 신분을 확
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조 이후 非간택 후궁은 후궁이 되기 전, 그들의 출신이 모두 궁인
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궁녀란 상궁과 시녀를 합쳐 부르는 칭호이다.5) 『경국대전』 내명부 체계에서 4품 이상은 국
왕의 후궁들을 가리키고 정5품 상궁 이하는 궁인직을 말한다. 궁인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5
품을 상한선으로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궁중 안 각 처소에 따라 또는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봉급을 지급받았다.

5)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2004,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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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는 단지 각사(各司)의 하전(下典)으로만 뽑아 들인다. 내비(內婢)는 뽑아 충원할 수 있
지만, 시비(寺婢)는 특교가 없으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가의 딸은 일절 거론하지 않
는다. 양인이나 시비를 추천하여 들이거나 혹 스스로 궁녀가 되어 들어오는 자는 장(杖) 60대
에, 도(徒) 1년에 처한다.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시녀나 별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6)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각사의 하전’은 여러 관서에 소속된 하급 실무자들을 말한다. 이들
은 이전(吏典), 사령(使令), 조예(皁隷) 등과 비슷한 지위로 인정되며 그 신분은 기본적으로
천인이다. 여기에서 내비는 내수사와 여러 궁방에 예속된 여종을 말하고, 시비는 중앙 관서
에 소속된 여종을 가리킨다. 이때 내수사 소속의 내비를 궁인에 충원하는 일은 큰 문제가 되

6) 『續大典』 권5, 「刑典」 <公賤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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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관청에 예속된 시비는 해당 기관에서 궁녀를 선발할 때마다 국왕의 허가를 특별
히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양인여성을 궁녀로 선발하는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오히
려 이를 어기면, 장 60대를 맞았고, 1년 동안 강제적으로 노역에 동원되었다.

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가는 궁녀로서 이들은 일종의 특채 궁녀라 할 수 있었다.
왕비, 대비나 후궁들은 궁녀가 필요할 때 환관에게 궁녀 선발을 요청하였다. 궁녀를 내수
사에서 뽑는다면 환관은 내수사의 여종 가운데서 선발하면 간단한 문제였지만, 중앙 관청에

「공천」조항은 영조 때까지 궁인 대상자가 내수사와 여러 관청의 여자종뿐만 아니라, 불법

소속된 여종을 대상으로 궁녀를 뽑으려면 먼저 환관이 필요한 궁녀 수를 승정원에 알린 뒤

적으로 양인 여성을 포함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 법조항이 이때에 이르러 개정

승정원에서 형조에 통지하고, 형조는 관할하는 공노비 중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승정원에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아래 인용문은 양

보고했다. 승정원이 이 사실을 환관에게 알리면 환관은 궁녀를 입궁시키고 그 사실을 해당

녀를 궁인으로 선발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궁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궁녀의 선발 방식을 차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해당 처소들은 대부분 궁녀들의

민진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들으니 여염(閭閻) 사이에서 궁인을 선발한 일이 있다고 하
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단지 내노비 중에서만 선발하고, 양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선조
(先朝)의 구례입니다. (중략)”
(임금) “선조에서 양녀를 선발하지 않은 것은 성덕의 일이다. 각기 제 부모가 고생하며
길렀는데 하루아침에 선발하여 깊은 궁중에 유폐(幽閉)시킨다면, 어찌 차마 할 수 없는 일
이 아니겠는가?7)

궁녀의 선발 조건은 중앙 정부의 관청에 소속된 공천, 여자종이었다. 궁녀 차출 대상은 천

친척으로 충원했는데 이는 서로간의 신뢰성 때문이었다. 모르는 아이를 뽑기보다는 자기 친
인척을 뽑아 들임으로써 대상자 집안에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고 추천자에게는 상대
적으로 부리기도 수월하게 했다. 순종의 지밀나인이었던 윤명헌 상궁과 고봉운 상궁의 증언
인 『여관제도연혁』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채 궁녀는 본방내인(本房內人)이라고 하
였는데, 친정에서 데려온 내인이란 뜻이었다.

3) 궁녀의 입궁 나이 및 담당 업무

인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궁녀를 천민이 아닌 양인에서 뽑는 관습은 후대까지 이어

궁녀들의 입궁 나이는 다양했다. 『여관제도연혁』에서 “지밀: 4~10살에 입궁, 침방: 6~7살

졌다. 양가의 딸을 뽑으려는 경향 때문에 조혼의 풍습이 나타났다. 세자빈, 왕비, 대비 등은

에 입궁, 수방: 6~7살에 입궁, 세수간: 12~13살에 입궁, 생과방: 12~13살에 입궁, 소주방:

대궐 밖에서 들어온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궁궐로 들어올 때 어려서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

12~13살에 입궁, 세답방: 12~13살에 입궁했다. 이들이 궁녀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생계를 위

나 몸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들을 본방나인이라 했다. 본방이란 원래 조선시대 왕비의

함이었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부모의 의지에 따라 입궁했다.

친정을 일컫는 용어이므로, 본방나인이란 왕비의 친정에서 데리고 온 나인이란 의미다.

궁녀는 대체로 10살 안팎에 입궁하였다. 입궁 후 약 15년은 정식 궁녀가 아닌 수습 궁녀로
서 직무습득에 주력하였다. 수습궁녀는 각시라고 불렀는데, 각시는 아내란 뜻이었다. 궁녀는

2) 궁녀의 입궁 경로

평생 혼인하지 않고 궁중에서 일만 했기에 궁녀가 되는 순간 궁중의 아내가 되었다는 뜻에서

궁녀의 선발 절차를 살펴보자. 궁녀는 입궁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국

각시라 하였다. 수습기간 후 각시는 정식 궁녀가 되어 내인(內人)이라고 불렀다. 정식으로 궁

가에서 공식적으로 선발하는 궁녀로서 이들은 일종의 공채 궁녀라 할 수 있었다. 둘째는 왕

궐 안의 여성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내인이 되고 30년 정도 지나면 원로 내인이 되는데, 이때

과 세자의 배우자들 즉 왕비, 후궁, 세자빈 등이 혼인할 때 친정에서 개인적으로 데리고 들어

는 상궁(尙宮)이라고 불렀다. 궁중을 관장한다는 의미의 상궁은 말 그대로 궁중생활문화의
주역이었다. 상궁은 종신직이었기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7) 『영조실록』 권5, 영조 1년 4월 29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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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소 별로 따로 생활하였다. 궁녀는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안살림과 규방문화를 담당하기

정도 영향력이 막강하다. 부제조상궁은 각 처소의 재물을 관리하는 상궁이며, 감찰상궁은 각

위해 많게는 100명에서 적게는 30명 정도가 각 처소 별로 따로 배치되었다.

처소의 궁녀들의 말과 행동을 감독하거나 감찰하는 상궁이다. 이 밖에 보모상궁은 왕자와 공

궁녀는 각 처소의 안살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밀(至密), 침방(針房), 수방(繡
房), 소주방(燒廚房), 생과방(生果房), 세수간(洗手間), 세답방(洗踏房), 퇴선간(退膳間) 등의

주의 육아를 맡았고, 시녀상궁은 지밀상궁을 모셨으며, 승은상궁은 임금의 승은을 입어 상궁
으로 봉해진 경우였다.

각방(各房)에 나뉘어 근무하였다. 지밀 궁녀는 왕이나 왕비 등의 지밀인 침실을 호위하는 임

상궁과 나인 외에 이른바, 방자, 취반비, 무수리, 수모, 파자 등이 있었다. 방자는 방을 청

무를 맡았다. 침방 궁녀는 각종 의복 제작, 수방 궁녀는 곤룡포의 흉배 등 각종 자수(刺繡) 제

소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하였고, 취반비는 음식을 장만하였으며, 무수리는 필요한 물을 공급

작, 소주방 궁녀는 수라 및 음식물 준비, 생과방 궁녀는 각종 과일 기타 간식 준비, 세수간 궁

했으며, 수모는 세숫물이나 목욕물을 담당하였고, 파자는 심부름 및 청소를 일임하였다. 이

녀는 목욕과 세숫물, 수건 등 담당, 세답방 궁녀는 각종 세탁물 담당 및 불 때기, 퇴선간 궁녀

들은 상궁과 나인 또는 각 처소에 소속된 하녀인 셈이다.

는 수라상을 물리고 처리, 설거지를 분담하였다. 이렇게 각 처소 별로 수많은 궁녀들이 배속
되었기에 각 처소 별로 궁녀조직이 형성되었다. 궁녀조직은 제조상궁(提調尙宮)이 통솔하였

5) 궁녀의 근무 상황과 보수

고, 그 아래로 부제조상궁, 감찰상궁(監察尙宮), 각방상궁(各房尙宮), 각방내인(各房內人), 각

궁녀들은 궁중 가사노동의 전문가였다. 조선시대 궁궐 안의 바느질, 자수, 음식, 아이 양육

방각시, 색장(色掌), 방자(房子) 등이 있었다. 부제조상궁은 제조상궁을 보좌하였고, 감찰상

등 궁중 생활문화를 전승 창조한 이들은 바로 궁녀였다. 궁녀의 근무 상황은 각 처소의 업무

궁은 각 처소 궁녀들의 비리와 풍기를 감찰하였다. 색장은 각 처소의 문안, 연락 등을 담당하

내용에 따라 달랐다. 하루에 당번과 비번으로 교대 근무하거나 세 번으로 나누어 근무했다. 궁

였으며 방자는 궁녀를 위해 방청소나 심부름을 하는 여성 즉 궁녀의 하녀였다.

녀들의 근무 조건은 보통 8시간 일하고 다음 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제였다. 또한 궁녀들의
근무 연한은 종신제였다. 노후에 근력이 없어지고 시력이 약해지면 일하기가 어려웠다.

4) 궁녀의 품계와 명칭
『경국대전』 이전 내명부조에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궁녀들에게 공적인 존
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내명부의 품계에 따른 직책의 명칭은 크게 상(尙), 전(典), 주(

궁녀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시대 궁녀의 보수는 월급제였다. 또한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옷값인 의전, 밥을 주는 선반, 매달 주는 봉급이란 의미인 삭료를 지급했다. 이
때 월급의 내용물은 쌀, 콩, 북어 등이었다.

奏)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대개 5품 6품의 직책을 가진 여관들을 통칭하여 상궁이라 하고 그

월급 항목은 공상과 방자로 나뉜다. 공상은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가운데 기본급으로

아래 7품 8품, 9품의 직책을 가진 여관들을 나인이라 한다. 각 직책의 명칭과 인원에 대한 규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온공상, 반공상, 반반공상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차등은 있으나 모든

정이 없으며, 전체 등급만 정하고 그 각각의 인원수도 규정하지 않았다.

상궁과 나인에게 지급되었다. 방자는 상궁과 나인들의 하녀인 방자를 쓸 수 있는 비용이다.

궁녀 조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즉 내명부의 품계를 받는 여관과 그렇지 못한 궁녀로 구
분된다. 좁은 의미에서 궁녀는 정5품 상궁부터 종9품까지 품계를 받은 계층을 의미하나 넓은

6) 그 밖의 이모저모

의미로 본다면 궁궐에서 궁중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왕 등의 시중을 들던 여성들의 총칭한다.

(1) 재산 증식

대표적인 궁녀라 할 수 있는 상궁(정5품)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제조상궁은 각 처소에

(2) 성욕 금지

서 궁녀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 한다. 후궁과 승은상궁을 제외한

(3) 신데렐라가 된 승은 궁녀

모든 궁녀들의 필두에 위치하는 상궁이다. 중전이나 대비와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가능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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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후궁은 왕비와 함께 국왕과 가장 친밀한 여성이다. 이러한 왕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늘날
까지 후궁을 국왕의 성적 대상자 또는 정권을 농단하는 여성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후
궁은 조선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정승에 비견되는 公人이었고 왕비와 함께 內治를 수행하는
왕실 여성 집단이었다.
따라서 왕실 문화의 관심에 발맞추어 왕실의 일원인 후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
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후궁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에 한 발짝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54

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참고문헌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일지사, 1987.
•신명호 외,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여성』, 글항아리, 2014.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원창애 외, 『숙의가례청등록-숙종 후궁 영빈 김씨의 혼례 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이미선, 「조선시대 後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미선,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혼례식 풍경을 담다-譯註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민속원, 2020.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2004.
•홍순민, 「조선시대 여성 의례와 궁녀」, 『역사비평』, 2005.

55

임혜련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외래교수

혜경궁 홍씨: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1. 사도세자와 국혼의 시행
2. 세자빈 혜빈의 역할
3. 임오화변과 이후 변화들
4. 정조대 혜경궁의 위상
5. 순조대 혜경궁과 풍산 홍씨의 역경
6. 혜경궁의 죽음, 그리고...

성북선잠박물관
2020년 선잠 아카데미

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1. 사도세자와 국혼의 시행

혜경궁 홍씨 :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임혜련 _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외래교수

혜경궁 홍씨는 1735년(영조 11) 6월 18일 한양 반송방 평동 외가에서 풍산 홍씨 홍봉한의
2녀로 태어났다. 선조의 부마 홍주원의 후손이었던 풍산 홍씨 가문은 혜경궁의 할아버지 홍
현보가 출생당시 이조참판이었으며, 큰할아버지 홍석보의 아들 홍상한이 예조판서를 역임
하는 등 관료 집안이었다.
혜경궁의 궁궐생활은 1743년(영조 19) 왕세자 사도세자의 세자빈으로 간택되면서 시작되
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가 사망한 후 영조가 42세에 영빈이씨와의 사이에서

혜경궁 홍씨는(惠慶宮洪氏 1735:영조11∼1815:순조15)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思悼世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세자는 태어난 지 1년이 갓 지난 1736년(영조 12) 왕세자로 책봉되었

子 1735:영조11∼1762:영조38)의 빈(嬪)이며, 조선 22대 정조(正祖)의 어머니이다. 풍산 홍씨

다. 그만큼 영조는 세자의 탄생을 기다렸고, 서둘러 국본으로 확정지었던 것이다. 세자가 9세

홍봉한(洪鳳漢)의 따님이며, 선조(宣祖)의 공주 정명공주(貞明公主)와 영안위 홍주원(永安尉

가 된 1743년(영조 19년) 2월 21일 세자의 가례(嘉禮)를 위한 세자빈 간택을 시작하였다. 이때

洪柱元)의 5대손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로는 드물게 81세로 장수하였고, 1744년(영조 20) 사도

세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9세에서 13세까지의 처자들이 금혼의 대상이 되었다. 간택을 위한

세자와 혼례를 치르며 입궐하여 70여년의 긴 세월을 궁궐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혜경궁의

간택 단자의 제출은 그해 8월 초순 경 마감되었다. 영조는 간택을 앞두고 세자의 뜻을 전하

궁궐생활은 편안하고 영예롭지만은 못하였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사망한 ‘임오

기도 하였다. 곧 세자가 용모를 취하지 않고 숙덕(淑德)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화변’이 발생하였고, 아버지 홍봉한을 비롯하여 친정의 가족들이 영조대부터 정조·순조대에

초간택에는 77명의 처자의 단자가 올라갔으며, 9월 28일에 진행되었다. 이후 10월 28일의 재

이르기까지 죄인이 되어 처벌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맏아들 의소세손이 두돌이 채 되지 않아

간택, 11월 13일에 치러진 삼간택에서 홍봉한의 따님 곧 혜경궁은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사도세자 사후에는 세손(후의 정조)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처

세자빈 간택이 진행되던 시기, 홍봉한은 31세로 성균관 유생이었으며, 아직 대과에 급제

하게 되었다. 이렇듯 파란만장한 삶과 함께 그녀의 지위도 부침을 거듭하였다. 사도세자의

하기 전이었다. 마침 간택령이 내려진 1743년(영조 19) 알성시를 치렀으나 낙방한 상황이었

세자빈(世子嬪)으로 궁궐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사도세자가 죽음 직전 폐세자가 되며 폐세자

다. 그런데 홍봉한은 가을 의릉 참봉에 제수되었고, 왕실과 국혼을 맺게 되었다. 영조의 뜻은

빈이 되었으며, 세자 사후에는 혜빈(惠嬪)의 칭호를 받았다. 아들 정조가 즉위하며 자궁(慈

간택 전부터 홍봉한에게 있었던 듯하다. 홍봉한은 성균관 재학 중이던 1735년(영조 11) 송시

宮)으로 존숭되며 혜경궁으로 칭호가 변경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 되었

열과 송준길의 문묘 배향을 상소한 바 있다. 영조는 홍봉한을 보고 “내가 오늘 크게 쓸 신하

다. 이러한 칭호와 지위의 변화는 그 명칭의 차이를 넘어 혜경궁 삶의 굴곡진 역경을 반영하

를 얻었으니 장의 홍아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여 홍봉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는 것이기도 하다. 혜경궁은 생애 말년 이러한 그녀의 삶과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저술한 『한

듯하다. 이러한 관심은 초간택부터 드러났다. 영조는 혜경궁을 과하게 칭찬하며 귀여워하셨

중록(閑中錄)』을 남겼다.

고, 정성왕후(貞聖王后) 역시 호감을 보였으며, 사도세자의 친모 영빈 이씨는 직접 간택에 참
여는 하지 않았지만 간택 전 혜경궁을 먼저 불러봤으며, 화평옹주와 함께 선물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 홍봉한도 다음날 혜경궁이 첫 번째 물망에 오른 듯하다며 근심하였다고
한다. 10월 28일의 재간택에서 영조는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뻐하였고, 정성왕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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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이씨, 그리고 옹주들도 기뻐하며 손을 잡아주었으며, 바로 귀가하지 않고 경춘전에서

어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다. 혜경궁은 별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궁인들의 가르침도 현

머물다 왔다. 이때 점심도 하사했으며, 궁녀들은 옷의 치수를 재기도 하였다. 이는 이미 혜경

명하게 익혔던 듯하다.

궁의 간택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삼간택에서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혜경궁이 별궁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궁궐에서는 세자의 가례 준비가 한창이었다. 의

영조가 세자빈을 홍봉한의 집안에서 결정한 것은 풍산 홍씨 가문의 명망과 당대의 정치

식을 위한 의주들이 정비되었고, 한달 여 후 가례가 진행 되었다. 영조 19년 12월 20일 납채(

적 상황 때문 이었다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혜경궁은 선조의 공주 정명공주와 영

納采)가 치러졌고, 26일에는 납징(納徵)이 시행되었다. 12월 29일에는 인정전에서 고기례(告

안위 홍주원의 5대손이었다. 정명공주는 선조의 유일한 공주였고, 홍주원과 함께 장수하며

期禮)가 시행되었으며, 해를 넘겨 영조 20년 1월 9일 드디어 세자빈으로 책봉(冊封)이 이루어

왕실의 존숭을 받았다. 영안위 홍주원의 현손이자 적장손인 홍상한이 간택 당시 관직에 있었

졌다. 11일에는 친영(親迎)이 시행되어 혜경궁은 어의동 별궁에서 나와 창덕궁 인정전에서

고, 영조 16년 사망했지만 혜경궁의 조부 홍현보는 예조판서까지 역임한 바 있다. 비록 홍봉

세자와 친영례를 시행하였다. 이어 12일에는 영조와 내전에 대한 조현례(朝見禮)가 시행되었

한은 대과 급제 전이었지만 이러한 가문의 명망은 혜경궁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하나의 요

다. 특히 이날은 영조가 영빈 이씨를 대동하고 홍봉한에게 선온(宣醞)을 내렸다. 1월 15일에

인이 되었다.

는 선원전(璿源殿)을 참배하였으며, 17일에는 묘현례(廟見禮)를 시행하였다. 이로서 혜경궁

다음으로 홍봉한의 집안에서 세자빈이 간택된 것은 간택이 치러진 영조 19년이라는 시기

은 세자빈으로 왕실 구성원이 되었으며, 긴 궁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다. 영조는 1741년(영조 17) ‘신유대훈’을 통해 결국 신임옥사에서 노
론의 뜻을 인정했고, 임인옥안을 소각하였다. 신임옥사는 영조에 대한 충이었다는 것이었다.
노론 의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 속에서 혜경궁이 노론 가문 출신이라는 것은 간택의 이
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조는 많은 자녀들의(주로 옹주) 국혼을 치를 때도 일정부분 탕평의

2. 세자빈 혜빈의 역할

논리를 따른 듯하다. 화순옹주의 부마 김한신은 노론 준론의 입장을 가진 김흥경의 아들이었
고, 화평옹주의 부마 박명원은 노론 완론계였다. 화협옹주는 노론 준론계 신만의 아들과 혼

가례를 치른 세자빈 혜경궁의 임무는 조선시대 여느 여성들과 같이 웃어른을 존경하고,

인을 하였고, 화완옹주는 소론 완론계 정우량의 아들과 혼인하였다. 옹주의 가례가 세자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후사를 낳는 것이었다. 혜경궁이 궁궐에서 해야 할 임무는 곧 왕위계

가례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효장세자빈을 소론으로 탕평에 적극적이

승자 세자를 내조하고, 왕실 어른들께 효를 다하고, 왕실을 화목하게 하며 후사를 낳고, 투기

었던 조문명의 딸로 간택한 것은 이들을 적극 등용하여 탕평을 추진하려는 당대의 정치적 상

하지 않을 것이 세자빈이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혜경궁은 세자빈 역할에 충실하였다.

황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노론의 의리가 인정된 이후이고, 앞서 소론 가문에서 세자빈을 간

혜경궁이 궁중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왕실에는 가족이 많았다. 당시 왕실에는 내전에 대

택하였던 만큼 노론 가문의 혜경궁은 당대 상황이나 영조의 옹주들 가례의 경향을 볼 때 어

왕대비 인원왕후, 왕비 정성왕후가 있었다. 여기에 영조의 후궁으로 영빈 이씨, 귀인 조씨가

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있었으며, 후에 숙의 문씨도 후궁이 되었다. 혜경궁은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에게는 5일에 한

세자빈 삼간택을 치른 혜경궁은 이후 어의동 별궁으로 향하였다. 영조는 별궁으로 향하

번씩 문안을 드렸고, 영빈 이씨에게는 3일에 한번, 때로는 매일 찾아뵈었다. 영빈 이씨는 사

는 세자빈에게 『소학(小學)』을 보낼 테니 공부를 하고 입궁하도록 하였다. 별궁에는 함께 나

도세자를 아들이지만 극진히 대접하였고, 혜경궁에게도 같이 대접하였다. 혜경궁은 이것이

온 보모 최상궁을 비롯한 궁인들이 가례 때 까지 필요한 궁중 법도등을 가르쳤다. 홍봉한은

황송하면서도 세자의 사친이므로 극진히 모셨던 것 같다. 혜경궁은 웃전의 사랑을 크게 받았

매일 별궁에서 혜경궁에게 『소학』을 가르쳤고, 영조는 『어제훈서(御製訓書)』를 추후에 보내

는데, 특히 정성왕후는 같은 노론으로 혜경궁의 간택도 기뻐하고, 홍봉한이 과거에 합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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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에서 지내며 더욱 그 간극이 커져갔다. 정조는 10세가 된 1761년(영조 37) 관례(冠禮)를 행

혜경궁은 손위 동서인 현빈과 각별한 우애를 나누었다. 현빈은 이미 사망한 효장세자의

하고 입학례(入學禮)를 치렀다. 그러나 이때 사도세자는 관례와 입학례에 참석하지 못하였

빈이었다.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정숙했던 현빈의 몸가짐과 그 가르침을 받으며 돈독한 사

고, 혜경궁도 역시 가보지 못하였다. 그해 겨울 세손빈(世孫嬪) 간택이 시작되었다. 간택 전

이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혜경궁에게는 시누이들이 여러 명 있었다. 손윗 시누이로 정빈 이

홍봉한은 청풍 김문 김시묵(金時黙)의 딸을 보고 그 자질을 사도세자에게 알렸으며, 세자도

씨 소생의 화순옹주, 영빈 이씨 소생의 화평옹주와 화협옹주가 있었고, 손아래 시누이는 역

세자빈이 김시묵의 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세자와 혜경궁은 간택에 참석하지 못

시 영빈 이씨 소생의 화완옹주와 귀인 조씨 소생의 화유옹주가 있었다. 혜경궁이 입궐하였을

하였고, 당시 영조가 윤득양(尹得養)의 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소식에 세자는 답답한

당시 여러 시누이들과 사도세자의 관계는 화목하였다. 세자는 화순옹주가 어머니와 일찍 헤

지경이었다. 그러다 삼간택에는 부모가 참석해야 하므로 세자와 혜경궁은 간택에 참여할 수

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고 큰 누님으로 공경하였고, 세자를 귀하게 존중하였던 화평옹주를 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세자는 지위에 맞지 않은 관자(貫子)를 하고 갔다가, 영조가 노하여 삼

꼈다. 상대적으로 영조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화협옹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

간택을 보지 말고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결국 세자빈은 김시묵의 딸로 결정되었고, 별궁으

는데, 세자의 뜻을 혜경궁은 잘 헤아려 손위 시누이들과 우애 깊게 지냈다. 손아래 시누이였

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세손빈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혜경궁은 세자와 함께 1762년(영조 38)

던 화협옹주와 화완옹주는 혜경궁이 입궐하였을 때 어린 아이였다. 혜경궁은 어린 옹주들과

세손의 가례에 참석하여 초례(醮禮)와 조현례(朝見禮)에 참석하여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

놀아주고 싶었으나 영빈 이씨가 대궐에 도리를 차려야 하므로 옹주와 같이 놀지 말라고 가르

은 누릴 수 있었다.

침을 주었다. 그러나 혜경궁은 자신의 동생 홍낙신과 홍낙임이 다섯 살, 세 살이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와 가례를 치르고 세자빈으로 시작한 혜경궁의 궁궐생활은 여느 왕실 며느리, 조

옹주들을 자신의 동생처럼 귀엽게 여겼다. 이토록 혜경궁은 웃전들을 잘 모시고 왕실의 가족

선시대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혜경궁은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영

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세자빈의 도리를 다하였다.

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이미 싹트고 있었던 만큼 마냥 기쁘고 영화로운 생활만은 아니었다.

혜경궁은 사도세자와 동갑이었는데, 이들이 15세가 된 1749년(영조 25) 1월 27일에 합례(
合禮)를 하였다. 혜경궁은 이듬해 1750년(영조 26) 8월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바로 의소세손
이었다. 원손 탄생을 기대하였던 영조는 1751년(영조 27) 4월에 원손을 세손으로 책봉할 것
을 명하였고, 5월 13일 책봉 의식을 시행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았으며, 이를 종묘에 고묘하였

3. 임오화변과 이후 변화들

다. 그러나 의소세손은 1752년(영조 28) 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의소세손을 잃었지만 그해
9월 다시 원손을 낳았다. 바로 정조(正祖)가 태어난 것이었다. 영조도 국본이 다시 이어진 것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즈음부터 심화된 영조와 세자사이의 갈등은 그 정도가 점점

을 매우 기뻐하며, 바로 원손으로 칭하고 종묘에 고묘하였다. 이토록 혜경궁은 의소세손이

심해졌다. 이는 결국 ‘임오화변’이라는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을 낳았고, 혜경궁의 지위와 삶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정조를 출산하여 세자빈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손을 낳아

은 이날 이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영조는 나경언의 고변 이후 세자를 폐하기로 결심하고,

그 도리를 다하였다.

결국 1762년(영조 38) 윤5월 13일 사도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자결을 명하였다.

그러나 혜경궁과 사도세자가 합례하던 날부터 세자는 대리청정을 명받았고, 대리청정을

이때 세손은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결정

하며 영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여기에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의 병증’이 나타나고 심하

한데는 생모 영빈 이씨의 아룀도 영향을 미쳤다. 영빈은 사도세자의 병이 개선의 여지가 없

여 져서 부자간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다. 여기에 영조는 경희궁에, 세자와 혜경궁은 창덕

으므로 종사를 위해 폐세자(廢世子)를 청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세자는 뒤주에 들어가라는

62

63

성북선잠박물관
2020년 선잠 아카데미

영조의 명을 따랐고, 윤 5월 21일 사망하였다.

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그러나 혜경궁에게는 아들을 빼앗는 조처였고, 혜경궁의 지위가 더 이상 변화할 희망을

세자가 폐서인 되자 혜경궁도 폐세자빈이 되었다. 혜경궁은 세자가 뒤주로 들어가자 폐

사라지게 한 처분이었다. 세손이 즉위를 하면 효장세자를 계승하는 것으로 영조가 유시했기

위된 죄인의 처자로 대궐에 있기 황송하고, 울부짖다 쫒겨난 세손을 그대로 두면 죄가 더 무

때문에 효장세자에 대한 추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1751년(영조 27) 사망한 효장

거워질까 두렵다며 친정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세손을 보존해 줄 것을 부탁하

세자빈 현빈은 사후 이지만 왕비로 역시 추숭이 되는 것이다. 반면 혜경궁은 종통상 아들과

였다. 영조는 혜경궁과 세손, 그리고 여러 왕손들을 홍봉한의 집으로 보낼 것을 명하였다. 친

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손이 즉위한 후 사도세자를 추숭할 명분이 없으므로 혜경궁은

정에서 슬픔 속에 있던 혜경궁은 사도세자의 훙서(薨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도세자가 사

왕대비로 지위가 상승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세손이 즉위하고, 사도세자가 추숭이

망하자 영조는 세자의 호를 회복하여 시호를 ‘사도(思悼)’라고 하였고, 세자빈을 효장세자빈

되면 국구(國舅)가 될 수 있었던 홍봉한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갑신처분’으로 결국 혜경궁

의 선례를 따라 혜빈(惠嬪)의 호를 내렸다. 다행히 폐서인의 신분은 면하였지만, 이제 혜경궁

은 사도세자의 후사를 잃게 된 것이었기에 그 충격이 임오화변때보다 더 컸던 듯하다.

은 세자의 미망인이 되었고 혜빈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편 세손의 종통이 변경되자 그 지위가 변화한 또 한명은 홍봉한이었다. 홍봉한은 동궁

혜빈은 자결을 하려 하였으나 세손을 위해 그 뜻을 내려놓았다. 영조는 홍봉한에게 세손

의 외조부이기는 하나 이제 종통상 그 관계가 상당히 희석되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임오화

을 보호할 것을 당부하였고,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의 국장 전 혜빈을 만나 세손을 위해 몸을

변’이후부터 있어왔던 홍봉한에 대한 공척은 더욱 심화되었다. 영조 후반기 홍봉한의 죄로

버리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영조는 세손을 동궁(東宮)으로 칭하도록 하고 왕위계승자로 확

지목되었던 것은 첫째, 임오화변에서 세자를 지켜내지 못하였고, 일물(一物) 곧 뒤주를 바쳐

정하였다. 혜경궁은 비록 왕비는 될 수 없지만, 아들이 종통을 계승하게 됨으로써 왕의 친모

서 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 둘째, 1771년(영조 47) 사도세자의 소생이었던 은언군과

(親母)로서 이후의 지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혜경궁은 영조가 세손을 보호하고 동궁

은신군의 왕자답지 못한 행동이 홍봉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위 왕손추대사건이며, 셋째 영

으로 삼자 사도세자처럼 다른 궁에 기거하며 서로 간에 간극이 생길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조 말년 제기되었던 홍봉한의 사도세자 추숭사가 그것이다. 특히 영조 47년 왕손 추대사건으

세손을 경희궁에 데려가 가르쳐달라고 영조에게 청하였다. 이로서 잠시 세손과 혜경궁은 헤

로 홍봉한이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청주에 부처되게 되자 혜경궁은 투신을 기도하다 낙

어지게 되었고, 다시 궁에 돌아온 세손을 영빈 이씨가 정성을 다하여 보살폈다. 이후에도 영

상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세손과 혜경궁을 위해 부처는 취소되었지만 홍봉한은 이후로도 김

조가 궁궐을 이어(移御)할 때 모두 함께 따랐는데, 이는 세손과 영조의 관계가 좋았고, 혜경

귀주로 대표되는 ‘공홍’의 공격을 받고 그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궁도 사도세자와 같은 비극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임오화변’으로 혜경궁은 남편을 잃었다. 죄인의 가족으로 함께 죄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영조는 1764년(영조 40) 2월 매우 중요한 처분을 내렸다. 곧 ‘갑신처분(甲申處分)’

다행히 세손을 지켰고, 다시 궁궐에 들어와 자녀들과 살 수 있었다. 또한 세손은 동궁으로 차

이라 지칭되는 이 처분은 세손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후하여 종통을 확정하는 처분을 내린

기 왕위계승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영조의 ‘갑신처분’으로 정조와의 모자관계는 인위적으로

것이다. 이는 세손이 조부인 영조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의 장남 효장세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세손을 입후 보내며 추후 사도세자의 추숭과 혜경궁의 왕대비로 지위

자를 승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갑신처분’을 통해 사도세자의 종통을 차단하여 추

상승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결국 국혼을 치르고 입궐하여 시작한 혜경궁의 궁

후 홍봉한을 비롯한 사도세자 추숭(追崇) 세력들이 세자를 왕으로 올리고 영조의 처분을 무

궐생활은 세자빈으로 차기 왕위계승자의 아내로서의 지위에서 폐세자빈을 거쳐 사망한 세

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었다. ‘갑신처분’으로 이제 세손은 확실한 다음 왕위계승

자의 미망인으로 혜빈의 호를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자로서 지위가 확정되었다. 또한 죄를 받아 죽은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숙질간으로 조정된 것
이기 때문에 사도세자로 인한 정통성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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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조대 혜경궁의 위상

조선왕실의
궁궐 여성

는 의례나 대우도 갖추어진 것이 없었다. 이에 정조는 하나씩 갖추어 가며 혜경궁의 위상
을 확립시켜갔다.

1776년(영조 52) 영조가 재위 52년만에 승하하자 세손이 즉위하였다. 곧 정조의 즉위이다.

혜경궁에 대한 격식을 갖추어갈 때 그 정도는 왕대비 정순왕후보다는 못하지만, 충분한

정조는 즉위하는 날 왕실 내전을 각각 높였다. 이때 혜빈은 혜경궁(惠慶宮)으로 칭호를 고쳤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정조는 혜경궁을 위한 배려로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그

다. ‘임오화변’이후 호칭이었던 혜빈은,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빈’이라 부르되 ‘혜’자를 내린

녀의 거처로 창덕궁에 자경당을 완성해 주었다. 정조는 기존 혜경궁은 세자빈이었기에 흑색

미칭의 의미가 있었다. 이젠 세자빈이 아니라 왕의 사친이기 때문에 ‘빈’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을 사용한 복색을 천청색으로 하도록 하였다. 청색은 원래 동조(東朝)의 복색이었으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정조는 ‘빈’대신에 ‘경(慶)’을 넣어 혜경궁이라는 궁호를 정하여 이제까

자색(紫色)으로 정해진 뒤에는 쓰지 않던 색이었다. 혜경궁이 자색의 복색을 사용하는 것은

지의 궁호였던 혜빈궁을 혜경궁으로 고칠 것을 명하였다. 정조가 혜경궁으로 궁호를 변경한

영조가 금했던 이존(貳尊)의 문제가 걸리지만 청색을 사용하는 것은 동조라는 의미도 가지

것은 국왕의 사친으로서 존숭하려는 의미를 넘어서 세자빈으로 그 지위가 고정되어 있던 혜

면서 세자빈등 기타 비빈들과는 차별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행행(行幸)을 위한 의

경궁의 호칭에서 ‘빈’을 제외하여 세자빈을 넘어선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의 시

장을 구비할 때에도 왕대비보다는 감하되 세자빈 이상의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정조

작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종통을 이어 즉위하였기 때문에 즉위 후 바로 효장세

는 혜경궁 생신 하례를 정식으로 삼았으며, 『선원보략(璿源譜略)』에 혜경궁의 작호 없이 ‘배(

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숭하였다. 그러면서도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며

配)’라고만 쓰여진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도세자의 자녀 중 빠진 자녀들이 있었고, 사도세

영조의 뜻을 따르겠지만 인정으로 제사를 비롯한 의례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결

자 세자궁들의 작명(爵名)을 쓰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지적하고 담당 관원을 파직하도록 하였

국 사친으로서 사도세자와 혜경궁에게 효와 예를 다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 이러한 정조의 조처들은 효를 앞세운 것이면서도 자칫 애매해 질 수 있는 혜경궁의 지위

혜경궁의 존재는 당시로서는 조선시대에 이례적인 경우였다. 곧 왕비가 아닌 왕의 친

를 세자빈으로가 아니라 국왕의 사친으로 정립한 조처였다.

모로서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성종의 모후 소혜왕후는 성종이 즉위할 당시 세자빈이지만,

정조의 혜경궁에 대한 자세와 존숭의 배경은 효를 다 하겠다는 것이며, 자궁을 위안하고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숭되자 함께 그 지위가 확정되어 추후 대왕대비까지 오를 수 있었

즐겁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혜경궁의 친정 풍산 홍문은 정조가 즉위했음에도 정치적으로

다. 선조의 친모 하동부대부인 정씨는 선조가 즉위하던 해에 사망하였다. 광해군의 생모

위기였다. 홍인한이 영조말 대리청정을 저지한 문제로 사사 당하였고, 혜경궁의 동생 홍낙임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고 2년 후인 1577년(선조 10) 사망하였으며, 인조는 아버지 정원

도 그 당여로 화완옹주와 그 아들 정후겸과 결탁하여 즉위를 방해한 세력으로 지목되었다.

군과 어머니 능성 구씨를 원종과 인헌왕후로 추존하였다. 경종은 1701년(숙종 27) 어머니

여기에 정조 원년 홍상범 등이 정조를 시해하고 은전군을 추대하려한 홍상범 옥사에 홍낙임

희빈 장씨가 사사당하였고, 영조의 사친 숙빈 최씨도 1718년(숙종 44) 사망하였다. 즉 대

이 연루되었으며, 정조 즉위 직전 정조의 측근을 공격하여 역적으로 몰린 심상운과 결탁했다

개 아들이 즉위하였을 때 사망했거나, 추숭을 통해 지위가 확보된 상황에서 왕대비로서 존

는 혐의까지 더하여졌다. 그리고 그 배후는 홍봉한이 있다는 상소까지 더해져 풍산 홍문은

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혜경궁의 지위는 다소 애매할 수 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었다. 혜경궁은 분명 정조의 사친이기는 하나 이미 영조에 의해 효장세자의 종통을 계승

홍봉한에 대한 정조의 처분은 그의 잘못으로 인정은 하되 용서해 주는 것이었다. 국왕의

한 것으로 계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 ‘임오의리’에 대한 영조의 엄교가 있었기 때문에

외조에게 사죄(死罪)를 줄 수 없고, 혜경궁을 위해 단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

사도세자에 대한 추숭은 가능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혜경궁은 아들이 즉위했어도 여전히

면 영조 후반기부터 홍봉한과 대립하였던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는 혜경궁의 환후에 문안

사망한 세자의 빈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혜경궁의 선례를 찾기 힘든 지위로 인해 그에 맞

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다. 이는 척신을 배제하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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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의지를 실행한 것이었다. 홍낙임에 대해서 정조는 친국(親鞫)을 한 끝에 무혐의로 풀어

혜경궁이 사도세자의 배필이 되어 왕실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였고, 훌륭한 아들 곧 정조

주었다. 이 역시 혜경궁을 위해 친국을 해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778년(정

자신을 낳아 극진히 길러냈으며, 사도세자의 14년 대리청정을 협찬한 공이 지대하다는 점을

조 2) 12월 홍봉한이 사망하자. 정조는 ‘익정(翼靖)’의 시호를 내렸고, 홍봉한의 글을 모아 『어

강조하였다. 존호 가상이 효의 표현만이 아닌, 혜경궁의 종사에 대한 공을 인정한다는 것을

정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를 친히 편찬하였다. 정조는『주고』를 편찬하면서 외숙부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정조는 혜경궁의 위상을 높이고, 혜경궁과 사도세자에 대한 신료들의

홍낙임에게 구상과 서술의 진행을 편지로 알렸고, 혜경궁이 보고 싶어 하니 드리기 위해 언

충성과 인정을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문번역을 부탁하고 독촉하여 언해본도 완성하였다. 이렇듯 정조는 혜경궁을 위해 외가와 외

혜경궁에 대한 존숭은 각종 진연과 하례(賀禮)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정조는 혜경궁의

조부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다. 이것은 정조를 있게 한 혜경궁에 대한 정조의 효의 표현으로

생신 하례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해마다 혜경궁의 생신에 하례와 전문, 표리등을 올리며 축하

볼 수 있다.

하였다. 그 절정은 1795년(정조 19) 화성행차에서 봉수당(奉壽堂) 연회와 회갑연을 들 수 있

정조는 즉위 내내 혜경궁에 대한 존숭(尊崇)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존호를 올려주고 잔

다. 혜경궁은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 현륭원이 있는 화성으로 출발하였다. 12일에 처음으

치를 베풀어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조는 1778년(정조 2) 영조의 부묘(祔廟)를 앞두고 왕

로 이장한 남편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였고, 화성을 둘러보았다. 정조는 13일 봉수당에서

대비 정순왕후에 대한 존호와 책보를 올릴 것을 하교하였다. 이때 정성왕후에게도 휘호를 추

연회를 베풀었고, 다음날은 양로연(養老宴)을 개최하였고, 이후 환궁하였다. 혜경궁과 사도

존하여 올렸으며, 혜경궁에게 ‘효강(孝康)’의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혜경궁에 대한 명칭을 ‘

세자는 동갑이다. 이때의 화성행차는 역시 사도세자도 회갑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묘소를 혜

효강혜빈저하(孝康惠嬪邸下)’라 쓰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1783년(정조 7) 영조의 세실(世

경궁과 함께 참배하여 혜경궁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었다.

室) 결정과 원자의 출생을 기념하며 정조는 사도세자와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명하

6월 혜경궁의 회갑이 다가오자 정조는 회갑연 의식을 논의하였다. 정조는 연회나 진하

였다. 혜경궁은 이때 ‘자희(慈禧)’의 존호를 받았다. 1784년(정조 8) 영조의 즉위 60주년을 기

를 하려고 했으나 혜경궁은 그간의 회한이 밀려온 듯 슬퍼하며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정

념하고, 세자 책봉의 경사를 맞이하여 영조·정성왕후·사도세자의 존호 추상과 정순왕후와 혜

조는 혜경궁의 뜻을 따라 치사와 표리, 전문을 올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회갑을 기념

경궁에 대한 존호 가상이 이루어져 혜경궁은 ‘정선(貞宣)’의 존호를 받았다. 정조는 1793년(

하기로 하였다. 정조는 혜경궁의 친척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하사하였다. 혜경궁이 회갑이

정조 17) 11월 다음해가 정순왕후의 오순과 혜경궁의 육순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윤음을 내렸

된 정조 19년 뜻 깊은 행사를 치르고 회갑을 축하받은 것은 혜경궁이 오래 살아 가능한 것

다. 생신을 기념하여 하례를 시행하고 존호는 을묘년(정조 19)에 가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었다. 그러나 혜경궁의 오랜 궁중생활은 편안하고 영화로운 삶이 아니었다. 그러한 자궁

정조는 1795년(정조 19) 사도세자의 환갑을 맞아 경모궁(景慕宮) 친향을 결정하였고, 이때 혜

의 삶을 아는 정조는 혜경궁에 대한 존숭을 최대한으로 하여 축하해드리고 효를 다하고자

경궁에게 ‘휘목(徽穆)’의 존호를 올렸다. 더욱이 이때에는 사도세자에게 ‘장륜융범기명창휴(

하였던 것이다.

章倫隆範基命彰休)’의 팔자 존호를 올렸다. 팔자존호를 올린 것은 사도세자를 대왕에 버금가
게 대우한 것이었다.
정조가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린 이유는 왕실의 경사를 맞이한 것도 있으나, 혜경궁의 공
로에 대한 보은이라는 것을 밝혔다. 정조 8년의 존호 가상때에는 사도세자가 14년 동안 대리

5. 순조대 혜경궁과 풍산 홍씨의 역경

청정을 하여 종사를 도와 자손의 번성을 가져왔고, 혜경궁은 이에 대한 내조의 공이 있어 세
자를 책봉하여 나라를 계승하는 경사가 있었다고 치하하였다. 정조 19년의 존호 가상 역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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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정조의 승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더하여 혜경궁의 지위

듭 왕대비 효의왕후를 혜경궁의 위로 차서를 정하였다. 이는 정순왕후가 혜경궁의 지위를 낮

변화, 곧 사도세자의 추숭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11세의 순조(純祖)가 즉위하게 되면

추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혜경궁의 지위가 그만

서 영조비 정순왕후가 대왕대비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경주 김문 출

큼 애매하다는 점도 관계된다. 혜경궁은 정조의 친모였으나, 그로 인해 지위가 바뀐 것은 아

신으로 그녀의 오빠 김귀주를 필두로 하여 영조 후반기 경주 김문과 혜경궁의 가문의 대립이

니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결국 남편의 지위와 함께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사

심각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후에 이러한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었으나, 홍봉한은 혜경궁을 위

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였고, 왕의 사친으로서 존숭을 받았으나 그 아들이 승하하였

해 죄는 있으나 엄한 처벌을 받지 않은데 비해 김귀주는 흑산도로 위리안치 되었다 후에 나

기 때문에 세자빈 혜경궁이 순조의 조모의 지위로 정조대와 같은 존숭을 받는 것은 곤란한

주로 출륙되었지만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정조의 척신 배제로 인해 경주 김문도 정조 년간에

것이었다. 이렇듯 혜경궁은 정조 사후 정치적으로도 역경(逆境)에 처했고, 그 위상도 상당히

는 조정에서 활동의 여의치 않았고, 벽파 역시 수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조의 승하와

하락하였던 것이다.

순조의 즉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정순왕후는 순조가 15세가 되는 1804년부터 정사를 순조가 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순조 즉위년 12월 정순왕후는 선왕의 유지를 계승함을 거듭 밝히며 선왕의 의리를 천명

에서 물러났다. 1805년(순조 5) 정순왕후가 승하하고 6년 경주 김문과 벽파가 정치적으로 몰

하였다. 이는 영조의 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날의 하교로 인해 정국의 급격한 변화와 정

락한 이후 순조는 혜경궁과 아버지의 외가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였다. 순조는 1807년(순조 7)

조대의 의리가 부정당하며 그 측근 비롯한 친 정조세력이 제거되었다. 정순왕후의 하교 이후

1월 홍낙임의 관작을 복구시킬 것을 명하였다. 혜경궁의 나이가 여든을 바라보고 환후가 여

바로 홍낙임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다. 홍봉한과 홍인한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홍낙임을

러 해 깊기 때문에 위로를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이때 순조는 홍낙임의 1777년(정조

탄핵한 것이지만 결국 풍산 홍문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결국 홍낙임은 정조의 즉위를

1) 추대사건의 죄는 이미 정조가 죄가 없다고 판정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홍낙임의 죽음은 순

방해한 홍인한의 조카라는 것, 임오년 의리를 간범했다는 것, 영남 만인소와 관련된 역적의

조 자신이 일을 알지 못해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고, 홍낙임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여 정

소굴이라는 점과 신유사옥이 진행되자 사학죄인이라는 죄명이 보태져서 제주도에 안치되었

순왕후의 처분의 부당함을 드러냈다. 순조는 혜경궁의 막내동생 홍낙윤에게 돈지동녕부사

다 사사당하였다. 혜경궁은 홍봉한과 친정 가문이 다시 죄인으로 지목되어 탄핵되자 자살을

의 관직을 특별히 제수하였다. 홍낙윤은 바로 홍봉한의 신원(伸寃)을 요청하였다. 순조는 이

기도하였다. 혜경궁은 이런 정순왕후를 원망하였다.

미 신원된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자 이는 선왕의 뜻이고 혜경궁을 위한

순조가 즉위한 후 혜경궁의 지위는 정조대와는 달랐다. 정조대는 비록 ‘궁’이긴 했으나 왕

것이라고 하여 신료들의 반발을 물리쳤다. 순조는 혜경궁이 팔순이 된 1814년(순조 14) 홍봉

의 친모였고, 그 위상은 상당히 신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순조와 혜경궁은 조손(祖孫)관계이

한을 치제하였고, 이듬해 3월 『익정공주고』를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 순조는 사도세자

다. 물론 혜경궁이 순조를 잘 보살폈다고는 하지만 순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존숭을

와 혜경궁이 가례를 치른지 60년이 된 순조 9년 치사와 전문, 표리를 올리며 축하하였고, 혜

받거나 할수 있는 상황도 입장도 아니었다. 정순왕후는 왕실 내전의 차서를 하교하였다. 정

경궁의 건강과 장수를 기념하며 이후에도 하례를 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와 같은 존호 가상은

조대에는 왕대비 정순왕후, 혜경궁, 중전 효의왕후였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순조가 문안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혜경궁은 1815년(순조 15) 12월 15일 81세로 훙서하여 70년이 넘는 궁궐

차서를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혜경궁, 그리고 순조의 친모 수빈 박씨 곧 가순궁(嘉順宮)의 순

생활을 마감하였다.

서로 정하였다. 이에 대해 왕대비 효의왕후는 혜경궁보다 먼저 문안을 받을수 없다는 뜻을
대왕대비 정순왕후에게 전하였다. 정순왕후는 정조대는 효의왕후가 혜경궁의 수하, 곧 며느
리 였기 때문에 혜경궁이 먼저 문안을 받았으나 지금은 명위(名位)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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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혜경궁의 죽음, 그리고...
이상에서 70여년간의 혜경궁의 궁궐생활을 그녀의 지위의 변화와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사도세자와 가례를 치르고 세자빈으로 시작한 혜경궁의 궁궐생활은 여느 왕실 며느리, 조선
시대 여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세자와 영조와의 갈등의 싹은 트고 있었고, 결국 ‘임오
화변’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혜경궁은 폐세자빈이 되었다가 사도세자가 사망한 후 세자의 지
위를 회복하자 세자의 미망인으로 혜빈의 칭호를 받았다. 오로지 아들 정조를 위해 큰 슬픔
을 이겨낸 혜경궁은 정조가 즉위하자 혜경궁으로 궁호가 정해졌고, 4회에 걸쳐 존호를 가상
받았으며, 각종 하례를 받으며 정조의 효를 받을 수 있었다. 정조의 혜경궁에 대한 존숭은 신
료들도 혜경궁을 왕대비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손자인 순조가 즉위하였지만 혜경궁은 정순왕후에 의해 며느리이자 왕대비였던 효의왕후보
다 서차에서 뒤에 있게 되었으며, 동생 홍낙임이 사사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순조가 친정을
하며 홍낙임의 관작회복과 홍봉한의 신원 등 혜경궁 가문의 복구를 도왔다. 그러나 정조대와
같은 존숭은 이어지지 못하였다. 혜경궁은 순조대 정치적 역경을 겪으면서 『한중록』을 저술
하여 영조 후반부터 순조 초반의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남겼다. 정조는 ‘갑자년
구상’을 통해 사도세자에 대한 추왕은 세자 곧 순조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러
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혜경궁은 끝내 국왕의 아내가 아닌 세자의 빈이라는 지위로 생
을 마감하였다. 사도세자와 혜경궁은 1899년(광무 3) 10월 장종(莊宗)과 헌경왕후(獻敬王后)
로 추숭되었고, 같은 해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와 헌경의황후(獻敬懿皇后)로 다시 추존되
었다. 정조의 숙원이자 역시 혜경궁의 뜻은 130여년이 흘러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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