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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御製 思悼世子致祭文
박용만(왕실문헌연구실)
1. 자료의 배경
이 치제문은 영조가 지은 <思悼世子致祭文>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祭文謄
抄에 <英祖祭思悼世子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祭文謄抄는 편찬자 및
시기를 알 수 없는 책으로, 제일 앞에 <英祖祭思悼世子文>가 실려 있고 이후에는 일
반인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영조가 지은 <思悼世子墓誌>는 알려졌다.
1762년 7월 楊州 拜峯山 垂恩墓에 사도세자를 장사지내며 묻은 이 묘지는 현재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장서각 왕실문헌 연구기반 조성사업, 영조자손자료집
5, 38~39면에 사진, 원, 번역문 수록) 그러나 이 <사도세자치제문>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사도세자묘지>보다 내용이 다양하며 충격적이다.
영조는 壬午禍變 이후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영
조가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사도세자의 행적이 향후 세손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조는 1762년 윤5월 13일 徽寧殿 앞에서 세자를 페
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뒀고, 그로부터 8일 뒤인 윤5월 21일 세자는 뒤주에 갇
힌 채 죽었다. 영조는 곧장 세자의 位號를 복구하고 ‘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때
사도세자의 나이 27세였다.
그동안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세자의 병증, 악행의 실상, 역모 의혹 등이 논
의되었지만, 역시 핵심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생
존한 유일한 왕자이며, 후일 세손의 정치적 입지 등 세자의 죽음이 가져올 정치적 파
란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이 치제문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용서할 수
도 있었던 영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세손 때문에 폐서인하였다가 다시 위호
를 복구시켜 주었음과 세자의 시호와 세자빈의 빈호를 주는 것으로 恩義[은혜와 의
리]를 다하였다고 냉정하게 27년 부자의 인연을 매듭지었다. 이 치제문은 영주가 구
술하고 宗伯[에조판서]으로 하여 받아 적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도세자묘지>
도 마찬가지여서 당시 영조의 정신적인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구술이라도 어제는
어제이다.
당초 사도세자 관련 기록을 삭제하여 이 제문을 읽으며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
분이 있다. 단휘문의 일, 세자가 한 말, 뒤주에 갇힌 뒤의 일 등은 현재 파악이 어려
운 부분이다.

2. 원문 및 번역문

嗚呼. 近卅載, 父父子子, 今成一夢, 爾何致此. 爾何致此.
아아! 근래 30년 동안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
한바탕 꿈이 되고 말았으니, 너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經史涉獵, 爲法爲戒, 則豈乎致此. 嗚呼. 述編其雖父敎, 爾能軆行, 豈乎致此. 視經史
乎辯(弁同, 輕也)髦, 置述編而不軆, 狎昵群小, 作萬古所無之事, 使白首老父, 若是用
心, 可謂孝乎. 可謂孝乎. 幾番敎誨. 若是軆行, 豈有今日. 端暉門事, 其若惕心, 豈有今
日. 是豈他哉. 生於豐豫之時, 不能持心, 慾敗縱敗, 以爾美姿, 豈陷于此乎. 豈僚屬之
過. 又豈臣僚之過. 寔予不能導率之致, 尤爲慨嘆者.
經典과 史書를 섭렵하여 모범으로 삼고 경계로 삼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
는가? 아아! 述編이 그 비록 아비의 가르침이었지만 네가 體行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
에 이르렀겠는가? 경전과 사서를 가벼운 弁髦처럼 여겼으며 술편을 두고도 체행하지
않고 여러 소인배를 가까이 하여 만고에 없었던 일을 저질러, 白首의 늙은 아비로 하
여금 이처럼 마음 쓰게 하였으니 孝라 할 수 있겠는가? 孝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
르침과 꾸짖음이 몇 번이었나? 그대로 체행했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
가? 端暉門의 일을 만약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이것이 어찌 다른 것이겠는가? 태평성대에 태어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욕심
으로 법도를 무너뜨리고 방종으로 예의를 무너뜨리고 말았으니, 너의 아름다운 자질
로 어찌 이러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는가? 어찌 僚屬의 허물이며, 또 어찌 臣僚의 잘
못이랴? 진실로 내가 이끌지 못한 소치이니 더욱 개탄하는 바이다.
自古荒淫之君, 豈獨一二, 爲儲君若此者, 於爾初見. 爾之所謂, 爾可自知. 今十三日
後, 非徒予見, 諸臣衛士之所目覩, 豈敢隱也. 豈敢隱也. 百餘寃魂, 飮恨路傍, 許多群
小, 其猶放姿, 是誰之咎. 是誰之咎. 若此而九日之間, 無一自訟而悔過者, 抑何心哉.
抑何心哉.
예로부터 황음한 군주가 어찌 한 둘이랴마는 세자가 되어 이와 같은 이는 너에게서
처음 본다. 네가 말한 바는 네가 스스로 알 것이다. 이달 13일 이후의 일은 단지 나
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과 衛士들이 목격한 것이니 어찌 감히 숨길 수 있겠는
가? 어찌 감히 숨길 수 있단 말인가? 백여 명의 원혼이 길가에서 恨을 삼키건만 수
많은 소인배들은 도리어 방자하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란
말인가? 이와 같은데도 9일 동안에 한번도 스스로 책망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
니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느냐?
頃年, 以漢武事, 不聞於爾乎. 嗚呼. 太甲尙矣, 今不諭矣. 漢武以英主, 輪臺一詔, 自
稱狂悖, 爾何不効. 楚莊雖五霸之候, 左右鍾鼓, 越蔡並昵, 一諭大鵬, 能成霸業, 亦何

不効.
지난해에 漢 武帝의 일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아! 太甲이 본받을 만한데도
아직도 깨우치지를 못하였구나. 한나라 무제는 영명한 군주였건만 輪臺의 조서를 내
려 스스로를 狂悖하다고 칭하였는데 너는 어찌 본받지 않았는가? 楚나라 莊王은 비
록 五霸의 제후였지만 좌우로 종과 북을 끼고 越女와 蔡姬[鄭姬]를 함께 가까이 하다
가 한번 大鵬의 유서를 내려 패업을 이루었으니 또한 어찌 본받지 않았는가?
不思重光此殿日新之句, 使白首爾父, 幾年用心于爾, 七旬之年, 爲此萬古所無之事乎.
若無爾子, 豈免庶人之名. 若非爾父之曲盡, 豈得今諡, 聞爾不諱追思. 近卅載父子之恩,
曲盡處分, 復其故號, 賜爾諡曰思悼. 比諸戾太子於爾, 可謂美諡. 嗚呼. 今無他惠施,
賜嬪號曰惠嬪. 嗚呼. 恩義可謂兩盡, 爾無追感否.
왕위를 계승하며 대전(?)의 日新하라는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백수의 네 아비로 하
여금 몇 년 동안이나 너에게 마음을 쓰다가 칠순의 나이에 이처럼 만고에 없었던 일
을 하게 하였는가? 만약 너의 아들이 없었다면 어찌 庶人의 이름을 면할 수 있었겠는
가? 만약 네 아비가 곡진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시호를 얻고 네가 죽음에 추념하
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근 30년 부자의 은혜로 그 처분을 곡진히 하여 옛 칭
호를 회복하고 너에게 시호를 내려 ‘思悼’라 하니, 한나라 戾太子를 너에게 견주어 보
면 아름다운 시호[美諡]라 할 만하다. 아아! 이제 다른 은혜를 베풀 것은 없고 세자빈
에게 ‘惠嬪’의 호를 내린다. 아아! 은혜와 의리에 있어 두 가지를 다했다고 하겠으니,
너는 더 이상 감회가 없을 것인저.
思之至此, 不覺涕澘, 爾亦有此否. 嗚呼. 雖不軆予訓, 亦不感此文. 其何如此. 其何如
此. 其當此日事, 關宗國, 雖無恙, 何心臨焉. 而况服湯涔涔. 今者服湯, 其咎何在. 九日
之間, 予心皆鑠, 心欲致之, 身亦難强. 特命宗伯, 綴其文而致祭, 兼示予意. 感予此意,
其無感焉. 哀哉.
생각이 이 여기에 미치니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건만 너 또한 이런 마
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아! 비록 내 가르침을 체행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이 제문에
느꺼워하지 않겠는가? 어찌하다 이와 같이 되었는가? 어찌하다 이와 같이 되었단 말
인가? 오늘의 일에 당하여는 종사와 나라에 관계된 것이니 비록 근심이 없어졌다 하
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임하였는가? 하물며 탕약을 먹을 정도로 침울함에랴? 이제 탕
약을 먹는 것이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아흐레 사이에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으니
마음으로는 가고자 하나 몸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워라. 특별히 宗伯에게 명하여 그
글을 엮어 致祭하게 하고 아울러 내 뜻을 보이게 한다. 나의 이러한 뜻을 느껴 유감
이 없을 지어다. 슬프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