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묘 소개 Jongmyo Shrine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사당으로서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종묘는 태조 3년(1394)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고, 별묘인 영녕전은 세종 3년 (1421)에 창건

되었다. 종묘는 뛰어난 건축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Also called Taemyo (great shrine), Jongmyo , or the Royal Ancestral Shrine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shrine where mortuary tablets of Joseon rulers and their queens are 
enshrined and seasonal rites are held to honor the deceased royals. 

The construction of the main hall began in the 3rd year (1394) of the King Taejo’s reign. The 
shrine’s excellent architectural merit combined with the solemn memorial rite that has 
lasted over 600 years led UNESCO to put it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95.

부대행사 Information on Auxiliary Events 
기 간 Period 9. 20(금)-9. 29(일) Sep 20(Fri)-29(Sun)

시 간 Time  10:00-17:00 
장 소 Venue 종묘 향대청 인근 In the vicinity of Hyangdaecheong in Jongmyo

제례악기 체험 |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악기 (박, 축, 어, 편경, 절고) 전시 및 체험

Experience the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used in the Jongmyo Jerye ritual
The musical instruments (bak, chuk, eo, pyeongyeong, jeolgo) used during  
the Jongmyo Jerye are on display. Visitors are invited to try the instruments themselves.

  악기체험장 옆에 포토존이 마련되어있습니다. There is a photo zone next to the Traditional Instrument Booth.

관람 시 주의사항 Notice for Visitors 

1. 큰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은 삼가 주세요.
 Visitors are asked to refrain from speaking loudly or running. 

2. 종묘 내에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Smoking is prohibited within Jongmyo. 

3. 정전 입장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해주세요.
 Please follow the guide when visiting Jeongjeon.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종묘), 인류무형문화유산(종묘제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Jongmyo consists of a World Cultural Heritage(Jongmyo Shrine)  

and a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Jongmyo Je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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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속 묘현례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10월 9일 임진 1번째 기사

“묘현할 때에 여관(女官)으로 하여금 일을 맡게 한다면, 태묘(太廟)의 엄숙하고 공경

스러운 곳에 여관이 드나드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니, 이 한 가지만은 가장 방해되

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대신들에게 단호히 호통을 친다.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정례(情禮)에 맞는다. 더구나 왕비

와 세자빈이 묘현하는 예절의 집사를 여관이 아니고 누가 하겠는가? 

이 한 가지에 얽매어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는 것은, 목이 메어 먹는 일을 아주 그만

두는 것과 같다. 대조하고 상고하여 강정(講定)하도록 하라.”

‘묘현례’는 왕비나 세자빈이 왕실 혼례를 마친 후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알현(謁見, 지체가 높은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하는 의례로서 조선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 

하는 유일한 행사이다.

Myohyeollye(廟見禮) Ceremony in Joseonwangjo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1st articles of Imjin dated October 9 in the 22n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in the Chronicles of King Sukjong(肅宗實錄), Book 30. 

“If we allow female royal officials to participate in the Myohyeon rite, the dignity 
and reverence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will surely be harmed.” 

However, King Sukjong sternly reprimanded his retainers: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Chinese system is truly appropriate. Furthermore, 
who else should assist the Myohyeon rite performed by the queen and crown 
princesses, other than female royal officials? If we abolished or ceased performing 
the Myohyeon rite for this reason, it would be similar to not eating food because 
we feel choked. Review this carefully, notify me, and strictly implement it.”

Myohyeollye refers to the ceremony for the reporting of the marriage 
of Joseon’s Crown Princess to the spirits of the deceased royal 
ancestors at Jongmyo. Among the national rites of the Joseon Dynasty 
performed at Jongmyo, this was the only event in which royal femal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관람정보 Information묘현례
Myohyeollye

1   향대청 종묘제례를 위한 준비실

2   재 궁 제를 위해 심신을 청결히 하던 곳

3   정 전 역대 왕실의 신주를 모신 곳

4   영녕전 왕실 신주를 모신 별묘

5   전사청 제례용 음식을 조리하던 곳 

부대행사·포토존

주최          주관   

13:00, 15:00 | 종묘 정전

9. 20 금 - 22 일
9. 27 금 - 29 일

廟見禮
Crown Princess of Joseon 
Reports her marriage to ancestors 
at Jongmyo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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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현례 절차 
Procedure of the Myohyeollye

등장인물 복식구성 
Costume composition of the cast

3  규
Gyu (Scepter)

왕 (숙종)

King (Sukjong)
왕세자 (경종)

Crown Prince (Gyeongjong)

5  면복 
Myeonbok

4  폐슬
Pyeseul (Knee pad)

1  면류관
Myeollyugwan (Royal crown)

2  현의 
Hyeonui (Robe)

2  하피
Hapi (Accessory for Jeogui)

세자빈 (단의빈)

Crown Princess (Daneuibin)
왕비 (인현왕후)

Queen (Inhyeonwanghoo)

1  대수
Daesu (Queen’s ceremonial hairstyle) 

3  적의
Jeogui

 재현 행사에 출연하는 왕비, 왕세자, 세자빈은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The Queen, Crown Prince and Princess participating in the pubic reenactment  
event were selected through advance public recruitment.

1  면류관 일곱 색깔의 구슬을 12개씩 꿴 면복에 쓰던 관

 A crown decorated with strings of twelve beads in seven colors

2  현의 면복의 하나의 구성으로 가장 겉에 입는 상의

 An outer overcoat that is part of the Myeonbok(ritual costume)

3  규 두 손으로 들어 예를 갖추는 의물로서 위가 뾰족한 삼각형의 모양

 A triangular scepter with a pointed top that should be held in both hands

4  폐슬 앞치마에 해당되는 복식품으로 무릎을 가리기 위해 허리와 앞에 두르는 천

 An ornamental apron worn around the waist to cover the knees

5  면복 국왕이나 왕세자의 의례복 중 가장 권위 있는 복식

 The most dignified costume worn by kings or crown princes

1  대수 가례와 같은 궁중에서 가장 큰 행사 때 쓰는 머리장식

 A hair ornament worn by the queen during a grand royal palace event

2  하피 좌·우 어깨에 늘어뜨리는 넓은 끈 형태의 장식

 A wide, stringed ornament draped down over both shoulders

3  적의 왕비와 왕세자빈이 입는 최고의 예복

 The most dignified costume worn by queens and princesses

왕비와 세자빈 선대왕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올림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pay an official 
visit to the dynasty's previous kings. 

왕비와 세자빈은 신실 봉심 없이 국궁사배만 

진행하게 된다. 묘현례 절차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왕비, 세자빈 알묘 Almyo by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인사를 마친 왕비와 세자빈은 동문 밖으로 퇴장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who finished 
the official visit, leave through the east door. 
Also, all female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ritual, follow them.

국궁사배를 마친 왕비와 세자빈은 동문으로  

퇴장하는데, 이때 제례에 참여한 모든 여관(女官)  

또한 정전을 비운다. 본 재현행사에서는 왕비, 

세자빈의 퇴장 부분이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수정되었다.

왕비, 세자빈 퇴장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leave 

등장인물과 사진 촬영 Photo opportunity with the cast 

국가의례의 복식을 차려입은 시민배우 

참가자와의 사진 촬영

Photo opportunity with participating citizen  
actors dressed in national ceremonial costume.

국왕, 왕세자 신실 봉심 Visit to the shrine by the King and Crown Prince 

국왕과 왕세자가 선대왕들의 신주가 모셔진  

신실을 살핌

The king and crown prince pay a visit to the 
shrine rooms in which the spirits of the 
deceased royal ancestors. 

봉심이란 왕명을 받는 사람 혹은 국왕께서  

직접 종묘를 찾아뵙고 신실을 점검하는 의례

인데, 봉심만을 위해 종묘를 찾는 경우 외에도 

묘현례와 같은 특별행사에서도 신실 봉심이 

행해졌다. 

국왕, 왕세자 봉심 준비 Preparation of Bongsim by the King and Crown Prince

국왕과 왕세자, 문무백관이 국궁사배로  

선대왕께 인사를 올림

The king, crown prince, and civil and ilitary 
officials make four reverent bows to the 
dynasty’s previous kings.

지극한 존경심으로 영령 앞에 몸을 굽히는 것을 

국궁이라 하며, 네 번 절하는 것을 사배라고  

한다. 절은 한 번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한 번 절하고 앉은 채로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는 방식으로 네 번을 한다. 

국왕, 왕세자 소차 이동 Entering Socha of the King and Crown Prince 

문무백관 퇴장 후 국왕과 왕세자 소차로 들어감

Afte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have left 
the shrine, the king and crown prince enter 
the Socha. 

당시 신하는 왕비와 세자빈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문무백관들은 왕비와 세자빈이 

입장하기 전 모두 퇴장하였다. 

왕

King 
왕세자

Crown Pri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