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ꡔ孝宗東宮日記ꡕ를 통해 본 書筵 양상1)

김 종 수*

초록: 孝宗東宮日記 (奎 12828)는 말 그대로 효종의 왕세자 시절 일기이
다. 효종은 1645년(인조 23) 9월 27일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49년 5월 13
일에 왕으로 즉위했으니, 1649년 5월 13일에 끝나야 하나, 일기는 1649년 12
월 30일에 마치고 있다. 즉 孝宗東宮日記 의 1649년 5월 14일부터 12월 30
일까지의 기록은는 효종과 관련된 일기가 아니라 현종의 왕세자 시절 일기

이다. 이 책은 본래 5책이었으나, 1646년 일기인 1책이 유실됨으로써 현재 4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孝宗東宮日記 를 통해 왕세자의 학습과 관련된 書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는 朝講․晝講․夕講이 각각 아침․점심․저녁 강의를 

뜻했으나,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조강과 주강이 아침 강의, 석강이 오후 강의
를 뜻하게 되었다. 조강과 주강의 강의시간과 강의 방법은 같으나, 조강에는 
賓客 1인ㆍ司憲府 관원 1인ㆍ司諫院 관원 1인ㆍ上番 1인ㆍ下番 1인이 참석
하고 주강에는 상번 1인과 하번 1인이 참석한다는 점이 다르다.  
석강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오후 2시에 시작하 고, 아침 강의에 해당하는 

주강은 계절에 따라 강의 시간에 변동이 있었다. 즉 대략 춥고 낮이 짧은 10
월 하순에서 1월 중순 사이는 오전 9시대, 낮이 상대적으로 긴 4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오전 6시대, 1월 하순에서 3월까지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
지는 오전 7시와 8시대에 시작하 다. 
학습의 또 다른 형태로 會講이란 것이 있는데, 강의 시간은 조강․주강과 

같으나 강의 방법 및 참석자가 다르다. 조강․주강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외우고 책을 보면서 해석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나, 회강은 전 시간에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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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ㆍ부ㆍ빈객 등이 왕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왕세자가 이들에게 질문해
서 심화학습을 한 뒤에 진도를 나간다. 또한 회강에는 師ㆍ傅ㆍ二師ㆍ左賓
客ㆍ右賓客ㆍ左副賓客ㆍ右副賓客 및 기타 여러 시강원 관원, 사헌부 관원 1
인, 사간원 관원 1인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
주강은 일상적으로 늘 행하는 강의이며, 조강과 회강은 특별히 행하는 강

의인데 조강은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고 회강은 매달 2일과 16일에 하는 것
으로 정해져 있다.
書筵에서의 禮는 장차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의 위상과 공부를 배우는 자

로서의 위상을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 1품관인 사․부가 進講하러 들어올 때
는 왕세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맞이하고 먼저 頓首再拜하여 스승으로서 

예우하 고, 강의가 끝나 돌아갈 때도 왕세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전송하
다. 그러나 강의를 받을 때는 왕세자가 동쪽에 위치하고 師․傅 이하가 서
쪽에 위치함으로써 왕세자의 위상이 사․부보다 높다. 2품관인 빈객 이하부
터는 臣僚로 대우하여 빈객이 들어올 때는 좌석에서 서서 맞이하 으며, 빈
객이 먼저 왕세자에게 절하고 왕세자는 控首하여 답배하 다.

핵심어: 孝宗東宮日記 , 朝講, 晝講, 夕講, 會講, 書筵 

1. 머리말

侍講院은 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며, 그 관원은 학식과 덕을 겸비한 인물

로 신중하게 선발되었다. 또한 왕세자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세자의 생활공간에

는 항상 시강원 관원이 교대로 머물 다. 

시강원 관원이 왕세자의 하루하루 생활을 기록한 것이 왕세자일기이다. 왕세자

라는 신분 자체가 왕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다음 날 서연

을 행할지의 여부, 왕세자의 공부 과정, 上ㆍ下番 교대 등 書筵 관련 기록 등과 

웃어른에 대한 문안 및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祭禮나 연회

에 陪席하거나, 왕을 대신하여 행사를 주관한 일 등이 실려 있다. 

본고는 孝宗東宮日記 의 書誌 사항을 살펴본 뒤, 朝講ㆍ晝講ㆍ夕講ㆍ會講의 

진강방식과 시각, 강독한 책, 서연 日數 및 停筵 사유, 상ㆍ하번 교대, 시강원 관원

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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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誌 사항 

孝宗東宮日記 (奎 12828)는 筆寫本이며 본래 5책이었으나, 1책이 유실되어 현

재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에서 제3책의 크기는(30.6cm×21.5cm)이고 제4책

의 크기는(36cm×23.3cm)으로, 서로 다르다.1) 靑布로 장정되어 있고, 그 위에 직사

각형의 흰 韓紙가 세로로 붙어 있으며, 거기에 表紙題名이 쓰여 있다. 

表紙題名으로 제1책에 어렴풋이 ‘孝’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일부가 보이고, 

제2책에 ‘孝宗’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가 보이며, 제3책에서야 ‘孝宗戊子四’

라는 온전한 자가 보인다. 제4책의 경우 표지제명을 적은 원래의 흰 한지가 너

무 낡아서 흰 한지를 그 위에 새로 덧붙이고 선명한 씨로 ‘孝宗日記 己丑’이라 

써놓았다. 

그러나 이 일기는 정확히 말하면 효종의 세자시절 일기이므로, 규장각 도서목

록에 孝宗東宮日記 라 표기되어 있고, 본고도 이를 따랐다.

     

 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자료검색의 상세정보에는 ‘4冊: 
36×23.3c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확인한 결과 4책 중 1책이 나머지 3책보다 컸다. 인터
넷 사이트의 수치는 큰 책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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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1년 단위로 묶여 있으며, 제3책과 제4책의 表紙題名 아래에 ‘戊子’ ‘己丑’

이라는 해당 年度의 干支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제1책과 제2책의 경우에도 표지 

제명을 적은 종이가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일 뿐 ‘乙酉’, ‘丁亥’라는 간지가 기록

되어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孝宗東宮日記 는 1645년(仁祖 23)부터 1649년(仁祖 27) 사이의 일기인데, 그 

중 1646년(仁祖 24)의 기록이 빠졌다. 1646년의 일기는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제3책을 ‘孝宗戊子四’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1646년 일기가 유실되지 않

았다면 현재 제3책에 해당하는 무자년(1648) 일기가 네 번째 책이 되었을 것이다. 

孝宗東宮日記  제1책은 날짜 표시 없이 書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

서 ‘初六日 甲申’ 일기가 나와서 달을 알 수 없는데, 몇 장을 넘기면 ‘乙酉 十一月 

初一日 己酉’란 연월일 표시가 있으므로, 孝宗東宮日記 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기

록은 1645년(인조 23) 10월 5일 일기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기는 날짜표시 없이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孝宗東宮日記  제1책 

앞부분은 落張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도 昭顯東宮日記 (奎 12821)의 제1책도 孝宗東宮日記 와 비슷하게 첫 

장에 날짜 표시 없이 천문현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三十日 己卯’의 일기가 나

오고 그 다음 장에 ‘二月 初一日 庚辰’의 일기가 나온다. 따라서 昭顯東宮日記  제1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기록은 1625년(인조 3) 1월 29일 일기의 일부이며,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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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孝宗東宮日記  제1책 첫장>

이 또한 落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孝宗東宮日記  제1책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낙장되었을까 추측해보

도록 하겠다. 

효종(1619∼1659)은 8세인 1626년(인조 4)에 鳳林大君으로 봉해졌고, 12세인 

1631년에 우의정 張維의 딸과 혼인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형인 昭顯世子(161

2∼1645) 및 斥和臣 등과 함께 청나라에서 8년 동안 볼모생활을 했다. 

청은 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봉림대군만 남겨두고 소현세자와 척화신을 1645

년 2월에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해 4월 26일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게 

됨에 따라, 청에 머물러 있던 봉림대군이 5월 14일에 돌아오게 되었다. 

1645년(인조 23) 윤6월 2일에 인조는 元孫(소현세자의 장남)을 나이가 어리다

(당시 나이 10세)는 이유로 폐하고, 봉림대군(당시 나이 27세)을 세자로 삼는다고 

공표하 다.2) 탕갈된 국가경비와 세자빈의 분만을 고려하여 추수한 이후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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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顯東宮日記  제1책 첫장>

27일에 昌慶宮 明政殿에서 冊封禮를 행하고,3) 민간의 私邸에서 살던 왕세자가 바

로 궁궐 안으로 거처를 옮기었다. 

따라서 책봉례와 함께 궁궐로 들어온 9월 27일 이후 10월 5일 이전까지의 며칠 

분의 기록이 낙장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인조가 1649년(인조 27) 5월 8일에 승하하고, 5월 13일에 효종이 즉위하

다.4) 상식으로는 즉위와 함께 왕세자일기가 끝나야 할 터인데, 孝宗東宮日記  제

4책은 5월 13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12월 30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5월 13일 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윤6월 壬午.

 3)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윤6월 癸未.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9월 甲戌.

 4)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5월 辛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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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 5월 13일(신미) 오전에 맑음

巳時에 왕세자가 인정문에서 즉위하여 敎書를 반포하 다. 

○ 예조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왕세손에게 이미 세자의 호칭을 올렸으니 講書院

과 衛從司의 관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윤허한다”고 전교

하 다.

○ 본원의 전원이 貳極門에서 새로운 세자에게 명단을 올리고 문안하니 “망극하

다”고 답하 다. 

5월 13일 일기는 효종이 즉위한 것과 왕세손이 세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

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5월 14일 일기 “약방이 동궁에게 문안하는데, 兼輔德 柳慶昌이 나아갔

다”, “조정이 동궁에게 문안하는데, 輔德 姜與載가 나아갔다”에서 말하는 동궁은 

효종이 아니라 효종의 장남(훗날 현종이 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孝宗東宮日記  제4책 1649년 5월 14일∼12월 30일의 기록은 顯宗

(1641∼1674)이 세자일 때의 일기이니, 孝宗東宮日記 라는 표제 아래 같이 편집

되어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3. 講義 종류와 특징 

왕세자는 書筵에서 經史를 공부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추게 되는데, 강의 시간

과 방식에 따라 朝講ㆍ晝講ㆍ夕講ㆍ會講으로 구분하며, 이외에 召對와 夜對를 통

해서도 공부를 하 다. 소대와 야대는 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비정규 강의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동궁일기 를 실제로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강의의 특징

을 서술했으므로 소략한 감이 있다. 따라서 이들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晝講ㆍ朝講ㆍ會講의 개념

흔히 조강은 해뜨는 시각에, 주강은 정오 무렵에, 석강은 오후 2시경에 하는 강

의로 알려져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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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년(성종 1) 1월 8일. 대왕대비가 전교하 다. “… 朝講에서 당상관이 음과 뜻

[音義]을 進講하여 주상께 이미 習讀하게 하 는데, 晝講官이 혹시 다시 다른 뜻을 

설명한다면 주상께서는 반드시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후부터는 

조강의 당상관이 그대로 晝講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6)

1474년(성종 5) 6월 18일. 전에는 아침에 綱目 을 강독하고 낮에 다시 아침에 배

운 것을 강독하며 저녁에 전날 배운 것을 강독하 다”7)

조선전기 기록인 성종실록 을 통해서 볼 때, 아침ㆍ점심ㆍ저녁, 하루에 세 차

례의 공부가 있었으며, 朝講 다음에 행하는 수업 명칭이 晝講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기록인 昭顯東宮日記 (奎 12821)에서 朝講과 晝講이란 용어

가 조선전기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즉 주강이 조강과 동

일한 시간에 행해지며, 주강에는 上番과 下番 둘이 참석할 뿐이나, 조강에는 상ㆍ

하번 외에 賓客 및 장령ㆍ지평ㆍ헌납 등이 참석하여, 조강과 주강이 시간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관원 수와 강의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8)

그렇다면 昭顯東宮日記 에 바로 이어지는 孝宗東宮日記 에서는 조강과 주강

이란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강은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조강은 아주 드물게 행해졌다. 1646년 일기

는 유실되었으니 그 해의 일은 알 수 없고, 1645년에서 1649년 사이의 기록에 나

타난 조강 횟수는 6차례뿐이다.9) 조강을 주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강은 조

강 바로 전 시간의 것을 택했다.   

<표 1> 朝講과 晝講 비교

 5) 김문식ㆍ김정호, 2003 조선의 왕세자교육 , 김 사, 230면. 

 6) 成宗實錄  권2, 성종 1년 1월 丁亥.

 7) 成宗實錄  권43, 성종 5년 6월 辛未. “先是朝講綱目, 晝又講朝授, 夕講前日授”

 8) 김남기, 2006 ｢《소현동궁일기》― 교육의 실제와 도서 정비 과정 ―｣ 奎章閣  29, 30면.

 9) 1647년 3월 27일, 1647년 8월 14일, 1648년 윤3월 2일, 1648년 7월 7일, 1648년 9월 26일, 1649
년 3월 8일. 

1647년 3월 22일 주강 1647년 3월 27일 조강

시각 진시 정각(오전 8시) 진시 정각(오전 8시)

참석자 문학 곽지흠(상번), 사서 강호(하번) 우부빈객 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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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권령, 사간 민광훈 
문학 곽지흠, 사서 강호

방식

왕세자가 전에 배운 것을 외우고 책을 보

며 해석한 뒤에 상번과 하번이 논어  子

罕 20장∼22장을 진강함.

왕세자가 논어  子罕 20장∼제22장
을 외우고 책을 보며 해석한 뒤에 우

부빈객이 子罕 23장∼25장을 진강함.

1647년 8월 11일 주강 1647년 8월 14일 조강

시각 묘정 2각(오전 6시 30분경) 묘정 2각(오전 6시 30분경)

참석자 겸필선 임전(상번), 설서 최일(하번)
좌부빈객 조경 

지평 이성항, 헌납 권령 
겸필선 임전, 설서 최일

방식
상번과 하번이 논어  憲問 27장∼33장
을 진강함.

왕세자가 논어  憲問 27장∼33장을 
외우고 책을 보며 해석한 뒤에 좌부빈

객이 憲問 34장∼제36장을 진강함.

1648년 3월 28일 주강 1648년 윤3월 2일 조강

시각 진초 1각(오전 7시 15분경) 진시 초(오전 7시 경)

참석자 겸필선 조형(상번), 설서 심유행(하번)
우빈객 조경 

지평 이유석, 헌납 정유 
문학 최후윤, 사서 임중

방식

왕세자가 전에 배운 것을 외운 뒤에

상번과 하번이 맹자  公孫丑上 2장 전
반을 진강함

왕세자가 맹자  公孫丑上 2장 전반을 
외우고 책을 보며 해석한 뒤에 우빈객

이 公孫丑上 2장 중반을 진강함

1648년 7월 6일 주강 1648년 7월 7일 조강

시각 시각표시 없음 시각표시 없음

참석자 문학 이홍연(상번), 겸사서 이해창(하번)
좌부빈객 김광욱 

집의 양만용, 사간 김응조 
문학 이홍연, 겸사서 이해창

방식

왕세자가 맹자  滕文公下 5장을 외우
고 책을 보며 해석한 뒤에, 상번과 하번
이 滕文公下 6장∼7장을 진강함.

왕세자가 맹자  滕文公下 6장∼7장을 
외운 뒤에 滕文公下 8장∼9장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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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강과 주강은 공부하는 시간대가 같으며, 왕세자가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외우고 해석하여 복습한 뒤에 진도를 나가는 방식도 같다. 다른 점은 주강에는 상

번과 하번만 입시하나, 조강에는 상번과 하번 외에 좌빈객ㆍ우빈객ㆍ좌부빈객ㆍ

우부빈객 등 빈객 1인과 사간원 관원 1인, 사헌부 관원 1인,10) 도합 3명이 더 참석

한다는 것이다.

조강에서 대개 강의를 주도한 사람은 빈객이지만, 참석자 모두 강의 내용에 참

여하여 왕세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 다. 상번과 하번은 물론

이거니와 사헌부ㆍ사간원 관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1647년 8월 14일에 

지평 이성항, 1648 윤3월 2일 지평 이유석, 1648 7월 7일에 집의 양만용, 9월 26일

에 사간 양만용, 1649년 3월 8일에 장령 강여재와 헌납 이천기가 세자의 물음에 

답하거나 보충설명하 다. 

따라서 昭顯東宮日記 와 孝宗東宮日記 를 통해서 볼 때 조강과 주강은 같은 

10) 헌납ㆍ사간ㆍ정언은 사간원 소속이고, 집의ㆍ장령ㆍ지평은 사헌부 소속이다.

1649년 3월 5일 주강 1649년 3월 8일 조강

시각 묘정 2각(오전 6시 30분경) 묘시 정각(오전 6시)

참석자 문학 이광재(상번), 설서 최일(하번)
좌부빈객 한흥일 

장령 강여재, 헌납 이천기 
필선 이재, 설서 최일

방식
상번과 하번이 맹자  盡心上 23∼25장
을 진강함.

왕세자가 맹자  盡心上 23∼25장을 
외우고 해석한 뒤에 좌부빈객이 盡心

上 26∼27장을 진강함.

1648년 9월 19일 주강 1648년 9월 26일 조강

시각 시각표시 없음 시각표시 없음

참석자 문학 임중(상번), 겸사서 이해창(하번)
좌부빈객 한흥일 

사간 양만용, 지평 심유행 
보덕 유경창, 설서 이후

방식

왕세자가 전에 배운 것을 외운 뒤 상번

과 하번이 맹자  離婁上 26장∼28장을 
진강함.

맹자  離婁上 26장∼28장을 외우고 
해석한 뒤에 좌부빈객이 離婁下 1장∼
2장을 진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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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의 구성이 다를 뿐이어서, 조강이

라는 용어의 의미가 조선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會講은 세종대(1418∼1450)에는 매월 1일, 11일, 21일, 그리고 경서를 처음 읽는 

날 행해졌으나, 인조대(1623∼1649)에 들어와 매월 2일과 16일 두 차례 거행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11) 

그러데 1645년 10월에서 1649년 사이(1646년은 미확인)에 왕세자가 병을 앓다

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12) 傅ㆍ賓客 등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므

로,13) 國忌日 또는 私忌日이므로,14) 大祭 재계와 겹치므로,15) 師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16) 문무과 唱榜 거둥과 겹치므로,17) 칙사가 관소에 있다는18) 등의 이

유로, 회강을 행하지 못하여, 孝宗東宮日記 에는 회강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리하여 부득이 昭顯東宮日記 (奎12821)를 참조하여 회강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표 2> 회강 방식

11) 김문식ㆍ김정호, 2003 조선의 왕세자교육 , 김 사, 231-232면.

12)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정월 29일(辛未); 3월 14일(乙卯).

13)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2월 14일(乙酉).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1월 14일(己
巳).

14)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2월 30일(辛丑).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7월 14일(丁
丑).

15)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3월 30일(辛未).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정월 29일(乙
丑).

16)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6월 14일(癸未); 7월 14일(癸丑).

17)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11월 14일(甲戌).

18)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월 30일(己丑).

1625년 5월 13일 주강 1625년 5월 16일 회강

시각 묘시 정각(오전 6시) 묘시 정각(오전 6시)

참석자
문학 이여황(상번), 사서(하번) 
김육 

傅 윤방, 二師 이정구 
좌빈객 김류, 좌부빈객 오윤겸 
장령 강대진, 정언 고부천
필선 오준, 문학 이여황 
사서 김육, 설서 김광혁, 겸설서 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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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通鑑節要  권2, ｢周紀｣ 赧王下. 

20) 通鑑節要  권2, ｢周紀｣ 赧王下. 

21) 通鑑節要  권2, ｢後秦紀｣ 秦始皇下. 

22) 通鑑節要  권2, ｢後秦紀｣ 二世皇帝. 

방식

상번과 하번이 통감  권2의 ‘王
齕久圍’∼ ‘爭爲嗣矣’19)를 진강

함. 

왕세자가 통감  권2의 ‘王齕久圍’부터 ‘爭爲
嗣矣’까지를 외운 다음, 傅ㆍ二師ㆍ좌빈객ㆍ
좌부빈객 등이 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서 왕세

자의 답을 듣고 보충설명을 한 뒤에 傅가 권2 
‘異人’∼‘有寵於秦矣’20)를 진강함.

1628년 10월 14일 주강 1628년 10월 16일 회강

시각 진시(오전 7시∼9시) 진시(오전 7시∼9시)

참석자
문학 이경(상번), 설서 김원립(하
번)

傅 김류, 좌빈객 이귀 
집의 김반, 사간 권도 
보덕 조방직, 필선 권집, 문학 이경 
사서 조석윤, 겸사서 김육, 설서 김원립

방식 상번과 하번이 논어  子罕 7장 왕세자가 논어  子罕 7장∼10장까지 외운 다

1625년 6월 14일 주강 1625년 6월 16일 회강

시각 묘시 정각(오전 6시) 묘시 정각(오전 6시)

참석

자

문학 이여황(상번), 사서 김육
(하번) 

傅 윤방, 二師 이정구, 
좌빈객 김류, 우빈객 이귀, 좌부빈객 오윤겸, 
우부빈객 정경세, 
지평 민응형, 정언 홍명구
필선 오준, 겸필선 이준,  
문학 이여황, 사서 김육, 겸사서 김시양, 
설서 김광혁, 겸설서 박황

방식

상번과 하번이 통감  권2의 
‘三十七年’∼‘驪山下’21)를 진강

함.

왕세자가 통감  권2의 ‘三十七年’부터 ‘驪山
下’까지를 외운 다음, 傅ㆍ二師ㆍ좌빈객ㆍ우
빈객이 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서 왕세자의 

답을 듣고 보충설명 한 뒤 傅가 통감  권2의 
‘二世’∼‘屯衛咸陽’22) 진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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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강을 주강과 비교해보면, 시간대가 같을 뿐 진강방식과 참석자는 다르다. 회

강에서는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사ㆍ부ㆍ빈객 등이 왕세자에게 자세히 물어서 왕

세자의 답을 듣고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거나, 왕세자가 이들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음으로써 전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히 익힌 다음 진도를 나갔다. 참석자

도 師ㆍ傅ㆍ二師ㆍ좌빈객ㆍ우빈객ㆍ좌부빈객ㆍ우부빈객,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 

각 1인 및 상번과 하번을 비롯한 기타 다른 시강원 관원이 참석하 다. 

한편 회강은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매달 2일과 16일로 정해져 있다.

1647년 8월 14일(임오) 비가 종일 내림

입번이 “오는 16일이 會講日인데 사(師, 金自點)의 집에서 洛城尉 親迎禮23)를 하니 

회강을 할 수 없기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아뢰니 “알았다”고 답하 다.

1647년 8월 29일(정유) 아침에 흐림

입번이 “오는 9월 2일이 회강일인데, 사(師, 김자점)는 날마다 도감을 감독하고24) 

23) 낙성위(洛城尉)는 김자점의 손자인 세룡(世龍)으로서 인조의 서녀인 효명옹주(孝明翁主)와 
혼인하 다. 친 (親迎禮)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이다. 

∼10장을 진강함
음, 傅와 좌빈객이 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서 
왕세자의 답을 듣고 보충설명한 뒤, 왕세자가 
子罕｣ 10장∼11장 읽고 熟讀함. 

1629년 3월 28일 주강 1629년 4월 2일 회강

시각 진시(오전 7시∼9시) 묘시 정각(오전 6시)

참석자
문학 심동구(상번), 사서 조석윤
(하번)

師 오윤겸, 傅 김류 
우빈객 김상용, 우부빈객 장유 
지평 정백형, 헌납 이경증
겸필선 김반, 문학 심동구, 사서 조석윤, 설서 
이상형 

방식
상번과 하번이 논어  衛靈公 

31장∼33장을 진강함.

왕세자가 논어  衛靈公 31장∼33장을 외우고 
해석한 뒤에, 왕세자가 이에 대해 질문하자, 
사ㆍ부ㆍ우부빈객이 설명을 해준 다음, 師가 
衛靈公 34장∼40장을 진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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傅는 아직 差出하지 않았으며, 賓客은 지방에 나가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니 쉬는 것

이 어떠한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알았다”고 답하 다.

그러나 조강은 회강처럼 일정한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입번이 

왕세자에게 여쭈어서 왕세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 

1647년 3월 26일(정묘) 맑음 

내일 서연을 어찌할지 여쭈니, “조강을 하겠다”고 답하 다. 

1648년 윤3월 1일(병인) 맑음

입번이 내일 서연에 대하여 여쭈니 “조강을 하겠다”고 답하 다.25)

2) 강의 시각 

앞 장에서 조강과 회강의 시각은 주강과 같다는 것을 이미 살폈으므로, 朝講과 

會講의 시각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1) 晝講

1645년에서 1649년까지 효종의 왕세자 시절 晝講 시각을 살펴본 결과, 대략 춥

고 낮이 짧은 10월 하순에서 1월 중순 사이는 오전 9시대에 주강을 시작하 고, 

낮이 상대적으로 긴 4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오전 6시대에, 1월 하순에서 3월까지

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오전 7시와 8시대에 하 다. 물론 1649년 일기

를 보면 3월에 오전 6시대에 한 경우도 있으니, 위에서 말한 것은 대략적으로 그

렇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강 시각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6)  

한편, 1649년 5월 14일부터는 현종의 왕세자 시절 일기인데, 당시 현종은 8세

다. 효종이 왕세자일 때(27세∼30세)는 한겨울의 서연 시각이 巳初 1刻을 지나지 

않은 것에 비해, 현종의 경우에는 巳初 1刻에 시작하기도 했지만, 巳初 3刻27)이나 

24) 창덕궁을 수리하기 위하여 도감을 설치하 으며, 1647년(인조 25) 11월에 창덕궁으로 이어했
다. 인조실록  권48, 인조 25년 11월 戊申 참조. 

25) <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8월 13일(辛巳); 戊子(인조 26) 9월 25일(丙戌); 己丑(인조 27) 
3월 7일(丙寅)>에도 위 인용문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26) 날짜 사이에 간격이 많은 것은 서연을 쉬었거나 서연 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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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효종의 왕세자 시절 晝講 시각

27)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2월 18일(壬午), 12월 21일(乙巳).

卯正(오전 6시) 辰初(오전 7시) 辰正(오전 8시) 巳初(오전 9시)

1645
10월 6일∼
10월 9일 辰正

1647

4월 11일 卯正
4월 12일 卯正 3刻
4월 17일∼
4월 28일 卯正 3刻
4월 29일∼
5월 3일 卯正 1刻
5월 4일 卯正
5월 5일 卯正 1刻
5월 6일 卯正
5월 13일 卯正 1刻
5월 14일∼
7월 11일 卯正 
7월 20일∼
8월 17일 卯正 2刻

4월 9일 辰初
8월 18일∼
9월 3일 辰初
9월 4일∼
9월 11일 辰初 3刻

3월 19일∼
4월 4일 辰正
4월 13일 辰正
9월 14일 辰正 1刻
9월 16일∼
10월 5일 辰正
10월 12일∼
10월 14일 辰正 3刻

1월 9일∼
1월 12일 巳初
10월 20일∼
10월 21일 巳初 1
刻

10월 22일∼
12월 27일 巳初

1648

윤3월 19일∼
윤3월 22일 卯正 4刻
윤3월 25일∼
4월 13일 卯正 
5월 7일 卯正 4刻
6월 10일∼
6월 12일 卯初 1刻
6월 13일∼
7월 23일 卯正
7월 24일∼
7월 27일 卯正 3刻

3월 25일∼
윤3월 3일 辰初 1각
윤3월 5일 辰初 1각
윤3월 8일 辰初
윤3월 9일 辰初 1각
윤3월 11일∼
윤3월 14일 辰初
윤3월 18일 辰初
8월 24일 辰初 1刻

1월 26일∼
2월 30일 辰正
윤3월 4일 辰正
윤3월 17일 辰正

1월 11일∼
1월 12일 巳初
11월 巳初 1刻28)

12월 18일∼
12월 27일 巳初

1649

3월 5일 卯正 2刻
3월 10일∼
4월 12일 卯正
4월 28일∼
4월 29일 卯初 1刻

2월 25일∼
3월 4일 辰初
 

1월 17일∼
1월 18일 辰正 2刻
1월 19일∼
1월 27일 辰正

1월 8일 巳初
1월 16일 巳初 1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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巳正 1刻29)에 시작하기도 하여 오전 10시 전후에 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를 배려한 조치일 것이다. 

(2) 夕講

석강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未正, 즉 오후 2시에 행했다.

1647년 5월 26일(병인) 흐리다가 맑다 함 

○ 미시 정각에 上番과 下番이 入侍하여 大學衍義  ‘萬章問曰’부터 ‘其爲不孝可

知’까지 講하 다. 

1647년 8월 27일(을미) 맑음

○ 미시 정각에 상번과 하번이 입시하여 대학연의 의 ‘詩皇矣’부터 ‘非所知也’까

지 강하 다. 

1648년 2월 4일(기사)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림

○ 미시 정각에 상번과 하번이 입시하 다. 왕세자가 전에 배운 대학연의 를 

전의 방식대로 강하 다. 이어서 ‘唐太宗貞觀十年’부터 ‘論天理人倫之正’까지 강하

다. 

(3) 夜對ㆍ召對

孝宗東宮日記 에 야대에 관한 기록은 세 번 나타나는데, 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酉時(오후 5시∼7시) 또는 戌時(오후 7시∼9시)에 하령하여 궐문이 닫

힌 후 밤에 시작하 다. 

1648년 윤3월 28일(계사) 맑음

○ 戌時에 “야대를 하겠다”고 하령하 다.

궐문을 닫은 후 상번 겸필선 조형과 설서 심유행이 입시하여 대학연의 의 ‘顔淵

問仁’부터 ‘爲己任而不疑也’까지 진강하 다.

1648년 7월 12일(을해) 맑음

28) 孝宗東宮日記  1648년 11월 일기에 서연시각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0월 27일에 날씨가 
추우니 앞으로 巳初 1刻으로 늦추어서 서연을 시작하도록 정하 으므로, 11월의 서연시각을 
추정하 다. 

29)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1월 10일(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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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酉時에 “오늘 야대를 하겠다”고 하령하 다.

궐문이 닫힌 후 필선 강여재와 설서 황준구가 입시하여 대학연의 의 ‘中庸程頤曰

不偏之謂’부터 ‘所待於外也’까지 진강하 다.

孝宗東宮日記 에 召對30)에 관한 기록은 세 번 나타난다. 소대를 하겠다는 하

령을 午後31)ㆍ午時ㆍ午刻32)에 내렸으나, 언제 시작하 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야대가 밤에 하는 것이니, 소대는 오후의 어느 시간에 했으리라 짐작된다. 

1649년 3월 18일(정축) 아침에 흐리다 저녁에 맑음

午時에 “소대를 하겠다”고 하령하 다. 상번과 하번이 서연에 입시하여 대학연의

의 ‘誠者天之道’부터 ‘不仁甚矣’까지 강하 다.

참고로 소대와 야대에서는 대학연의 를 강하 는데, 이는 당시 석강에서 공부

하던 교재 다. 

4. 書筵의 실상 

1) 강독한 책 

효종이 왕세자 시절 주강에서 강독한 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孝宗東宮

日記 는 날짜 표시 없이 或問 을 강독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기록은 

1645년 10월 5일 일기로 확인되었으며, 或問 은 大學章句 의 참고도서로 채택

된 것이므로,33) 10월 5일 주강에서 大學章句 를 강독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

30) 喪中 卒哭 전에 書筵을 낮추어 召對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남기, 2006, ｢《소현동궁일
기》― 교육의 실제와 도서 정비 과정 ―｣, 奎章閣  31면>. 孝宗東宮日記 에서의 용례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31)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3월 14일(癸酉).

32)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4월 5일(癸巳). 

33) 孝宗東宮日記  乙酉(인조 23) 10월 6일(甲申). “辰正, 弼善金汝鈺․司書李泰淵入侍, 講大學. 
世子背誦如昨. 講官進講, 自凡傳文, 止釋新民. 參考或問, 自或問一章而下, 止止於是而已矣. 
音釋講讀如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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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월 6일에 강독한 大學章句 의 진도가 ‘凡傳文’(經 1장)’에서 ‘釋新民’(傳 2

장)까지이니 이즈음에 大學章句 를 갓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645년 10월 9일에 大學章句  ‘聽訟章’(傳 4장)부터 ‘補亡章’(傳 5장)까지 강독

했으며, 10월 10일은 몸이 안 좋은 듯하여 주강을 쉬었다. 10월 12일의 入學禮, 10

월 15일의 義昌君34) 喪 등으로 부득이 쉬기도 했으며, 중요한 것은 왕세자가 아파

서 10월 10일 이후 그 해 말까지 한 번도 서연을 열지 못했다.

1646년(인조 24) 일기는 유실되었으며, 1647년(인조 25)에는 1월 9일에 첫 주강

을 하 는데, ‘子罕言’부터 ‘拜下禮也’까지 강독하여 論語集註  권9 ｢子罕｣편을 

공부하 다. 따라서 1645년에 大學章句 를 마치지 못했으니, 1646년에 계속해서 

大學章句 를 강독하여 끝낸 다음에 論語集註 를 시작하 으리라고 추측된다. 

1646년에 시작한 論語集註 는 1648년(인조 26) 1월 17일에 마치었고, 그해 1월 

26일부터 孟子集註 를 시작하여 1649년(인조 27) 4월 12일에 마치었다. 

中庸章句 를 1649년 4월 28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주강을 하고는 인조가 편

찮은 관계로 계속 서연을 쉬었다. 

1649년 5월 8일에 인조가 승하함에 따라, 5월 13일에 효종이 즉위하 다. 9월 

20일에 장례를 지냈고, 10월 3일에 卒哭祭를 지냈다. 10월 23일에 효종은 비로소 

經筵을 열어 왕세자 시절 1장 중간까지 진도를 나갔던 中庸章句 를 강독하 는

데, 중간에 한동안 쉬었으므로 다시 序부터 새로 시작하 다.35)     

이제 석강에서 강독한 책을 살펴볼 차례이다. 孝宗東宮日記 는 1645년 10월 5

일부터 시작되는데, 왕세자가 아픈 바람에 1645년에는 주강을 10월 5일, 6일, 8일, 

9일 4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았고, 석강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1646년 일기

는 유실되었으며, 1647년 4월 5일에 비로소 석강에서 大學衍義 를 강독한 기록

이 나오는데, 강의 진도가 大學衍義  중간부분이니, 1646년에 이미 大學衍義

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648년, 1649년 석강에서도 大學衍義  강독은 

계속되었으며, 효종이 왕으로 즉위한 뒤 베푼 경연의 석강에서도 여전히 계속되

었다.36)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義昌君: 1589(선조 22)∼1645(인조 23). 인빈 김씨 소생으로 선조(1552∼1608)의 庶8남. 인조
의 작은아버지가 된다. 

35) 孝宗實錄  권2, 효종 즉위년 10월 戊申. “上始御晝講, 講中庸序.”

36) 孝宗實錄  권2, 효종 즉위년 12월 丁亥. “上御夕講, 講大學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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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효종이 왕세자 시절에 강독한 책 

이상, 효종이 왕세자 시절 강독한 책을 살펴보면 朱子가 大學章句 의 ｢讀大學

法｣에서 다음과 같이 공부하는 차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순서로 공부하

음을 알 수 있다. 

論語 와 孟子 는 일에 따라 문답하여 요령을 보기가 어렵거니와 오직 大學 은 

曾子가 孔子께서 옛 사람들이 학문하던 큰 방법을 말 하신 것을 記述하 고, 문인

들이 또 傳述하여 그 뜻을 밝혔다. 그리하여 앞뒤가 서로 因하고 體統이 모두 갖추어

졌으니, 이 책을 완미하여 옛 사람이 학문하면서 향했던 바를 알고, 論語 와 孟子

를 읽으면 곧 들어가기가 쉬우니, 後面의 공부가 비록 많으나 大體가 이미 서게 된

다.37)

한편 효종동궁일기  제4책 1649년 5월 14일∼12월 30일의 기록은 현종이 세자

일 때의 일기인데, 그 기간에 현종이 강독한 책은 小學 이다. 

2) 서연 日數 

(1) 1645년 10월∼1649년 5월 효종의 講學 與否   

1645년 10월에서 1649년 5월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은 孝宗東宮日記 를 통해 

효종과 관계된 서연(경연)38)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1649년 5월 13일에 효

종이 즉위하 으므로, 1649년 5월 14일 이후부터는 효종의 경연기록이 孝宗東宮

日記 가 아니라 孝宗實錄 에 나오는데, 통계의 편의상 講學 여부를 1649년 5월 

37) 大學章句  ｢讀大學法｣.

38) 1649년 5월 13일 효종이 즉위한 이후는 왕으로서 공부하는 것이니 서연이 아니라 경연이란 
용어를 써야 하므로 서연(경연)이라 표기하 다.   

주강 석강

大學章句 或問 : 1645년 10월→ 

論語集註 : 1646년∼1648년 1월 17일 大學衍義

孟子集註 : 1648년 1월 26일∼1649년 4월 12일 大學衍義

中庸章句 : 1649년 4월 28일→ 大學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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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표시하 다. 

강학을 행한 경우 <주강◯ 석강● 조강☆ 회강★ 소대◇ 야대◆> 표시를 하

으며, 쉰 경우는 <x> 표시를 하 다. 서연을 쉰 이유를 명확히 알 때는 <x>표시 

대신 서연을 쉰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 세자가 아픈 경우는 세병, 大殿이 아픈 경

우는 대병, 중전문안은 중문, 下馬宴은 下宴, 上馬宴은 上宴, 翌日宴은 翌宴, 형벌

집행은 刑行, 望闕禮는 望闕로 약칭하 다. 

<표 5> 1645년 10월∼1649년 5월 효종의 講學 與否 

1645년 10월

1645년 11월 

1645년 12월

1647년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중문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x x x x x x x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x x x x x x x x x x x 郊迎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x x x x x x x ○ ○ ○ ○ 재계 國忌 세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x x x x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齋戒 ○ ○ 세병 재계 입학례 x x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喪 喪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孝宗東宮日記 를 통해 본 書筵 양상 101

1647년 2월

1647년 3월 

1647년 4월

1647년 5월

1647년 6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國忌 x x x x x x x x x x x x 세병 세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x x x 세병 세병 세병 세병 郊迎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國忌 下宴 x x x x x x x x x 餞宴 x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x x ○ ○ ○ ○● x 國忌 相見 x ☆ ○ 재계 國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계 재계 대제 ○ ○● 재계 國忌 상견 ○● ○● ○● ○● ○● 재계 國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중문 ○ ○ ○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 ○● ○● ○ ○ ○ 私忌 재계 國忌 x x ○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私忌 喪 喪 ○ ○ 탄일 國忌 國忌 x ○● ○● x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x x ○ ○ ○ ○ ○ x ○ ○ x ○ ○ 月食齋戒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避正堂 중문 ○ ○ ○ x ○ ○ ○ ○ 재계 國忌 國忌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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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 7월 

1647년 8월 

1647년 9월 

1647년 10월 

1647년 11월 

39) 9월 11일에 ‘내일 주강을 하겠다’라고 하 는데, 막상 9월 12일에는 주강을 했는지 안했는지
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9월 11일과 13일의 주강 진도를 확인한 결과 11일에는 논어집주  
｢계씨｣ 2장∼5장, 13일에는 ｢계씨｣ 10장∼11장을 강하 다, 따라서 12일에 주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國忌 중문 x x x 재계 재계 대제 재계 國忌 ○ 복습 복습 복습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복습 복습 복습 복습 ○ ○ ○ ○ 喪 喪 x x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 ○ ○ ○ x x x x ○ ○ 재계 私忌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 ○ ○● ○ 재계 國忌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x ○● ○● ○ x 재계 국기 x ○ ○ ○39) x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 x 迎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下宴 x 翌宴 ○ 재계 재계 x x x x ○ ○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x 餞宴 x x ○ ○ ○ ○ ○ x x x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x x x x x x x x ○ 대병 大殿移御 x x 國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 대병 대병 x x x x x ○ 대병 ○ 재계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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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 12월 

1648년 1월. 1월 17일 논어  마침. 1월 26일 맹자 시작. 

1648년 2월

1648년 3월

 
1648년 윤3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x ○ 대병 x 대병 x 재계 국기 ○ 대병 ○ 대병 刑行 대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相見 ○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 재계 국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계 국기 x x x x x x x x ○ ○ 재계 기신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 ○ ○ 재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기 재계 ○ ○● ○● ○● ○● ○● ○● ○ ○ ○ ○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재계 국기 ○● ○ ○ ○● ○ x x x x x x x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계 국기 중문 迎勅 ○ 下宴 x 翌宴 x x x 餞宴 x 세병 세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x x x x x x x x ○ ○ ○ ○ 재계 國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 ○● ○● ○ x x ○ ○ 奉審 ○ ○● ○ ○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중문 ○ ○● ○ x x ○ 問喪 x ○● ○ ○● ○◆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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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년 4월

1648년 5월 

1648년 6월

1648년 7월

1648년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복습 복습 복습 복습 大祭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 재계 국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중문  ○ x 喪 喪 喪 x x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중문 ○ 세병 재계 國忌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중문 x ○ 相見 ○ ○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 x x ○ ○ ○ ○ ○ ○ 재계 재계 국기 대병 재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기 재계 재계
대제

중문
x ○● ☆ x 재계 국기 ○● ○◆ x x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私忌 x x x x x x ○● ○ ○ x ○ x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대병 x x x x x x x x x x x x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대병 x x x x x x x ○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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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년 9월

1648년 10월

1648년 11월

1648년 12월

1649년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세병 ○ ○ ○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奉審 國忌 x x x x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x 대병 ○ ○ ○ ○ x x ○ x x x x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x x x x x ○ x x ○ ○ ○ ○ 재계 私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 ○ ○ ○ ○ x x x ○ ○ ○ ○ 재계 國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唱榜 중문 ○ ○ ○ ○ ○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세병 x x x x x x x x x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x x ○ ○ ○ ○ ○ x x ○ ○ ○ 國忌 國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x x x x 재계 大祭 ○ x x x x 國忌 國忌 중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迎勅 下宴 x x x ○ ○ ○ 복습 복습 望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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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 2월

1649년 3월

1649년 4월

1649년 5월

이상, 효종이 왕세자인 동안과 즉위한 달에 행한 講學 日數를 헤아리면 다음과 

같다.

40) 1649년 4월 25일∼4월 27일의 기사가 누락되어 있어서 서연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를 하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복습 복습 복습 x 上宴 餞宴 x x x x x x x x 책례습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國忌 國忌
世孫

冊禮
세병 세병 세병 x x x ○ ○ ○ x x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계 국기 ○ ○ ○ 奉審 x ☆ x ○ ○ ○ ○ ○◇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x 중문 ○◇ ○● ○ ○ ○ 國忌 國忌 相見 ○● ○ 國忌 國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재계 재계 大祭 x ○◇ 國忌 國忌 ○ 唱榜 ○ ○● ○ 복습 복습 國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중문 복습 복습 복습 복습 복습 x x x ?40) ? ? ○● ○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중문 대신喪 대병 대병 대병 대병 대병 승하 x x x x x x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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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645년 10월∼1649년 5월 효종의 講學 日數 

1646년 일기는 없으니, 1645년 10월부터 1649년 5월 사이, 즉 33개월 중 한 달에 

20일 이상 서연을 연 경우는 없었고, 15일 이상 20일 미만을 연 기간이 5개월, 10

일 이상 15일 미만을 연 기간이 8개월, 5일 이상 10일 미만이 10개월, 1일 이상 

5일 미만이 6개월이며, 하루도 서연을 열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이나 된다.   

(2) 1649년 5월∼1649년 12월 현종의 講學 여부

1649년 5월 13일에 효종이 왕위에 오름과 더불어 왕세손(훗날 현종이 됨)이 세

자로 불리게 되었다. 인조 喪을 당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시강원에서는 왕세

자(현종)의 講學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 고,42) 예조 또한 찬성을 하 으나, 

돈녕 김상헌이, 

“왕세자의 강학이 과연 하루가 급하지만 梓宮이 빈소에 계신데 한 쪽에서 開講하

는 것은 인정으로 보나 예문으로 보나 온당하지 않습니다. 堯舜의 도는 孝悌를 근본

으로 삼는 것이니 왕세자가 어린 나이에 익힐 바는 더욱 효제를 우선으로 삼아야 마

땅합니다. 그렇다면 산릉에 장사 지내기 전에는 우선 講을 쉬었다가 졸곡이 지난 뒤

에 비로소 서연을 열어 학문의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에 합당할 듯합니다.”

라고 아뢰자, 임금은 돈녕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 다.43)

10월 3일에 卒哭祭를 지냈으나, 왕세자(현종)가 아프므로44) 상을 당한지 6달이 

41) 1645년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서연을 시행한 날 수는 4일뿐이다. 효종동궁일기 가 1645년 
10월 5일부터 시작되므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연의 실행여부를 모르므로 ‘4(?)’이라 표
시하 다.

42)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6월 6일(甲午).

43)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6월 庚子.

1월 2월 3월 윤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45년 4(?)41)  0  0

1647년 4 0 6 12 14 17 5 19  10  9  5  8

1648년 7 18 5  18 2 1 11 8 1  12  10  14  13

1649년 8 4  1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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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649년 11월∼12월 현종의 강학 여부 

1649년 12월

다 되어가는 11월 2일에서야 비로소 서연을 열게 되었다.45) 1649년 11월과 12월 

사이의 왕세자의 강학 여부를 도표로 표시하면 <표 7>과 같다. 

3) 停筵 사유

세종과 문종이 각각 부왕 喪을 당한 지 6달이 지나서야 경연을 비로소 연 것에

서 보듯이,46)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書筵 또는 經筵을 열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

는 國喪이다. 

1649년(인조 27) 5월 8일에 인조가 승하하 고, 9월 20일에 葬禮, 10월 3일에 卒

哭祭를 지냈다. 졸곡제를 지낸 뒤인 10월 23일에, 즉 5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효종

은 경연을 열었다. 

또한 왕세자가 아픈 경우에는 부득이 서연을 열 수 없었고, 부왕이 편찮은 경우

에도 부왕을 위해 侍湯하거나 침 맞는 것을 살피기 위하여 서연을 열지 않았다. 

1645년(인조 23)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왕세자는 열이 나고 기침하며 가슴이 답

답한 증상을 수반하는 감기를 오래도록 앓았으므로,47) 세 달 동안 서연을 겨우 4

44)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0월 3일(戊子).

45)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11월 2일(丁巳).

46)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 5월 丙寅; 권18, 세종 4년 11월 乙亥; 권127, 세종 32년 2월 壬辰. 
文宗實錄  권3, 문종 즉위년 8월 壬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 ○ ○ ○ x x ○ ○ 相見 ○ ○ ○ 재계 國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x ○ 동지 ○ 相見 ○ ○ ○ ○ ○ ○ ○ 國忌 國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 ○ x x x ○ 國忌 國忌 ○ ○ ○ ○ ○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x ○ 재계 大祭 國忌 중전탄일 ○ ○ 재계 國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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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밖에 열지 못했고, 1647년(인조 25) 1월과 2월 중에는 감기를 앓아 몸이 쇠약해

졌고 2월말에는 눈에 종기까지 나는 바람에,48) 두 달 동안에 서연을 4일밖에 열지 

못했다. 1648년(인조 26) 5월에는 서연을 하루 밖에 열지 못했는데, 4월 말부터 인

조가 편찮았으므로 부왕을 보살펴야 했고, 또 5월 8일부터 세자의 귓속이 붓고 종

기가 생기어 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49)

책의 일정부분 진도를 나가면, 대개 나누어 묶어 놓은 책을 마칠 때마다 복습하

면서 음미하고자 10일 내외로 서연을 쉬었다. 예를 들면 1647년 4월 19일과 1647

년 7월 11일에 각각 논어 의 제4책과 제5책을 마치자 8일간, 9월 16일에 제6책을 

마치자 11일간, 1648년 윤3월 28일에 맹자  제2책을 마치자 13일간 서연을 쉬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까운 종친이나 大臣의 喪을 당하면 이를 애도하기 위하여 2∼3일간 서연을 

쉬었다. 실례를 들면 義昌君50)의 喪으로 인해 164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51) 

完城府院君 崔鳴吉의 喪으로 1647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52) 우의정 李行遠의 

喪으로 1648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연을 쉬었다.53)

儒家에서 孝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므로, 세자의 하루는 웃어른에게 문

안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인조의 繼妃인 莊烈王后(1624∼1688)가 건강이 좋지 않

아 1645년(인조 23) 11월 2일부터 昌慶宮에서 慶德宮54)으로 거처를 옮겼으므로,55) 

47) 시갈해기탕(柴葛解肌湯), 청화화담탕(淸火化痰湯), 당귀음(當歸飮), 가입사물탕(四物湯), 황금
탕(黃芩湯) 등을 가감하여 치료하 다. < 孝宗東宮日記  乙酉(인조 23) 11월 3일(辛亥); 11월 
5일(癸丑); 11월 10일(戊午); 11월 16일(甲子); 11월20일(戊辰); 12월 2일(庚辰)>.

48) 1월에 인삼패독산(人參敗毒散)과 이진탕(二陳湯) 등을 가감하여 감기를 겨우 치료하 으나, 
2월에 다시 몸이 안 좋아져 가입보중익기탕(加入補中益氣湯) 등을 복용하 고, 2월 말에는 
눈에 종기까지 나서 승마황련탕(升麻黃連湯)을 가감하여 복용하 다. < 孝宗東宮日記  丁亥
(인조 25) 1월 14일(丙辰); 1월 16일(戊午); 1월 21일(癸亥); 2월 20일(辛卯); 2월 24일(乙未)>.

49)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과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등을 가감하고 복용하고 침을 맞아서 귀
를 치료하 다. <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5월 8일(壬申); 5월 16일(庚辰)>.

50) 의창군(義昌君): 1589(선조 22)∼1645(인조 23). 인빈 김씨 소생으로 선조(1552∼1608)의 庶8
남. 인조의 작은아버지가 된다. 

51) 孝宗東宮日記  乙酉(인조 23) 10월 16일(甲午).

52)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5월 18일(戊午).

53)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4월 18일(壬子). 

54) 慶德宮: 광해군이 정원군(定遠君, 추존 元宗)의 옛 집에 왕기가 서렸다는 술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인왕산 남쪽 서대문 부근)에 1617년(광해군 9)부터 축조하여 세운 궁. 1620년(광해군 
12)경에 거의 완공되었으나, 광해군은 이 궁에 들지 못한 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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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가 문안하기 위해서는 경덕궁으로 거둥해야 했다. 매달 1일과 15일은 세자가 

몸소 찾아 뵙고 문안하고, 그 나머지 날은 시강원 관원을 보내어 문안하 다 따라

서 몸소 경덕궁에 가서 문안하는 매달 1일과 15일에는 서연을 쉬었다. 

祭禮의 경우에 당일은 물론 제례 전 재계하는 동안도 서연을 쉬었다. 宗廟社稷

大祭 같은 경우에는 3일간 致齋를 하므로 행사 이틀 전부터 재계를 해야 하므로, 

대개 행사 당일을 포함하여 2∼3일간,56) 國忌日에 2일간, 私忌日에 1∼2일간 서연

을 쉬었다. 봄ㆍ가을에 宗廟ㆍ永寧殿 및 肅寧殿을 奉審하는 날도 정기적으로 서

연을 쉬었다. 

이외에 중국 사신 접대와 文武科 唱榜 등 왕을 도와 행사에 참석하거나 왕 대신 

행사를 주관할 때 및 師ㆍ傅ㆍ賓客 등과 相見禮할 때 등에도 서연을 쉬었다. 

5. 시강원 관원

1) 상하번 교대

상번은 6명으로 보덕(정3품)ㆍ겸보덕(정3품)ㆍ필선(정4품)ㆍ겸필선(정4품)ㆍ문

학(정5품)ㆍ겸문학(정5품)이 담당하며, 하번은 4명으로 사서(정6품)ㆍ겸사서(정6

품)ㆍ설서(정7품)ㆍ겸설서(정7품)가 담당한다.57) 효종동궁일기 를 보면 아래 인

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 상번과 하번을 누가 하 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1647년 5월 26일(병인) 흐리다가 맑다 함 

상번과 하번을 그대로 하 다. 

○ 묘시 정각에 上番 輔德 趙贇과 下番 司書 洪處亮이 入侍하여 논어  ‘顔淵曰請

問其目’부터 ‘學者尤宜深玩’까지 강하 다. …

1647년 5월 27일(정묘) 잠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맑음 

고, 결국 왕위는 정원군의 장남(인조)에게 이어졌다. 조 때 원종의 시호가 敬德이므로 음이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慶熙宮으로 이름을 고쳤다. 

55)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11월 庚戌. 

56) 1647년 4월 1일∼3일, 7월 6일∼8일, 1649년 1월 6일∼7일 등이 그 실례이다.

57) 孝宗東宮日記  丁亥(인조 25) 6월 4일(癸酉). 



孝宗東宮日記 를 통해 본 書筵 양상 111

상번으로 필선 정언원이 교대하여 들어왔고 하번은 그대로 하 다. 

○ 묘시 정각에 보덕 조빈과 사서 홍처량이 입시하여 논어  ‘仲弓問仁’부터 ‘亦將

無己之可克’까지 강하 다. 진강하는 방식은 전과 같았다. 마치고 나갔다. “석강을 

하겠다”고 하령하 다. 

○ 미시 정각에 보덕 조빈과 사서 홍처량이 입시하여 대학연의  ‘子曰武王纘大

王’부터 ‘亦賢矣哉’까지 진강하고 강을 마쳤다. 

5월 27일 일기에 ‘상번으로 필선 정언원이 교대하여 들어왔고 하번은 그대로 하

다’라고 하 는데, 그날 주강과 석강에 입시한 사람은 조빈과 홍처량이다. 조빈

과 홍처량은 바로 전날인 5월 26일에 입직한 관원이다. 

따라서 동궁일기 의 상ㆍ하번 교대 기록58)은 궐문을 닫은 뒤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입직하는 관원에 대한 것이므로, 그들이 그날의 夜對와 다음날

의 주강ㆍ석강을 담당하 다. 이를 夜對를 행한 날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648년 7월 12일(을해) 맑음 

서연에 겸필선 이행진과 설서 황준구가 입시하 다. 왕세자가 전에 배운 것을 외

운 뒤, 강관이 맹자 ‘匡章曰陳仲子’부터 ‘可以爲廉哉’까지 강하 다.  

○ 상번을 교대하여 필선 강여재가 들어오고 하번은 그대로 하 다.

○ 유시에 “오늘 夜對를 하겠다”고 하령하 다. 

○ 궐문이 닫힌 후, 필선 강여재와 설서 황준구가 입시하여 대학연의 의 ‘中庸程

頤曰不偏之謂’부터 ‘所待於外也’까지 진강하 다.

즉, 7월 12일에 겸필선 이행진과 설서 황준구가 주강을 행하 는데, 저녁에 상

번을 교대하여 필선 강여재가 들어오고 하번은 그대로 하여, 필선 강여재와 설서 

황준구가 야대를 행하 다.

상하번 교대 방식을 살피고자, 샘플로 1647년 4월∼6월까지의 상하번 교대를 

도표로 표시하면 <표 8>과 같다. 낮에 근무했던 상ㆍ하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에 → 를 하 다. 

살펴본 결과 보통 2∼5일만에 입직을 교대하지만, 짧게는 하루만에 교대하기도 

하고, 길게는 23일씩 장기간 계속 입직하기도 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덕 김응

58) 물론 낮에 입직했던 관원이 그대로 밤에 계속 입직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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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647년 4월∼6월 상하번 교대

1647년 4월

 
1647년 5월

1 2 3 4 5 6 7 8 9 10

상번 →
문학

오정위
→ → → →

겸보덕

남노성
→ →

필선

정언원

하번 → →
설서

황준구
→ →

사서

홍처량

겸사서

엄정구

사서

홍처량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번 → → → →
문학

오정위
→ → →

필선

정언원
→

하번 → → → → → → → →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상번 →
보덕

조빈
→ → → →

필선

정언원
→ →

하번 →
설서

황준구
→ →

사서

홍처량
→ → → →

1 2 3 4 5 6 7 8 9 10

상번
보덕

김응조
→ → → → → → → → →

하번
사서

강호
→

겸사서

엄정구
→ →

설서

황준구
→ →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번 → → → → → → → → →
필선 

정언원

하번 → → → → → → → →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상번 → → →
겸필선

임전
→ →

겸보덕

남노성
→ → →

하번 → → → → → → → →
사서

홍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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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 6월

조가 상번으로 1647년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설서 황준구가 하번으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사서 최후윤이 하번으로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계속 입

직하 다. 

2) 시강원 관원에 대한 예우

왕세자는 나라의 장차 大統을 이어나갈 자로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만,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는 제자이기도 하다. 왕세자가 신하이면서 스승인 시강

원 관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다.

1645년(인조 23) 10월 12일에 왕세자가 성균관에서 學生巾服 차림으로 入學禮

를 행하 는데, 폐백을 바칠 때 왕세자가 서쪽에 서고 박사 우빈객 李植이 동쪽에

서 서향하 으며, 폐백을 바친 뒤 왕세자가 먼저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례로 절

하 다. 공부할 때도 박사가 동쪽에서 重席59)에 앉으며, 세자가 서쪽에서 單席60)

에 앉았고, 책상도 박사 앞에만 놓아서 세자는 책을 바닥에 놓고 읽었다.61) 이렇

59) 重席: 포갠 자리. 포갠 깔개의 수에 따라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 는데 천자는 5겹, 제후는 
3겹, 대부는 2겹이다. 

60) 單席: 한 겹만 깐 자리.

1 2 3 4 5 6 7 8 9 10

상번 →
겸보덕

남노성
→ →

문학

오정위
→ →

보덕

조빈
→ →

하번
설서

황준구
→ → →

겸사서

엄정구
→

사서

최후윤
→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번 → → →
겸필선

유심
→ →

문학

오정위
→

필선

박길응
→

하번 → → → → → → → →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상번 → → → → → → →
문학

오정위

겸문학

오정일
→

하번 → → → → → → → → →
겸사서 

엄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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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입학례를 행할 때는 왕세자가 학생 신분으로서 스승보다 낮게 처신하 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마치고 다시 동궁으로 돌아와서는 왕세자는 미래

의 왕 신분으로 처신하면서 스승을 예우하게 된다. 효종현동궁일기 에는 회강 

기록이 보이지 않고, 바로 앞 시기의 소현동궁일기 에는 회강의 강의 내용은 자

세히 실려 있으나 예절이 소략하게 실려 있으므로, 1784년(정조 8)에 편찬된 侍

講院志  書筵侍講儀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강례를 행할 때 輔德(정3품) 이하는 먼저 뜰에서 왕세자에게 再拜하고 동 서

로 나누어 서있고, 師(정1품)ㆍ傅(정1품)ㆍ貳師(종1품)ㆍ賓客(2품)62)이 들어올 때

는 왕세자가 동쪽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맞이한다. 만약 師ㆍ傅ㆍ貳師가 없이 빈객

만이 들어올 때는 왕세자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기

다린다. 師ㆍ傅ㆍ貳師가 서쪽 계단에서 먼저 계단을 오르면 왕세자가 그 뒤에 오

르고, 빈객은 왕세자가 오르기를 기다려 오른다. 師ㆍ傅ㆍ貳師가 서쪽에서 동향

하여 서면 왕세자가 동쪽에서 師ㆍ傅ㆍ貳師에게 頓首再拜하고 師ㆍ傅ㆍ貳師가 

답배로 頓首再拜하고 빈객도 따라서 재배한다. 師ㆍ傅ㆍ貳師가 먼저 앉고서 왕세

자가 앉으며, 빈객은 왕세자가 앉기를 기다려 앉는다. 그 다음 보덕 이하가 올라

와 앉는다. 강의가 끝나면 보덕 이하가 먼저 내려가 처음처럼 서 있고, 師ㆍ傅ㆍ

貳師ㆍ賓客이 계단을 내려갈 때 왕세자가 동쪽 계단 아래로 내려와 전송한다. 왕

세자가 다시 들어오면 보덕 이하가 나간다.63)

즉, 궁에서는 왕세자가 동쪽에 위치함으로써 師傅보다 위상이 높다. 그러나 사

부가 진강하러 들어올 때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맞이하고 먼저 재배하여 스승으

로서 예우하 다. 빈객만이 들어올 때는 계단 아래로 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좌석

에서 서서 맞이하 으며, 빈객이 먼저 왕세자에게 절하 고 왕세자는 控首하여 

답배함으로써 빈객 이하는 신료로 대우하 다. 

이런 상하관계는 엄격하여서 어지럽힐 수 없었다. 1649년 4월에 효종이 大君이

던 때의 스승이었던 겸필선 沈大孚가 상번으로 입직하자, 왕세자는 자신이 대군

시절에 스승으로 섬기었던 분을 궁관으로서, 즉 신료로서 대우하는 것은 情理상 

미안하다며, 入侍할 때의 禮貌가 다른 궁관과는 달라야한다고 여기어 예조에 물

61) 孝宗東宮日記  乙酉(인조 23) 10월 12일(庚寅).

62) 左右賓客은 정2품이고 左右副賓客은 종2품이다.

63) 侍講院志  上(서울대 규장각, 2003년 인), 109-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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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예조에서는 대군 시절에 심대부가 스승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왕세자를 보필

하는 宮官의 위치이니 궁관으로 대우해야지 사사로이 어지럽힐 수는 없다고 답하

다.64)

師傅가 卒逝하면 왕세자는 친히 그 집에 가서 吊祭하여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표하 다. 예를 들면, 師 던 昇平府院君 金瑬가 1648년(인조 26) 윤3월 5일에 卒

하자, 11일에 상번을 보내어 조문하고, 23일에는 친히 그 집에 가서 弔祭하 다.65) 

인조 실록 에는 “왕세자가 고 의정 김류의 집에 나아가 吊祭했는데, 일찍이 

世子師를 지냈기 때문이었다”66)라고 간단히 쓰여 있을 뿐이지만, 효종동궁일기

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의절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648년 윤3월 23일(무자) 맑음

○ 진시 정각에 왕세자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출궁하 다. 시위를 평소대로 

하 다. 돈화문 밖에 이르러, 필선 신속이 무릎 꿇고 輿에서 내릴 것을 아뢰니 왕세

자가 여에서 내려 輦에 올랐다. 

故 승평부원군 김류의 상가 대문 밖 便次에 이르러, 필선이 무릎 꿇고 연에서 내

릴 것을 아뢰니 왕세자가 연에서 내렸다. 편차에 들어간 후 본원이 문안하니 “알았

다”고 답하 다. 

조금 있다가 왕세자가 천淺淡服과 烏犀帶를 갖추고, 궁관과 副率 羅星斗, 洗馬 尹

弼殷ㆍ朴崇☐ 등이 모두 천담복과 烏角帶를 갖추었다. 

필선이 ‘內嚴67)’을 贊請하 다. 主人相者가 주인을 인도하 다. 內外五屬之親이 각

자 그 服을 입고 자리에 나아가 곡하 다. 

필선이 무릎 꿇고 바깥 채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니 왕세자가 여를 타고 나왔다. 

필선이 앞에서 인도하여 대문 밖에 이르자 喪主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맞이하

다. 왕세자가 당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동쪽 섬돌로 올라가 먼저 靈에 절하 다. 이

어서 곡하는 자리로 나아가 왕세자가 哭臨하고 시종들 모두 곡하 다. 곡을 마치자 

궁관 行首가 명단을 올리고 위로하니 “알았다”고 답하 다. 

필선이 ‘撫慰喪主’라고 찬청하자, 왕세자가 나아가 주인의 손을 잡았고, 주인은 두 

번 절하 다. 

예를 마치고 필선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편차로 돌아왔고 왕세자가 輿에서 내려 편

64) 孝宗東宮日記  己丑(인조 27) 4월 23일(辛亥), 4월 24일(壬子).

65) 孝宗東宮日記  戊子(인조 26) 윤3월 11일(丙子); 윤3월 23일(戊子).

66) 仁祖實錄  권49, 인조 26년 윤3월 戊子.

67) 내엄(內嚴): 행례(行禮)할 마음의 준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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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들어갔다.

6.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孝宗東宮日記 (奎 12828)는 筆寫本이며 본래 5책이었으나, 1책이 유실됨으로

써 현재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645년 10월 5일부터 1649년 12월 30일까지의 일

기인데, 이중 1646년 일기가 유실된 것이다. 

현존 제4책에 해당하는 1649년 일기의 경우 孝宗東宮日記 라는 제목 아래 같

이 묶여 있지만, 5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기는 효종과 관련된 일기가 아

니라 현종의 왕세자 시절 일기이다. 

孝宗東宮日記  ― 회강의 경우 昭顯東宮日記 를 참조하 다 ― 를 통해 書筵

에 대해 살펴본 결과, 晝講은 대략 춥고 낮이 짧은 10월 하순에서 1월 중순 사이

는 오전 9시대, 낮이 상대적으로 긴 4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오전 6시대, 1월 하순

에서 3월까지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오전 7시와 8시대에 시작하 고, 

석강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오후 2시에 시작하 다. 

朝講과 會講의 시간대는 晝講과 같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외우고 책을 보면

서 해석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강의 방식면에서는 조강과 주강이 같으나, 조강

에는 빈객 1인ㆍ사헌부 관원 1인ㆍ사간원 관원 1인ㆍ상번 1인ㆍ하번 1인이 참석

하고 주강에는 상번 1인과 하번 1인이 참석한다는 점이 다르다. 

조강은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으나 회강은 매달 2일과 16일에 하는 것으로 정

해져 있다. 회강에 師ㆍ傅ㆍ二師ㆍ좌빈객ㆍ우빈객ㆍ좌부빈객ㆍ우부빈객 및 기타 

여러 시강원 관원, 사헌부 관원 1인, 사간원 관원 1인이 참석하며,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사ㆍ부ㆍ빈객 등이 왕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왕세자가 이들에게 질문하거나 

해서 심화학습을 한 뒤에 진도를 나가는 점에서 조강ㆍ주강과 다르다.

조강의 개념이 조선전기와 조선후기가 달라진 것처럼, 주강 참석자도 시기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도 했으므로,68) 위의 사실은 인조대의 소현동궁일기 와 효

68) 1745년( 조 21) 3월 주강을 행할 때 弼善ㆍ說書와 함께 右賓客이 참석한 실례가 있다. < 侍
講院志  上 31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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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동궁일기 에서 얻어진 결론임을 밝혀둔다. 

효종이 왕세자 시절인 27세에서 31세 사이에 서연의 조강과 주강에서 읽은 책

은 大學章句 와 或問 , 論語集註 , 孟子集註 , 中庸章句  첫부분이며, 석강

ㆍ소대ㆍ야대에서 읽은 책은 大學衍義 이다. 서연은 보통 한 달에 5일 이상 15일 

미만을 연 경우가 많았다.  

書筵에서의 禮는 장차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의 위상과 공부를 배우는 자로서의 

위상을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 1품관인 사․부가 進講하러 들어올 때는 왕세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맞이하고 먼저 頓首再拜하여 스승으로서 예우하 고, 강의가 

끝나 돌아갈 때도 왕세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전송하 다. 그러나 강의를 받을 

때는 왕세자가 동쪽에 위치하고 師․傅 이하가 서쪽에 위치함으로써 왕세자의 위

상이 사․부보다 높다. 2품관인 빈객 이하부터는 臣僚로 대우하여 빈객이 들어올 

때는 좌석에서 서서 맞이하 으며, 빈객이 먼저 왕세자에게 절하고 왕세자는 控

首하여 답배하 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入學禮를 행할 때는 왕세자가 학생 신분으로 처신하므로, 

그날 박사역할을 사람이 師ㆍ傅이든 빈객이든 상관없이, 왕세자가 서쪽에 서고 

박사가 동쪽에 서며, 폐백을 바친 뒤 왕세자가 먼저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례로 

절하 다. 

이상, 昭顯東宮日記 와 侍講院志 를 보충자료로 참조하면서 孝宗東宮日記

를 위주로 서연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顯宗東宮日記 로부터 純宗東宮日記 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나오는 동궁일기를 살피면 왕세자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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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rown Prince Lectures as seen through 
Crown Prince Hyojong’s Journal

 Kim Jong Su

Crown Prince Hyojong’s Journal (Gyu 12828) literally means the journal of 

Hyojong from his years as the crown prince. Hyojong was installed as the crown 

prince on September 27th, 1645 (Injo 23), and enthroned as the king on May 13th, 

1649; therefore, the journal’s last entry should have been dated May 13th of 1649, but 

the journal actually ends on December 30th, 1649. In other words, Crown Prince 

Hyojong’s Journal entries from May 14th, 1649, through December 30th, 1649, are not 

about Hyojong, but rather entries for Hyeonjong’s days as the crown prince. This 

journal was originally consisted of five volumes, but one of the volumes was lost in 

1646 and there is now only four left. 

Education for the crown prince was studied through Crown Prince Hyojong’s 

Journal.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jogang(朝講), jugang(晝講), and seokgang

(夕講) meant morning lecture, afternoon lecture, and evening lecture, respectively, 

during the former term of the Joseon dynasty, but jogang and jungang came to refer 

to morning lecture and seokgang to afternoon lecture during during the latter term of 

the Joseon dynasty. Jogang and jugang are identical interms of the duration and 

method of the lecture, but they differ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officials giving 

the lecture; There were more officials involved in jogang than there were in jugang. 

Furthermore, jugang took place on a daily basis, whereas jogang was considered a 

special lecture.

Seokgang took place at 2:00pm, regardless of what the season was. Jugang, or the 

morning lecture, however, was held at different times, depending on the season, 

ranging from approximately 9:00am during the winter to approximately 6:00a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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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and between 7:00pm and 8:00pm in the spring and fall. 

Keywords: Crown Prince Hyojong’s Journal(孝宗東宮日記), jogang(朝講), jugang

(晝講), seokgang(夕講), hwegang(會講), crown Prince Lectures(書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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