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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講院 부설기 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실교육

1)김 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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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조의 국왕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군왕 교육을 받았다. 왕세자로 책봉된 뒤 

동궁 기간 동안 군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품위·학식 뿐만 아니라 왕실 전례의 예법과 관
습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즉위한 이후 펼칠 자신의 정치적 이
상을 수립하고 정치적인 인맥을 확보하 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왕위계승자에 대한 교
육은 국왕과 신료 모두의 공통 관심사 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왕실에서는 왕세자 교육과 관련
된 일정한 규례를 마련하여 시행하 으며, 그 중심에 侍講院이 있다. 侍講院은 조선조 왕세자의 
교육기관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世子侍講院이다.1)1)시강원의 위상은 종종 弘文館과 承政院에 비견
되는데, 이는 시강원이 왕세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왕세자의 비서기관으로서 기능하 음
을 의미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왕세자 교육 및 왕실 교육의 전반적 양상은 김문식·김정호, 2003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 사)과 육수

화, 2007 조선후기 왕실교육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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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책수 분류번호 대상시기 비고
현종강서원일기 1책(22장) 奎 12830 1648.9.28-1649.5.13

한편, 시강원에는 여러 부설기관이 있다. 정조대에 편찬된 侍講院志 (권6)에 따르면 講書院
講學廳·輔養廳이 시강원에 설치되고 그 일은 侍講院節目을 따라 정한다고 하 다. 특히 부설기
관은 세자 책봉 전의 어린 元子나 世孫을 輔養하거나 講學하는 임무를 담당하 다. 원자나 원손
이 탄생하면 3세 이전에 보양청이 설치되고, 이들이 글을 읽을 무렵이 되면 강학청이 설치되었
으며, 세손의 교육을 위해서는 강서원이 설치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설기관은 일종의 조기교
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실의 조기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시강원지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육수화는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면 히 고찰하여, 조선왕실에서 왕위계승자
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
다.2)2)그런데 이들 부설기관이 설치된 시점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설치된 사례 또한 매우 드
물다. 즉 모든 임금이 이러한 부설기관을 통해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선초기의 
시강원 부설기관으로는 端宗을 위한 講書院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이
러한 왕실 조기교육의 규정이 차츰 마련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실교육의 체계나 조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의해 취해진 조치가 누적된 결과임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조선후기에 시강원 부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왕실교육을 
조선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왕실 조기교육으로 파악하 다.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
난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 다는 점에서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고는 시강원 부설기관의 설치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각 부
설기관에서 기록한 관청일기류(표 1)는 왕실 조기교육의 실상과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
로서 의미가 있다. 17-19세기에 걸친 이들 기록을 통해 각 시대에 따른 왕실 조기교육의 흐름이
나 변화를 읽을 수 있기도 하며, 또한 講規가 아니라 교육현장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왕실 조기교육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시강원 부설기관의 설
치와 운 의 과정 및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왕실교육
의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왕실 조기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결
과를 보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조선시  시강원 부설기  청일기류 일람

2) 육수화, 2007 조선왕실의 조기교육(早期敎育)기관 연구  한국교육사학 29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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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강학청일기 1책(39장) 奎 12832 1665.6-12.30 1666년(1책) 결(추정)
경종보양청일기 1책(16장) 奎 12834 1689.7.18-1690.5.16
경모궁보양청일기 1책(32장) 奎 12836 1735.7-1736.1.1
정조원손궁일기 3책 奎 13053의1 1756.1.1-1759.9.8 1757년(1책) 결
정조강서원일기 3책 奎 12840 1759.2-1762.8 1761년(1책) 결
(문효세자)보양청일기 1책(53장) 奎 12820 1783.11-1784.7 草本
(문효세자)보양청일기 1책(49장) 奎 12819 1783.11-1784.7 正本
(순조)강학청일기 4책 古 4206-72 1796.12.1-1800.2.2 국립중앙도서관 

4책 소장
(효명세자)보덕청일기 1책(33장) 奎 12844 1811.윤3.12-1812.7.25
헌종원손궁일기 2책 奎 13053의2 1827.7.18-1828.12
(완화군)강학청일기 2책 古 4206-73 1876-1879

2. 전대 왕실 조기교육과 정치적 배경  
왕실은 최고 수준의 문화를 구가한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된다. 교육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왕실교육은 당대 최고의 인력을 동원하여 이상적인 교육환경 하에 뚜렷한 교
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해졌다. 이때의 왕실교육은 왕위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왕
위계승자의 공식화라는 명분을 띠는 王世子冊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冊封禮의 절차를 소화하고 착용하는 복색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결코 녹녹치 않았다. 따
라서 세자 책봉은 8세 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8세의 나이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 다. 전통시대의 초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童蒙교육이 주로 8세에 시작되어 成童(15세)이 되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습이 왕실에도 적용되어서 8세 전후에 책봉된 왕세자는 역시 入學禮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뒤 世子侍講院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게 된다. 

그런데 차후의 권력구도와 접한 관련이 있는 왕위계승자의 교육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기
도 하 다.3)3)특히 왕조사회에서는 후계구도의 확립 여부가 국정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공
3) 이기순, 1984 시강원을 통해본 인조효종조의 서인세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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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왕세자책봉 전의 元子를 왕위계승자로서 예우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 다. 간헐
적으로 왕세자로 책봉되기 전인 元子를 교육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조기교육을 행하

던 것이다.4)4)
그 첫 번째 예로 태종대의 원자교육을 들 수 있다. 太宗은 1401년 즉위하자마자 8세 된 元子

를 승려에게 보내 교육하고자 하 으나, 知申事 朴錫命 등이 成均館에 입학하도록 건의하 고, 
李原은 師傅와 侍學을 둘 것을 상소하 다. 이에 1402년(태종 2) 4월 17일에 좌우諭善좌우侍學
좌우同侍學을 뽑아 원자의 僚屬으로 임명하고, 4월 24일에는 ‘敬承’이라는 元子府를 설치하 다. 
또 1403년에는 원자를 成均館에 입학시켰는데, 상징적인 입학이기는 하나 왕자교육의 중심이 性
理學 틀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5)5)이어 태종은 1404년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운 功
臣의 자제로 원자 侍直을 임명하 다. 공신들이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훗날 원자가 장성했
을 때 그들의 자제들이 믿을 만한 측근으로서 원자를 성심으로 보좌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또한 
侍學은 원자의 강론을, 侍直은 원자의 侍衛를 담당하도록 하 다. 

그러나 태종은 공신의 자제들에게만 원자의 보양을 맡기지 않았다. 安平府院君 李舒와 당대 
최고의 학자인 權近을 師傅로 임명한 것이다. 즉 원자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李舒를, 원자의 학
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자로서 權近을 원자의 사부로 삼은 것이다. 정치적인 후원
자로서 공신과 공신의 자제가 원자의 보양을 맡도록 하는 동시에, 학문적인 성장이 있도록 최고
의 학자를 교육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새로 왕위에 오른 태종 자신의 입지를 
굳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도 하다. 왕위계승자를 서둘러 정하여 후계구도를 명
확히 하고, 왕위계승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 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는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적통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의 조기교육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왕실에서 세자 책봉전의 원자를 교육한 두 번째 예는 中宗代에서 찾을 수 있다. 훗날의 仁宗
이 되는 당시 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조선왕실에서 원자로 태어나 조기교육을 받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의 원자의 조기교육도 태종대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의 건의를 임금이 받
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1517년(중종 12)에 신하들이 원자를 위해 僚屬을 선출할 것
을 건의하 던 것이다. 이때 원자는 3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千字文 과 類合 을 모두 암
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中宗은 노성한 대신 4명(金應箕, 金詮, 安 , 南袞)을 輔養官으로 임명하
여 輪日制로 번갈아 들어가서 원자를 보살피도록 하 다. 또한 나이가 어리므로 엄정하게 하지 

석사논문.
4) 전대 조선왕실의 원자교육에 대해서는 숙종강학청일기  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전대의 원자 보양과 어린 세자의 교육에 대한 太宗·中宗·仁祖朝의 실록  기사가 정리되
어 있다. (김은정, 2008 肅宗講學廳日記 를 통해 본 元子 보양 및 교육의 실상과 의미  규장각 33)

5) 정재훈, 2005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 31, 한국사상문화학회,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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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부드럽게 가르쳐서 즐겁고 편안하게 할 것을 당부하 다. 실제로 김응기가 셈과 방위의 이
름을 적어 올려서 이를 가르쳤다. 

그런데 원자 보양관으로 임명된 대신들이 자주 원자를 보살피지 못하 던 듯하여, 1513년 2
월 26일에 特進官 金克福이 대신보다는 젊은 신하를 보양관으로 가려 뽑아 원자를 항상 보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임금은 나중에 侍講院을 설치하면 당연히 젊은 
관리가 원자의 교육을 담당할 것이니 우선 천천히 하라고 하 다. 즉 세자책봉 뒤에는 시강원의 
젊은 관리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성한 대신들의 후원
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종이 어린 원자의 보양을 위해 공신의 자제
를 선발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당시 원자 보양관의 실질적인 활동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며, 이에 대한 이
의가 제기되기도 하 다. 1519년에 大司憲 趙光祖가 원자 보양에 대해서 적극 건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광조는 원로대신이 아닌 弘文館의 젊은 관원을 보양관으로 선발할 것을 아뢰었는
데, 그 이면에는 원로대신을 견제하고자 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즉 조광조는 
바로 전 해에 賢良科를 통해 홍문관에 소장학자들을 안배하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견제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반정공신에게 어린 원자의 보양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신하면서 자신의 측근
들이 원자 보양을 담당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조광조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새롭게 젊은 보양관
을 선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조광조는 곧 己卯士禍에 희생되어 더 이상 원자의 교육에 관여할 
수 없었다.6)6) 

원자 보양의 세 번째 예는 仁祖代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인조는 1623년 3월 13일에 反正으
로 즉위 는데, 곧바로 이미 12세 던 원자(昭顯世子)의 세자책봉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그런데 
반정 후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듯, 인조는 세자 책봉을 후일로 미루고 5월 7일에 輔養官과 僚
屬을 등용하 다. 이때 등용된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당시에 학문으로 명망이 높던 사람들로써 당
색이나 과거급제 여부에 관계없이 골고루 기용되었다. 인물본위로 시강관을 임명하여 원자교육
의 질을 높이고 反正 명분인 도덕적 정치풍토의 구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원자를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보호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하겠다.7)7) 

이상 원자의 보양에 관한 전대의 예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원자를 보양하 던 것
으로 여겨진다. 즉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위에 오른 태종이나, 反正으로 왕이 된 中宗
과 仁祖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일찍 후계자를 가시화하고 당대의 최고 권력
6) 이후 원자는 1520년에 6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통상 세자 책봉이 8세 전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6세된 원자의 세자 책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중종 자신도 어린 원자가 책봉의 의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책봉례를 후일로 미루도록 하 다. 그러나 대신들이 모든 것을 權宜로 설행하
면 된다며 적극 건의하고, 明나라에 奏請使를 보내는 일 등이 겹쳐져서 세자 책봉이 서둘러 이루어졌다.

7) 김문식·김정호, 앞의 책,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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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 던 것이다. 그래서 아직 세자로 책봉하기에는 어린 원자를 위해 공신
의 자제나 노성한 대신들을 보양관으로 임명하 던 것이다. 이는 새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입지
를 굳힌다는 의미를 지니면서, 권력 핵심에 있는 인물들을 어린 원자의 후원자로 삼아서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 원자를 보호하고 훗날을 대비하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원자의 조기교
육 이면에는 이렇듯 정치적인 배경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조선후기의 사정도 비슷할 것으로 추
정하게 한다.

3. 17세기 시강원 부설 교육기관
1) 仁祖代 講書院 - 왕세손 정규 교육기

시강원의 부설기관으로 제일 처음 가설된 것은 講書院이다. 강서원은 王世孫 교육기관으로8)
8) 

세자의 侍講院에 해당한다. 8세에 童蒙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므로, 元孫 
또한 8세에 이르면 왕세손으로 책봉하고 王世孫講書院을 설치하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 다. 
이러한 선례는 世宗이 왕세손(훗날의 端宗)의 교육을 위해 강서원을 설치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1448년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세종은 8세가 되는 원손을 왕세손으로 책봉하고, 세손을 위
한 교육기관으로 從4품의 좌우翊善과 從6품의 좌우贊讀의 官屬을 둔 講書院을 설치하 으며, 시
위기관으로 從7품의 좌우長史를 배치한 衛從司를 두었던 것이다.9)9) 

이후 강서원에 대한 기록은 오래도록 보이지 않다가 仁祖 때 원손(昭顯世子의 장자 李石鐵, 
1636-1648)의 교육을 위해서 다시 거론되었다. 원손이 6세가 되는 1641년에는 원손보양관을 차
출한바 있었지만,10)10)1643년에 원손이 8세가 되자 동몽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제기되
었다. 당시에 원손은 內侍에게 동몽교육의 주 교재인 小學 을 배우고 있었으나, 덕망있고 품계 
높은 스승에게 배워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1)11)이에 인조는 원손을 위
해 金堉 등 6인을 輔養官으로 임명하 다. 앞장에서 살핀바 전대에 세자 책봉 전의 원자를 위해 

향력 있는 노성한 대신들로 보양관을 삼은 예가 있었는데, 인조대에 원손을 위해서도 보양관

 8) 전반적인 왕세손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육수화, 2005 講書
院日錄 을 통해 본 正祖의 世孫講書院 시절 교육 연구  藏書閣 13,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은정, 2008 

顯宗講書院日記 -왕세손 보양과 교육의 실상  문헌과해석 45.
 9)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丙午.
10)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2월 戊申.
11)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4월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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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발한 것이다. 즉 보양관은 적통을 이어나갈 어린 왕자나 왕손을 보호하고 후원할 인물로 
임명하 다고 하겠다. 실제로 김육은 부모가 모두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어린 원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던 듯하다. 다시 말해서 보양관의 임무는 원자의 보호와 보양에 있지 실제의 교육
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원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인조는 實錄을 살펴서 전대의 고사를 조사하도록 하
다.12)12)이에 신하들이 世宗代의 講書院을 상고하여 하루속히 世孫으로 봉하고 강서원을 설치하도
록 건의하 다.13)13)그러나 왕세손 책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서원도 설치되지는 않았다. 이해 
12월에 원손을 심양의 소현세자와 교체하는 논의가 있어 이듬해 원손이 심양에 가게 되었던 사
정을 감안하면, 세손 책봉을 진행할 계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講學廳을 두어서 
원손에게 十九史略 을 강하 다.14)14)왕세손 책봉과 강서원 설치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으나, 병
란 후에 왕세자가 볼모로 심양에 잡혀있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를 실천할 수 없었다
고 하겠다.

강서원이 다시 설치된 것은 인조대 후반에 새로 책봉된 세자(훗날의 孝宗)의 맏아들(훗날의 
顯宗, 1641-1674)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15)15)1645년 昭顯世子가 급서한 뒤 鳳林大君이 세자로 책
봉되고16)

16)당시 5세인 봉림대군의 장자에게 元孫의 호칭이 주어졌다. 새 원손이 1648년 8세가 되
자 왕세손 책봉의 논의가 있었고, 전의 원손 때와는 달리 세손 책봉의 절차를 밟아 이듬해 2월 
18일에 王世孫 책봉례를 행하 다. 이 때 책봉례를 준비하며 세손의 교육과 보양을 위해 전대의 
예를 고려하여 講書院과 衛從司를 설치하 고, 節目과 處所 등을 새로 정하 다. 또한 엄격한 
신분사회 던 당시에 왕·왕세자·왕세손의 신분에 따른 호칭과 언어를 새로 정하 다.

世孫講書院은 世子侍講院과 상응하는 기관으로 왕세손의 교육과 보양을 전적으로 맡았기에, 
이에 따르는 여러 임무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왕세손 교육으로, 책례 다음에 강서
원에서는 小學 을 교재로 하여 세손을 시강하 다. 또한 숙직을 하면서 세손의 동정을 살피며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다. 이러한 세손 보양과 교육의 과정을 강서원 관속은 
임금에게 보고하고, 임금의 점검과 지시를 받기도 하 다. 그리고 왕세손의 講書와 동정 및 講
書院 관원의 활동을 강서원에서는 강서원일기 로 기록하 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서원과 위종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리는 員役이 필요하다. 
12)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7월 甲辰.
13)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7월 丙午.
14)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9월 庚戌.
15) 이하 顯宗의 세손 시절의 교육과 보양에 대해서는 김은정, 앞의 논문(2008b) 참조.
16) 淸은 明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봉림대군만 남겨두고 소현세자와 척화신을 1645년 2월에 본국에 돌려보

냈는데, 그해 4월 26일에 소현세자가 급서하 다. 瀋陽에 남아있던 鳳林大君이 5월에 돌아왔고, 윤6월 
2일에 인조는 원손을 나이가 어리다(당시 10세)는 이유로 폐하고, 봉림대군(당시 27세)을 세자로 삼아 9
월 27일에 세자로 책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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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서원에서 원역의 인원수를 2차례에 걸쳐 임금에게 아뢰었으나, 그때마다 임금이 요청한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 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여 書寫 1, 冊色書吏 1, 隨廳書吏 3, 
使令 3, 水工 1로 결정되었다. 강서원의 활동이 시강원과 동일함을 고려하면, 강서원의 원역 수
는 시강원 관속이 30여명에 달한 것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17)17)이에 대해서 강서원에
서 여러 차례 시정해줄 것을 임금에게 요청하 으나, 전란 후의 왕실에서 충분한 원역을 제공하
기 어려웠던듯하다. 

그런데 현종강서원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왕세손 책봉이 있은 지 3개월 여만에 인
조임금이 승하하고 孝宗이 즉위함에 따라 세손이 세자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에 강서원은 
곧 혁파되었고, 새로운 세자를 교육하는 임무는 시강원으로 이관되었다. 

元孫을 王世孫으로 책봉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왕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
심사 다. 그 시점은 주로 童蒙교육을 시작할 8세 무렵이라 할 수 있으며, 인조대에 설치된 강
서원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장자의 경우는 동몽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외교적인 여건상 강서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에 봉림대군의 장자(훗날의 현종)의 경우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 왕세손에 책봉되고 강서원의 체
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 2가지 예를 살펴보건대 왕세손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과 당시의 정치
적 여건이 모두 합치되었을 때 왕세손 교육기관인 강서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顯宗代 講學廳 - 유아기 원자 보양․교육기

輔養官은 적통을 이어나갈 어린 왕자나 왕손을 보호하고 후원할 목적으로 공신이나 노성한 대
신을 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보양관은 실제로 원자의 교육과 보양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보양관 임명에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하 던 것이다. 그런데 
顯宗代에는 講學廳이라는 관청이 새로 가설되어, 어린 원자의 보양과 교육을 담당하 다.18)

18) 
顯宗은 宋浚吉의 강한 요청에 따라 1665년 6월 13일에 5세가 되는 원자를 보양할 輔養官으로 

宋時烈·宋浚吉·金壽恒·金佐明을 임명하 다. 이에 앞서 현종은 보양관 임명의 타당성 등을 
전대의 예를 통해 여러모로 고찰하도록 하 다. 이에 實錄 등에서 확인한바19)

19)侍講院官員과 달
17) 전대의 소현동궁일기 와 후대의 현종동궁일기 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강원 원역 인원의 추이를 살펴보

면,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가며 원역의 인원이 줄었고, 재정상의 이유로 1636년에 
또 줄 다. 1645년에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귀국한 뒤에 다시 시강원을 설치하 을 때는 그보다 인원수
가 더 줄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孝宗侍講院에서는 서리와 사령의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
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강원 원역이은 顯宗侍講院에 꾸준히 보충하 고, 1659년 현종이 즉위
하여 시강원을 혁파할 때에 시강원에 소속되었던 원역의 수는 정조대에 편찬된 侍講院志 권1, 官職, 率
屬에 기록된 수(冊色書吏 4명·隨廳書吏 10명·書寫 2명·使令 15명·水工 1명)와 거의 일치한다.

18) 肅宗講學廳日記 는 김은정, 앞의 논문(2008a) 참조.
19) 그 과정에서 실록  중에서 태종·중종·인조대의 기록을 살피게 되며, 이는 2장에서 다룬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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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품 이상의 노성한 대신으로 輔養官으로 임명하 다. 특히 현종은 이렇게 보양관을 차출한 
뒤에 衙門의 이름이 없을 수 없다 하여 講學廳이라는 원자 보양기관을 공식화하 다. 

輔養官 및 講學廳의 첫 번째 임무는 相見禮이다. 상견의 의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공식
화하는 절차인데, 보양관의 상견례는 이때 처음 시행되었다. 이는 전대와 달리 명실상부한 보양
과 교육이 강학청과 보양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견례는 결코 
간단한 의례라 할 수 없기에, 현종은 당시 원자가 5세의 나이로 그러한 의례 절차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여 대신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 다. 또한 공식적인 의례에서 원자가 착용할 
복색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신분을 드러내는 복색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원
자의 위상이 자리매김되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신하들은 상견례를 거행하는 원자의 복색을 세자
의 복색보다 한 급 낮은 것으로 마련하기를 건의하 고, 임금은 세자와 같은 복색을 마련하기를 
희망하 다. 여기서 세자 책봉 전이지만 원자를 후계자로서 공식화하고자 한 현종의 강한 의지
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완전히 세자의 복색과 동일할 수는 없었으므로, 肩花가 있는 胸背를 사
용한 세자의 黑段團領 袞龍袍 대신 견화를 제거한 團胸背만을 사용한 흑단령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講學廳 본연의 임무인 원자의 보양과 講學의 규례를 마련하 다. 강학은 하루 걸러 하
도록 하고, 1명의 관원이 입시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 하도록 하 다. 강학 교재로는 
孝經大義 를 진강하기로 하 다. 이렇게 하여 원자의 강학과 보양관의 시강에 대한 규례가 마

련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실제로 당시 右參贊 송준길 등의 堂上의 보양관이 본직 외에도 하
루 걸러 원자의 강학을 직접 시강하 다. 그런데 강학을 하루건너하고, 사이사이에 國忌 등으로 
강학을 쉬어야 하 으므로, 1달에 10여 차례의 강학이 이루어졌다. 

한편, 강학청이 독립된 衙門으로 설치된 이상,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員役을 선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冊色書吏 2명, 隨廳書吏 4명, 書寫 1명, 使令 4명, 水工 1명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
았다. 이러한 강학청의 원역은 시강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그러나 현종이 왕세손시절에 교육
을 담당하 던 講書院의 원역이 책색서리 1·수청서리 3·서사 1·사령 3·수공 1의 총9명이었
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이다. 현종강서원 시절에는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직 치
유되지 않아 충분한 인원이 공급되지 않았다가 숙종강학청이 설치될 무렵에 사정이 조금 낳아졌
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강서원이 왕세손의 정규 교육기관으로서 시강원과 거의 비슷
한 업무를 수행하 던 반면에, 강학청의 활동은 비교적 權宜나 생략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을 고
려하면, 강학청의 원역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강학청 설치과정 및 실제 원자 교육양상을 살펴보건대, 강학청 설치나 원자 교육의 당
위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양관을 임명하고 독립된 아문으로 강학
청을 설치하 으며, 원역 또한 충분히 공급하 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이 임금 단독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송준길과 같은 향력 있는 대신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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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송준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자의 조기교육 기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정치적 
향력이 컸던 山林이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17세기 중반부터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山林이 등장하여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계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 다. 1647년(인조 24)에 좌의정 金尙憲이 제기하고 비변사가 건의하여 山林職에 해당하는 成
均館의 祭酒·司業, 세자시강원의 贊善·進善·諮議가 설치된 이래,20)20)孝宗代에는 산림직에 임명
된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 다. 효종은 宋時烈宋浚吉(서인) 許穆·權 (남인) 등의 山林을 적
극적으로 등용하여, 이들은 경연에서 임금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정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향을 미치기도하 다.21)21)마찬가지로 산림은 讚善進善咨議의 신분으로 다음 국왕이 될 
세자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22)22)상번과 하번 외에 찬선이나 진선이 서연에 참석하여 
세자의 교육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세자 던 현종은 산림을 예우하여, 일반적인 書筵廳이 아닌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時敏堂에서 서연을 행하고, 서연에 참석한 진선·찬선·자의에게 별도로 술과 안주를 하사하
다. 심지어 세자가 찬선 송준길에게 揖하겠다고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얻기도 하 다. 山林은 
서연에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건의에 따라 서연의 진강 책자를 임시로 바
꾸기도 하 고,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會講을 열게 하기도 하 다. 또한 임금에게 시강원 
관원의 자질에 대해서 아뢰기도 하 는데, 이로 인해 시강원 관원들이 일제히 사직 상소를 올리
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 다. 山林에 대한 임금과 세자의 깊은 신뢰가 오히려 시강원 관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듯 顯宗은 세자 시절에 山林의 향을 깊게 받았으므로, 각별히 그들에 대한 신임이 깊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송준길의 원자 보양에 대한 건의가 있자 현종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때 원자 보양관으로 선출된 인물들은 모두 西人의 중심인물로서, 당파성이 매
우 강하 다. 이들이 차후 왕위를 이어받을 원자에 대한 교육을 서두를 것을 주장하고 이를 담
당하고자 논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원자세자의 교육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양관으로 임명된 송준길과 송시열은 서인의 실세 으나, 金佐明은 원자의 외
종조부이다. 즉 전대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종은 정치적 상황에서 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을 보양관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인척인 김좌명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종이 원자 보양을 서두른 것은 이른바 禮訟論爭으로 인해 상처받은 왕위계승의 정통
성을 회복하고자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현세자 사후 원손을 제쳐두고 孝宗이 차적
20) 인조실록 권47, 인조 24년 5월 丁卯.
21) 정재훈, 2004 조선중기의 經筵과 帝王學- 光海君~顯宗년간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84, 역사학회, 137

면.
22) 김은정, 2007 顯宗講書院日記 와 顯宗東宮日記 연구  규장각 31, 2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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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세자위에 오를 때 여러 문제가 있었고, 효종이 서거하자 현종 또한 적통성 문제 때문에 
즉위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仁祖의 繼妃 趙大妃의 복상문제로 己亥禮訟이 일어나며 
현종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조대비의 복상으로 서인계는 期年說을, 남인계가 三
年說을 주장하 는데, 服制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당파간의 왕실에 대한 태도를 배후
에 깔고 있었다. 즉 南人은 왕가를 존중하는 입장, 西人은 왕가의 특수성보다는 일반 사대부가와
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 던 것이다. 결국 서인계의 기년설이 받아들여졌으나, 이때 
昭顯世子의 막내아들이 살아 있었으므로 期年喪의 주장은 왕위계승이 효종의 아들 현종이 아니라 
嫡統인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그러던 중에 현종은 1661년에 원자를 얻었고, 1665년에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당시까지 살
아있던 막내아들이 죽었다. 이에 현종은 서둘러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 던 듯하다. 그러
나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대신 원자 보양에 대한 송준길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보양
관을 임명하 던 것이다. 현종은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여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적통문제를 불식
시키고자 하 고, 또한 향력 있는 山林과 더불어 인친을 보양관으로 임명하여 세자를 보호하
고자 하 는데, 講學廳을 설치함으로서 그러한 의도를 공식적으로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肅宗代 輔養廳 - 아기 원자 보양기

세자시강원 이전의 원자 교육은 현종대의 강학청 설치로 어느정도 그 규례가 완성된 바가 있
다. 그러나 肅宗代에 이르면 그보다 더 어린 원자의 보양을 위한 기관이 가설되니, 곧 輔養廳이
다. 이때의 원자는 돌도 되기 전의 강보에 싸인 아기로 보양청의 실제의 임무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보양에 국한될 뿐이었다.

숙종은 29세의 늦은 나이인 1688년(숙종 14) 10월 27일에 후궁 張氏에게서 왕자를 얻고, 다
음 해에 생후 2개월 밖에 안되는 왕자를 元子로 정하 다. 元子定號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있기
도 하 으나, 숙종의 강한 의지로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宋時烈이 이를 비판하
자, 西人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南人을 기용하 다. 이것이 이른바 己巳換局이다.

학계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숙종은 ‘換局政治’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임금이다.23)23)숙종은 즉
위 후 선왕인 현종의 유지를 받들어 南人을 중요하다가, 庚申換局 때 西人을 기용하고 송시열을 
스승의 예로 대우하 다. 그런데 西人에게 막강한 향력을 지닌 송시열이 元子定號를 문제 삼
고 그의 門徒마저 이에 동조하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기용하는 
己巳換局을 일으킨 것이다.24)24) 
23) 庚申換局(1680)·己巳換局(1689)·甲戌換局(1694)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

기 위하여 西人·南人·勳戚 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때에 따라 이용면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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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己巳換局으로25)
25)元子定號와 문妃廢黜이라는 2가지 목적을 위해 100여

명의 관료가 賜死되었거나 遠竄 또는 削奪官爵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은 宗室을 기반으로 독자
적 역을 확장시키려는 王權강화의 의지를 지닌 숙종과, 老少를 막론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
을 찾고자 한 西人이 충돌하여 일어났다. 즉 숙종은 ‘換局’이라는 장치를 통해 朋黨을 서인에서 
남인으로 교체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元子定號와 문妃廢黜은 왕의 의지
를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 다고 하겠다.

이렇게 급박한 換局의 政變이 종료된 뒤에 숙종은 원자를 위해 전대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기
관인 輔養廳을 설치하 다. 換局의 정치적 혼돈이 어느정도 안정된 시점인 1689년 7월 18일에 
輔養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의정 權大運·좌의정 睦來善우의정 金德遠 등이 원자 보양관을 
차출할 것을 건의하 다. 권대운은 조금 이른듯하지만 보양관을 차출하여 服御와 음식을 먹는 
즈음에 때때로 드나들며 간호하면 의관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하 고, 목내선은 과거 원자의 신
체를 보호하기 위해 太保를 선출하 듯이 정식으로 인원을 갖출 필요없이 두세 명만 차출하도록 
건의하 다. 또 김덕원은 통상 세자가 5-6세가 되어야 보양관을 차출하 지만, 전과 다른 상황이
니 일찍 차출해야 한다고 하 다. 

숙종 자신은 세자로 책봉되기 전인 5세 때 講學廳에서 보양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孝經大義
를 배운 바 있다. 숙종은 그 예에 따라 3명의 보양관을 두되, 강학할 시기가 아니므로 강학청은 
설치하지 않도록 결정하 다. 대신 보양관의 신분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보양관으로서 李觀徵
문 李玄逸이 추천되었으나, 이현일의 벼슬이 堂上인 祭酒인 것이 문제되었다. 보양관은 2품 이
상의 正卿으로서 임명하는 관례에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래 보양관의 임무가 단순한 원자
의 보양이 아니라 정치적인 후원까지도 겸하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 하겠는데, 
숙종은 이현일을 儒賢으로서 대우하며 그를 예조참판에 제수하여 亞卿으로 삼아 7월 29일에 보
양관으로 위의 세 사람을 차하하 다. 숙종이 변칙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현일을 보양관으로 삼
은 것은, 이미 成渾과 李珥를 文廟에서 黜享하여 西人의 학맥을 끊어놓은 상황에서, 정권의 주류
가 되는 近畿 南人 외에 이현일을 대표로 하는 嶺南 南人을 끌어들이고자 한 결과이다.26)26)

보양관이 이미 차출되자 그 처소와 절목을 마련하고 廳號 또한 있어야 한다고 목내선과 김덕
원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앞서 강학할 시기가 아니므로 강학청을 두지 않는다고 임금이 결정하

으나, 보양관을 위한 별도의 관청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임금 역시 동조하여 輔
24) 己巳換局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다. 이희환, 1984 肅宗과 기사환국  전북

사학보 8 ; 홍순민, 1986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換局’  한국사학보 15.
25) 송시열의 상소가 2월 1일에 올려진 후 곧바로 송시열의 문도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이 치죄당하 고, 상

징적으로 成渾·李珥를 文廟에서 黜享하여 西人의 學統을 끊고자하 다. 또한 4월 21일에는 仁顯王后의 
廢妃를 논하여 5월 2일에 드디어 민씨를 폐출시켰다. 이어 원자의 생모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여 5월 13
일에 宗廟에 고하 다. 

26) 육수화, 앞의 논문(2007),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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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廳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양청 절목을 전대의 강학청에 준거하여 마련하 다. 
이 절목에서는 相見禮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정하 는데, 1665년(현종 6)에 있었던 상견례를 준

거로 삼았다. 그러나 원자가 돌도 되기 전의 갓난아기이므로 모든 복색과 절차를 생략하여 간편
하게 예를 행하도록 하 다. 즉 童 ·玉簪·雅복色 團領·胸褙·玉帶·黑靴子 대신 간편한 관
복을 입고, 再拜禮 대신 單拜禮를 행하도록 하 다. 또한 처음에는 보양관 3명이 한꺼번에 상견
례를 행하고, 이후는 번갈아 가면 행하도록 하 다. 그러나 상견례 장소는 東宮을 위한 장소인 
敬極堂(창경궁과 창덕궁 사이의 남쪽 경계에 있던 전각)에서 행하도록 하여 원자의 지위를 공고
히 하도록 하 다.

한편, 보양청 운 과 관련하여 원역을 冊色書吏 2명, 隨廳書吏 4명, 書寫 1명, 使令 4명, 水工 
1명으로 결정하 다. 또한 매달의 일용품으로 白紙 2권·單子紙 1권·日記紙 및 黃筆 3자·루·
참먹[眞墨] 3丁을 지급하기로 하고, 書吏 6인에게는 각각 白筆 1자루와 참먹 각각 1정을, 書寫 1
인에게는 황필과 백필 각 1자루와 참먹 1정씩을 진배하도록 하 다.

이러한 보양관과 보양청에 대한 결정사항은 전대의 講學廳의 예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
서, 보양청 원역의 숫자는 강학청과 동일하다. 원자가 어려서 상견례를 생략하는 등 보양관의 
활동이 매우 적었을 것인데, 보양관을 위해 보양청을 신설하고, 다시 그 운 을 위해 원역을 강
학청과 동일하게 선발한 것이다. 이는 보양청의 위상을 강학청과 동일하게 설정하 음을 의미한
다. 그만큼 원자에 대한 숙종의 애정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심인물
이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숙종은 어지러운 정국 하에 어린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 을 것이
며, 새로 정권을 잡은 남인 또한 원자의 보양에 참여함으로써 아직 취약한 자신들의 입지를 확
보하고자 하 을 것이다. 이러한 이면의 사정을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이유가 얽힌 가운데 어
린 원자에 대한 숙종의 애정과 대신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보양청의 활
동은 문안과 상견례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27)27)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싸인 어린 아이를 위
하여 많은 인원과 물자를 쏟아서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고 운 한 것 자체가 당시의 특별한 사정
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어 보양청의 소임이 시강원으로 옮겨
지게 되어서도 사정은 같다. 景宗春宮日記(<奎 12833-v.1-16>)에서 확인되는바 景宗이 세자로 
있던 초년 역시 시강원 관원은 숙직과 문안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실상이 바로 그
러하다. 

講學廳과 輔養廳은 顯宗과 肅宗이 세자 책봉 전의 유아 또는 아인 원자를 교육 또는 보양
하기 위해 신설한 기관이었다. 顯宗은 禮訟논쟁으로 말미암아 宗統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
았던 상황에서 책봉 전의 元子를 위한 講學廳을 설치하여 왕위계승서열을 가시화하고 자신의 왕
27) 경종보양청일기 의 대부분이 “날짜, 干支, 日氣”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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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 고, 肅宗은 왕권을 견제하는 朋黨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換局 정국을 정돈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輔養廳을 신설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관은 순수한 교육
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원자의 조기교육이 일정한 부서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18세기 시강원 및 부설기관의 강화·정비
1) 英祖代 <王孫敎傅節目 註> - 왕실 조기교육의 확

英祖代에는 17세기에 가설된 시강원 부설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장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조는 여러 정치적 시련을 겪고 왕위에 올랐기에, 朋黨간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蕩平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는 가운데, 줄곧 왕실의 위상을 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중에 後嗣의 보양과 교육을 중시하여, 왕위승계 문제로 인한 당파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
고 세자를 보호하고자 하 다.

세자 교육에 대한 조의 관심이 남달랐음은 첫째 아들인 孝章世子(眞宗으로 추존)의 召對 교
재로 祖鑑 을 편찬하게 하고, 정식 교재 이외에도 교육적 목적의 그림이나 병풍을 만들거나 글
을 짓게 한 것만 보아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28)28)그러나 효장세자는 1728년( 조 4) 11월
에 10세의 나이로 요절하 고, 이후 조는 오래도록 후계자를 정할 수 없었다.

1735년( 조 11) 3월에 映嬪 이씨에게서 원자(思悼世子)를 얻자 조는 전대의 원자보양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 다. 이에 7월에 강학청과 보양청 가운데 輔養廳의 예에 의하여 3원의 보양
관을 임명하 고,29)29)자연스럽게 보양청이 설치되었다.30)30)숙종대의 예에 따라 강보에 싸인 갓난아
기이므로 講學이 아닌 輔養으로 廳號를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 정월에 세자 책봉의 명이 
있어 3월 15일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 다. 따라서 원자보양관의 활동은 7개월여에 불과하 고 
그 기록이 景慕宮輔養廳日記 (<奎 12836)로 남아있다.

조대의 왕실 조기교육으로서 주목되는 점은 元孫世孫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하 다는 
것이다. 思悼世子는 1750년( 조 26)에 장자(懿昭世孫)를 얻었는데, 조는 이듬해 원손을 왕세
손으로 책봉하고 전례를 따라 강서원과 위종사를 설치하 다. 그러나 전대의 왕세손 책봉이 8세
28) 孝章世子侍講院의 활동은 眞宗東宮日記 (<규12838>) 3책(2책 결)로 남아 있다.(신하령, 2008 眞宗東

宮日記  - 孝章世子 생전과 사후의 기록  규장각 33) 
29) 조실록 권40, 조 11년 7월 壬戌. 
30) 實錄에는 輔養廳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승정원일기 에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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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지고 곧바로 강서원에서 교육을 담당하 던 것과는 달리, 당시 세손이 2세밖에 안되었
으므로 실제적인 교육 활동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종1품의 世孫師와 世孫傅를 새
로 증설하고, 겸직이던 좌우翊善과 좌우贊讀 4명의 강서원 관원 중 좌익선과 좌찬독 2명을 實官
으로 임명하 다. 이러한 조치는 강서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며, 세손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세손의 지위가 제고됨에 따라 세자 및 왕실의 위상 또한 격상되었으며, 이는 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왕실 위상의 제고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의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손이 1752년 3월에 훙서하자 강서원은 곧바로 혁파되었다. 

한편, 같은 해 9월 22일에 다시 원손(훗날의 正祖)이 태어났고, 조는 이번에는 무리하게 왕
세손 책봉을 서두르지 않았으며 講書院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가 원손의 교육에 
무관심하 던 것은 아니었다. 조는 공식적인 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원손의 보양과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독하 다. 우선 1754년에 조는 3세된 원손을 위해 元孫輔養官 南有容을 
선발하고, 養正閤에서 相見禮를 행하게 하 다.31)31)인조대 昭顯世子의 장자를 위해서 원손보양관
을 둔 예가 있었지만 당시는 별도의 원손보양 관청이 있지 않았다. 반면에 이때는 보양관의 임
명과 더불어 輔養廳도 함께 운 되었다.32)32) 

이후 조는 원손과 왕손의 교육을 위해 1756년에 <王孫敎傅節目儀註>을 제정하고 御製를 지
었다.33)33)여기에는 원손과 왕손의 교육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왕실에서 
행한 조기교육이 확대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5세가 되는 원손의 교육을 위해 공식적인 
강독을 시작하도록 정하 다. 당시 원손은 5세 지만 이미 小學抄 의 講을 이미 끝냈으므로   
童蒙先習 을 3일에 한번씩 강하되 講讀은 두세 줄을 넘지 않도록 하 다. 이때의 원손 보양과 

강학은 元孫宮日記 (<奎 13053의1>)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3일에 한번씩 강독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는 恩信君과 恩彦君 등의 왕손이 ‘付職하기 전에 늘 婦寺의 손에만 있게 되어 그 배

움을 알지 못할 것이니, 어찌 능히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 수 있겠는가?’라 
하여 왕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 다. 이에 왕손의 스승을 王孫敎傅라 이름하고 부직
한 뒤에 減下하되, 처소와 범절은 王子師傅의 예에 의하라고 하 다. 宗室에 대한 교육은 世宗代
에 宗學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된 적이 있지만 일정한 규정이 없었던 듯하다. 애초에 

조가 <왕손교부절목의주>를 마련하도록 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적통 왕위계승
자 외의 왕자나 왕손에 대한 교육 규정을 정하여서,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데 있었던 것
이다.34)34)이러한 조의 노력은 후에 興宣大院君이 1876년(고종 13)에 敎學定例 를 마련하여 원
31) 이 때의 일이 侍講院志 에 1754년의 <元孫輔養官相見節目>으로 기록되었다.
32) 정조실록 에 ‘갑술년(1754) 보양청’과 관련된 기사가 여럿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관청이 설치되면 관청

일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때의 보양청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33) 조실록 권88권, 조 32년 10월 癸酉.
34) 육수화, 2006 조선후기 大君과 王子君 그리고 王孫의 교육연구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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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왕자 完和君을 위해 講學廳을 설치할 때 전범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왕권강화 정책
의 일환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왕자의 교육에 대한 정례를 마련한 것이다.35)35) 

특히 조의 御製에서 주목할 점은 輔養官과 師傅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 다는 것이
다. 조는 ‘輔養官은 능히 웃고 말한 뒤에 輔導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師傅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이로 인해 제도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보양관은 초년의 원자원손에만 두는 관직이라 하
다. 즉 어린 적통의 원자나 원손에게 보양관을 둘 수 있지만, 이는 師弟之間으로 볼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원자원손이 6세가 되면 사부를 두고 왕손 역시 6세에 교부를 둔다고 하
다. 6세의 원자와 원손에게 사부를 두는 것은 세자와 세손 책봉이 8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36)36)또 보양관과 사부의 職品은, 원자보양관만이 續大典 에 의거한바 2품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었으므로, 원손보양관은 종2품과 당상 정3품으로 차정하고, 원자 사부
의 직품은 정2품, 원손 사부는 종2품으로 거행한다고 정하 다. 

이렇게 하여 세자·원자·세손·원손·왕손 교육의 직제가 완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는 
원손 및 왕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기존에도 시강원의 왕세자 교육 외에 원
자 및 세손원손의 교육이 간혹 이루어지기는 하 으나, 이들 시강원 부설기관이 상설기관이 아
닌 까닭에 정례를 정하지 못하 고, 교육 시작 시점과 사부 및 보양관의 임명 등에도 일정한 규
식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염려한 조는 원자와 원손은 초년에 보양관을 두고, 6세에 사부에게 
학습하도록 하 던 것이다. 

1759년( 조 35)에 원손이 8세가 되자 세손으로 책봉하 다. 이에 따라 강서원과 위종사가 다
시 설치되었고, 현종강서원의 예에 따라서 모든 의례와 절차가 확정되었다.37)37)뿐만 아니라 조
는 기존의 강서원 직제에 다시 諭善과 勸讀을 가설하고,38)38)유선이 권독을 겸대하되 실직으로 하
도록 하 으며,39)39)다시 유선은 종2품에서 정3품의 堂上官으로 품직을 정하 다.40)40)이미 懿昭世孫 
때 세손사를 가설한바 있었지만, <왕손교부절목>으로 원손왕손 교육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새로 
원자사·원손사·왕손사를 가설하 었기에 추가적으로 세손 교육의 직제를 개편하 던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35) 정옥자, 1997 흥선대원군의 왕실교육 강화  한국사연구 99, 한국사연구회.
36) 이는 아마도 조가 孝章世子·思悼世子·懿昭世孫을 각각 7세·2세·2세에 책봉하 다가 효장세자를 

10세에, 의소세손을 4세에 잃었던 경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정조강서원 활동은 正祖講書院日記 3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38) 조실록 권93, 조 35년 2월 庚午.
39) 조실록 권93, 조 35년 2월 壬申.
40) 조실록 권93, 조 35년 3월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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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손ㆍ원자ㆍ원손·왕손의 師傅ㆍ輔養官의 품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堂

上
堂
下

세손 左右
翼善

左右
贊讀師 左右

諭善
左右
勸讀

원자 輔養官
師

원손 輔養官
師

왕손 敎傅
世孫師 : 1750년( 조 26) 懿昭世孫강서원 때 가설
元孫輔養官 : 1754년( 조 30) 가설
元子師·元孫師·王孫師 : 1756년( 조 32) 가설
諭善·勸讀 : 1759년( 조 35) 正祖강서원 때 가설

이렇듯 조대에는 왕실교육의 새로운 규범이 많이 정해졌다. 기존의 시강원 부설기관인 보양
청·강학청·강서원을 교육대상자인 원자나 세손의 나이에 맞게 운 하 을 뿐만 아니라, 世孫
師·元子師·元孫師·王孫師를 새로이 두었고, 이들 사부와 보양관의 직품을 정비하 다. 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실교육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한 것인데, 그 이면
에는 왕실의 위상을 높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 다. 조대에 이루어진 이
러한 왕실 교육 체제의 정비는 후대에도 모범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2) 正祖代 侍講院志 - 왕실교육의 정비  체계화

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正祖는 여러모로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왕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1782년(정조 6)에 원자(文孝世子)가 태어나자, 이
듬해 신하들이 보양관을 임명할 것을 건의하 는데, 정조는 보양관의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
다고 하 다. 대신 정조는 보양관의 임명에 앞서 시강원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던 듯, 1783년
(정조 7)에 昌慶宮 안의 侍講院과 藏書閣을 수리하게 하 다.41)41)이렇게 시강원의 수리를 마치고 
나서 11월 18일에 자신이 원손으로 있을 때의 예에 따라서 李福源과 金 을 원자보양관을 임명
하 다. 

41) 승정원일기  정조 7년 7월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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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조는 東宮시절부터 春坊(시강원)의 官署志를 만드는데 뜻을 두었는데, 즉위 직후
에 奎章閣의 남錄節目을 弘文館志 나 春坊志 ( 侍講院志 )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도록 한 것42)

42)

으로 보아, 이미 이때에 春坊志 가 어느정도 체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柳義養이 말하 다.
“어제 春坊志 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연전에 제가 춘방에서 대죄할 때 춘방지 를 편찬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春坊日記(동궁일기) 를 두루 살펴서 抄出한 뒤에 日記는 즉시 
춘방에 반납하고, 다시 公私의 다른 서적을 참고하여 약간의 권책을 구성하 습니다. 다시 다른 책
을 널리 구하고자 할 때 제가 마침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李義駿이 時任春坊으로서 저
에게 구성한 草本을 구하면서 下令이 있어 자기에게 구성하여 일을 마치도록 하 다고 말하 습니
다. 그래서 저는 결국 초본 몇 권을 주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저는 실로 알지 못하고 그와 소식을 
주고 받지 않은 까닭에 지금 또한 돌려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 다.
“아직도 돌려받지 않았다니 말이 안된다. 公의 집에서 반드시 돌려받아서 玉堂에 보내는 것이 좋

겠다.”43)43)

이에 따르면 정조의 동궁시절에 이미 柳義養이 春坊志 의 편찬을 맡아 초고본을 완성하 다
가 이 초고본이 李義駿에게 넘어간 뒤에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 초고
본을 과연 되찾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84년(정조 8)에 弘文館志 와 奎章閣志 이 완성된 3
달 뒤인 9월에 侍講院志 가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 유의양이 정조에게 그 목록 등을 미리 아뢰
어 정한 예44)로44)보건대, 정조는 시강원지  편찬 과정에 깊이 관여하 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시강원지 의 편찬을 독려한 것은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되매 世子侍講院의 沿革과 
機能을 중심으로 왕실 교육과 관련된 역대의 사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7월 2일에 세자를 책봉하고 세자시강원에 堂上의 자리가 없음을 지적하며 輔德과 兼輔德을 從3
품에서 正3품 堂上으로 승격시켰다.(표 3 참조) 이미 조대에 세손강서원에 당상관인 諭善官을 
42)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4월 庚戌. 
43) 義養曰, 日昨以春坊志事, 有所下詢, 而年前臣待罪春坊時, 伏奉春坊志撰輯之敎, 臣其時遍考春坊日記抄出

後, 日記則卽納春坊, 而更考他公私書籍, 構成若干卷冊, 更欲廣求他書之際, 臣適遠出而歸, 李義駿以時任春
坊, 來索臣所構草本, 謂有下令, 使渠構成畢工, 故臣果以本草數卷傳給矣, 其後事, 臣實未知, 而與彼聲息不
相及, 故今亦無還推之道矣. 上曰, 尙今未推, 亦不成說, 自公家, 必須推來, 送于玉堂, 可也.(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0월 庚辰)

44) 命義養進前, 仍下問曰, 玉堂志·內閣志, 今幾成矣. 卿之所任春坊志, 幾何爲之? 義養曰, 尙遠矣. 列聖朝古
蹟徽典, 盡爲收入後, 可爲完書, 而第政院日記, 多疎略處, 有難抄出矣. 上曰, 桂坊事, 亦爲隨載乎? 義養曰, 
然矣. 第目錄多寡, 更加商量後, 可以稟定, 非但春坊志, 便是春坊寶鑑矣. 此冊需用之日不遠, 臣誠 幸不已
矣. 上曰, 從近抄出節目, 亦須商量後稟奏, 可也.( 승정원일기  정조 8년 6월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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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강원의 위상을 承政院·司諫院·弘文館 
등의 館閣과 동일한 반열에 위치시킨 조치이다.45)45)당시 승정원 등 관서들의 기능이 奎章閣으로 
통합되어 가던 상황에서 시강원이 正三品衙門으로 승격됨에 따라 왕세자 등의 왕실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표 3  시강원 직제의 변화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 正 從堂上 堂下 參上 參下

세자 師
傅貳師左右

賓客
左右

副賓客

輔德 弼善 文學 司書 說書
讚善 輔德

兼輔德 進善
弼善

兼弼善
文學

兼文學
司書

兼司書
說書

兼說書
諮議讚善

輔德
兼輔德

세손 左右
翼善

左右
贊讀師 左右諭善官 左右

勸讀
  

讚善·進善·諮議 : 1648년(인조 26) 가설
輔德·兼輔德 : 1784년(정조 8) 堂上으로 陞品

시강원지 는 기왕의 왕실교육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왕세자 교육과 시강원 운 의 규
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권6에는 시강원 부설기관인 강서원강학청보양청에 대한 내용이 정
리되었다. 

講書院  강서원은 王世孫 冊封 때마다 설치하되, 처소는 궐내의 公 로 품지하여 정한다. 
講學廳  元子가 태어나면 輔養廳을 설치하고 輔養官을 두는데 元子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講學

廳을 설치하고(보양청을 이어서 삼는다) 講學官을 둔다. 모든 일을 侍講院 節目을 본받는다.
輔養廳  元子가 태어나면 輔養官을 두고 侍講院에 관청을 설치한다. 元子輔養廳은 궐내의 公

로 품지하여 정한다.46)46)

이에 이르면 강서원에 대한 규정은 전대와 달라진 점이 없으나, 강학청과 보양청의 관계가 이
45) 우경섭, 2003 侍講院志  해제  侍講院志 , 규장각.
46) 講書院  講書院, 每設於王世孫冊封之時, 處所則以闕內公 稟旨以定. 講學廳  元子誕降, 則設輔養廳, 

置輔養官, 而元子始讀書, 則設講學廳(仍輔養廳舊貫爲之), 置講學官, 而凡事略倣侍講院節目. 輔養廳  元
子誕降, 則置輔養官, 而設廳於侍講院, 元子輔養廳, 則稟旨定於闕內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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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와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자가 탄생하면 곧바로 보양청을 설치하여 보양관을 
두고 원자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강학청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 으므로, 어려서 보육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보양청을 두고 글을 읽을 무렵이 되면 그대로 이어 강학청이라 한다는 것이다. 보
양청과 강학청은 별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文孝世子를 위한 보양청이 운 되고 있었으므로, 侍講院志 의 규정대로라면, 
원자가 강학할 나이까지 보양청을 운 하다가 5세 무렵에 강학청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정
조는 3세의 어린 원자를 곧바로 세자로 책봉하여서 강학청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설기
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시강원지 의 규정이 정조 당대에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문효세자가 1786년 5세의 나이로 요절하 고, 뒤에 정조는 1790년에 다시 원자(훗날의 
純祖)를 얻었다. 이때는 보양청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자의 나이 7세 되는 1796년에 강학청을 
설치하 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에 갓난 아이를 위한 관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회의하

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양청-강학청-시강원'이 차례로 설치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표 4 참조) 

표 4  시강원  부설기 의 연속성  

1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단종 강서원 시강원 (즉위)
현종 강서 시강원 (즉위)
숙종 강학청 시강원 (즉위)
경종 보양시강원 (즉위)
사도
세자 보양 시강원 (훙서)
정조 (보양청) 원손궁 강서원 시강원 (즉위)
문효
세자 보양시 (훙서)
순조 강학 시강원 (즉위)
효명
세자 보덕시강원 (훙서)
헌종 원손궁 시강원 (즉위)

따라서 정조대에는 시강원지를 편찬하여 왕실교육의 규례를 정비하고 체계화하 으나, 이러
한 규정이 모두 지켜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련 규정이 왕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적용
되기도 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적통을 이은 왕위계승권자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
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실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英祖와 正祖에 



 侍講院 부설기관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실교육·155

의해 확대되고 정비된 점으로 미루어, 왕실교육의 특수성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5. 결론
侍講院은 차기왕위계승자인 왕세자의 교육과 보필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弘文館과 承政院이 

임금을 위하여 수행하던 것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 다. 또한 시강원에는 왕세자 외의 적통 왕위 
계승자를 위한 교육기관이 부설되었는데, 講書院·講學廳·輔養廳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설기관
은 王世孫이나 세자 책봉 이전의 어린 元子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여 일종의 조기교육 기관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 

講書院은 조선초기 세종조에 왕세손을 위해서 설치된 바 있었으나 이후 오래도록 가설되지 
않았고, 仁祖代에 훗날의 顯宗을 위해서 설치되었다. 당시 원손의 나이가 8세가 넘자 왕세손으
로 책봉하 고, 童蒙 교육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王世孫講書院을 두었던 것이다. 講
學廳은 顯宗代에 세자 책봉 전의 원자를 강학하기 위해 새로 가설된 기관으로서, 5세의 元子는 
輔養官으로부터 孝經大義 의 수업을 받았다. 당시 보양관으로 임명된 宋浚吉 등은 현종의 세자 
시절에 山林으로서 깊은 향을 미쳤었고, 현종은 그들에게 다시 원자의 교육을 맡긴 것이다. 
여기에는 禮訟論爭으로 말미암아 왕통에 대한 정당성에 상처를 입은 현종이 서둘러 후계구도를 
가시화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숙종대에 가설된 輔養廳 역시 己巳換
局의 政變을 정리하고자 하는 肅宗과 南人 대신들의 이해가 얽혀 새로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 

英祖는 이렇게 마련된 시강원 부설기관을 적절하게 운 하여서 왕세자와 왕세손, 원자와 원손
의 교육을 체계화하 다. 조는 <王孫敎傅節目儀註>의 御製를 통해서 기존의 시강원 및 부설기
관 관속에 다시 세손사·원자사·원손사를 더하 고, 뿐만 아니라 왕손을 위한 敎傅가지 임명하
여 왕실 자제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규범을 마련하 다. 왕실위상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
는 왕실교육을 정비하고 확대하 던 것이다.

正祖는 侍講院志 를 편찬하여 역대 왕세자 교육을 정리하고 侍講院 운 의 체제 및 부설기
관간의 상관관계를 규정하 다. 그런데 侍講院은 왕세자가 있을 경우에만 운 되는 관청으로서, 
세자가 즉위를 하 거나 훙서한 경우에는 곧바로 혁파된다. 즉 시강원은 홍문관이나 승정원과 
달리 항상된 관청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강원 부설기관 역시 항상된 기관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설치되었다. 교육 대상자인 원자나 원손 등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며 설사 원자
나 원손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기 왕위에 오른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시강원지
에는 ‘보양청-강학청-시강원’으로 이어지는 부설기관간의 연계성이 언급되었으나, 실제로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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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연속적으로 가설되어 왕위계승권자를 교육한 예는 없다. 따라서 부설기관간의 연계성은 규
정상으로만 존재하 다고 할 수 있다.

왕실을 배경으로 하 다는 점에서 侍講院과 부설기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侍講院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 을 통해서 조선후기 왕실교육의 일단을 살펴본 결과, 
조기교육에서도 그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정조대에 이루어진 왕실교육의 확대 및 
강화는 비록 왕권강화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왕실교육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왕실교육의 체계화가 조선
후기 일반교육과 주고받은 향이나 교육과정 내용의 같고 다른 양상을 살펴야 왕실 조기교육의 
전반적인 의미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고에서 살피지 못한 교육 내용을 
살핌으로서 진행되야 할 것인데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주제어 : 왕실교육, 시강원, 시강원 부설기관, 강서원, 강학청, 보양청, 왕세자, 적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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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ttached Organizations of Sigangwon(侍講院) and 
Royal Education in the later Chosun(朝鮮) Dynasty

47)Kim, Eun-jeong *
This study is about attached organizations of Sigangwon(侍講院) and Royal 

Education in the later Chosun(朝鮮) Dynasty. Gangseowon(講書院) for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Ganghakchung(講學廳) for the Prince Royal who will be the 
Crown Prince, Boyangchung(輔養廳) for the Prince Royal in an infant was 
establish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Kings in Chosun Dynasty educated the successors to the throne with the object of 
consolidating own's power and protecting prince. Retainers also joined in education 
of the Prince Royal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wn's situations. Attached 
organizations of Sigangwon was established for these purposes in the 17th century.

YongJo(英祖) strengthened educational function of theses organizations and 
expanded the objects of Royal Education. JungJo(正祖) systematized the continuities 
of theses organizations. These arrangements in the 18th century represented 
promotion of Royal Family.

Key Words : Royal Education, Sigangwon(侍講院), Attached Organizations of 
Sigangwon(侍講院), Gangseowon(講書院), Ganghakchung(講學廳), 
Boyangchung(輔養廳) the Crown Prince,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the Princ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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