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종실록의 율곡 선생 이야기 

현종 즉위식의 모습

1659년은 조선의 제 18대 국왕 현종이 즉위한 해다. 
이해 여름(6월 28일)에 그는 창덕궁에서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 효종은 6월 
23일(음력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사망했다. 향년 39세였다. 이날 저녁 한양에 큰 비
가 내렸다.
젊은 임금 현종이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검정 곤룡포를 입고 평천관(平天冠)을 쓴 즉위 
모습은 현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많은 관료들이 동서로 나뉘어 차례대로 의식에 맞게 줄지어 서 있었다.
새 임금이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의 어좌(御座)에 이르렀다. 그는 동쪽을 향하여 한

참 동안 서 있었다. 이에 도승지가 꿇어앉아 어좌로 속히 오를 것을 청하였다. 하지
만 임금은 응하지 않았고, 대신 김수항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어좌에 오르시도록 요
청하였다. 이 역시 임금은 따르지 않았다. 또 다른 관리가 총총히 걸어 나와 급히 예
조 판서 윤강에게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임금께 다시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때까
지도 임금은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영의정 정태화가 종종걸음으로 나와 두세 번 
어좌로 오를 것을 요청 드렸다. 임금은 그제야 비로소 어좌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섰
다. 영의정 정태화가 다시 다가가 어좌로 올라가 앉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이 자리에 올랐으면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임금은 이어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좌우도 모두 울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정태화가 임금께 의식대로 할 것을 요청했다. 임금이 비로소 앉아서 관리들의 하례

를 받고 등극의 예를 마쳤다. 이어서 그는 기다란 곤룡포를 이끌고 인정문 동쪽의 협
문으로 들어가 인정전 동쪽 뜰로 올라갔다. 그리고 궁전 밖의 동편 거느림채를 돌아 
인화문(仁和門)을 들어갔다. 임금을 따라 이어지는 통곡의 소리가 궁궐 바깥까지 들렸
다. 

돌아가신 효종의 시신은 아직 궁궐에 있었다. 
궁궐의 다른 한 쪽에서는 왕실 가족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
아가신 효종 임금의 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로 관리들 사이에
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위 예송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효종 임금의 어머니란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를 말한다. 효종의 부친 인조시대에는 장렬



왕후라고 불렸던 여성이다.  

현종 시대에는 이렇게 상복 입는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禮訟, 
예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란)이 있었다. 이는 일견 단순한 논의였지만 국왕의 정통성과도 
관련되었고, 또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와도 관련되었기 때문에 몹시 격렬하게 논의가 전개
되었다. 현종이 즉위한 해, 즉 1659년의 예송은 1차 예송이라고 부르며 기해년이었기 때문
에 기해예송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일반 양반(사대부)들의 집안에서는 장남의 어머니는, 장남이 사망할 경우 3년상을 지
내며 상복을 3년간 입었다. 차남이 사망할 경우에는 1년상으로 끝났다. 서인 관료들은 자
의대비도 1년간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의대비는 이미 장남 소현세자가 
사망할 당시(1645년) 3년상을 치룬 적이 있었다. 소현세자의 동생에 해당하는 효종이 사망
했으니 1년만 입는 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들이 죽을 경우 대개 1년 상을 하
였다. 
그러나 남인 관료들은 임금은 일반 사대부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이므로, 일반 사대부의 의
례를 따를 필요가 없이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봉림대군으로 불리던 왕세자
가 임금으로 등극하였으니 이미 적장자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었다고 봐서도 3년상이 당연하
다고 주장했다. 
두 집단의 주장은 서로 일리가 있었지만 새임금은 즉위 당시 아직 나이도 어리고 당시 집
권세력이 서인들이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서인들의 말을 따라 자의대비 상복 기간은 1년으
로 하라고 결정하였다. 서인 측의 승리였다. 이때 서인들의 중심에 서서 예송 논란을 이끌
었던 사람들은 송시열과 송준길이었다. 반대편, 즉 남인들의 중심은 윤휴와 허목이었다.

자의대비는 나중에 며느리인 효종의 부인, 즉 인선왕후가 사망할 때 또 상복 입는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다. 자의대비(장렬왕후)가 이렇게 자꾸 자식들의 사망과 상복 문제에 관련
되었던 것은 매우 어린 나이에 인조의 두 번째 부인(계비, 새 중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
다. 인조의 첫 번째 부인은 인열왕후 한씨(韓氏)였다. 
장렬왕후가 인조의 계비로 정식 책봉될 때는 1638년(인조 16년)으로 당시 14세의 나이였
다. 당시 인조 나이가 43세로 인조 보다 29살이나 어렸다. 그래서 그녀는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 둘째인 봉림대군(효종)보다도 더 어렸다. 손자인 현종과 비교하면 16살 위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의대비는 아들인 소현세자나 효종, 그리고 며느리인 효종의 부인 인선왕
후가 사망했을 때 입어야 하는 상복 때문에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새 임금은 등극하고 나서 한 달 쯤 뒤부터 학질을 앓기 시작했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 올
렸으나 먹지 않았다. 그 뒤 4개월 가까이, 어린 임금은 돌아가신 부친을 너무 지나치게 애
도하여 몸이 상했다. 여름에 이르러서는 한 달이 넘도록 시름시름 앓았으며 기력이 쇠하여
졌다. 아버지 효종이 승하하기 전부터 임금은 부친의 병간호와 나라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미 몸이 쇠약해 있었다. 
이후 현종은 1년쯤 뒤부터 안질과 종기로 고생을 하였으며 또 발에도 종기가 나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 머리에 종기가 난 일도 있어 뜸을 떴고, 손과 발에도 가려움증이 있었고 
상처가 생겼다. 머리, 발, 목 등 곳곳에 종기가 나서 뜸을 뜨고 침을 맞았다. 부스럼과 눈
병도 자주 걸렸다. 감기, 습창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입술에 부스럼이나 물집이 생기기도 



했다. 안면에 종기가 생겼으며 가슴과 등에도 종기가 생겨서 고생하였다. 나중에는 온양 
온천으로 행차하여 온천욕으로 몸을 다스리기도 하였으나 효과가 그리 길게 지속되지는 않
았다. 
임기 말, 20대 후반에는 턱 아래에 응어리가 생기고, 목에도 아픈 부분이 생겼다. 천식으
로 매일 뜸을 떠야 했으며, 기관지나 폐도 쇠약해졌다. 29살(현종 10년) 때는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 걷기가 불편해지기도 했다. 골반, 허벅지, 장딴지 부위 등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으며 좌골 신경통의 증상도 생겼다. 턱 아래 좌우에는 알 수 없는 응어리가 
생겨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피부가 수척해져 탕약도 잘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림프절 종창과 갑상선종의 증상이 있었으며 맥도 허약해지고 구역질을 하였다. 임금은 이
해 5월경부터 가을까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서 몸이 몹시 수척해졌다. 얼굴 곳곳에 종기
가 부어오르고 고름이 흐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이해웅 등, 
230-233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