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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등록(謄錄)의 생산 및 보존․관리 시스템인 등

록체계를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현대 기록관리시스템 

내에서 이를 변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의 

등록체계가 원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최대

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현행 기록물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의 전반적인 등록 생산 및 보존․관리 체계를 검토

하였다. 등록의 생산은 주기적 기록 수집 및 평가를 통해 선별된 기록을 

등서(謄書) 및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생산된 기록은 그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각 기록관리소에 분산․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후세에까지 보존․전승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등록기록은 행정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비롯한 관공서의 주요 문서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내용 중심으로 재편집해 편찬한 

일련의 준현용․비현용 기록철(綴) 및 군(群)을 의미하며, 등록체계란 등

록기록을 그 현용 여부에 따라 각 부처 내 기관 레코드 센터(Record 

Center, Repository) 및 국가 영구기록보존소(Archives)로 나누어 이

를 이용․보존․관리할 것을 규정한 기록관리체계로 볼 수 있다. 

 등록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는, 조선의 등록기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각 관청

별로 제작한 업무일지 형식의 등록’의 경우 일종의 기관 일력(日歷) 및 

주요 안건 회의록의 성격을 지닌 기록물로, 국가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설명책임의무(accountability)를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단위과제별 공문서철류 등록’은 대체로 기관에서 담당하는 

각 기능별로 문서를 수합하여 등서 후 재편철한 기록물이다. 현대의 단

위과제별 공문서철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단

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은 국가의례나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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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군사행동 등에 관한 기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 

및 자료집의 성격을 지닌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유형과 기능

의 기록을 하나의 사안을 중심으로 엮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각 등

록은 그 유형에 따라 원 기록의 수집 범위, 등록(謄錄) 기준 그리고 등

록 편찬 형식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형식과 유

형의 기록물을 그 특성에 맞게 보존․활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

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한국의 기록관리시스템과 등록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등록체계의 현대적 의미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등록체계의 현대

적 변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록물관리체계 상 기록관리체

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의 공적 행위에 대하여 설명책임성

(accountability)과 증거성이라는 주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을 현실

적으로 모두 보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때문에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도 

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일종의 이중 기록물보존체계로써 

조선의 등록체계를 주목하였으며, 그 활용 방향을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록의 등록화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써의 등

록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등록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등

록체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 등록, 등록체계, 현대적 변용

 학  번 : 2008-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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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인간은 항상 기록을 남겨왔으며, 이러한 기록은 인간의 발자취를 더듬

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

다. 한국 역시 기록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

으며, 이러한 기록관리체계를 확립 및 발전시킨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황금기라고 볼 만하다. 조선의 기록은 대체로 ‘등록(謄錄)’이라는 기

록물 관리시스템 하에서 생산 및 관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등록체계를 기반으로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承政院日記』, 『備

邊司謄錄』, 『朝鮮王朝儀軌』, 『日省錄』 등의 세계기록문화 유산이 

편찬될 수 있었다.

 여기서 등록(謄錄)은 ‘베낄 등(謄)’자에 ‘베낄 또는 적을 록(錄)’

자로 구성된 단어로써, 이를 풀이하면 등록은 곧 ‘베끼다’ 또는 ‘베

껴서 적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

이나 일본에서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보통 ‘글을 베껴서 초록(抄錄)하는 

것’, ‘시험지 등을 옮겨 적어 필적확인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는 행

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등록이 뜻하는 바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써 기록 정리 체계

와 이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 역시 등록의 의미를 후대에 참고하기 위한 전고(典故)로써 생산된 

일종의 기록철(綴)이나 기록군(群)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등록체계를 이

러한 등록의 찬집 및 관리·보존·이용에 이르는 기록물관리체계로 바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등록체계는 현행 기록물관리체계 내에서 과거의 유산이자, 현대

에서 적용하기에는 이미 효용성이 폐기된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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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기록물관리제도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록물관리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이러한 등록과 등록체계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 이러한 등록체계가 현행 시스템 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기록물관리체계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

템 상에서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는 평가(appraisal)는 가장 중요한 기록

관리 절차 중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토대

로 방대한 수량의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현대 기록관의 현실에서 비롯

된 것이다.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량의 기록물을 기록관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기록은 남기고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기록은 폐기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의 폐기가 기록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로 인식된

다는 데 있다. 기록관리의 핵심은 ‘어떠한 기록을 폐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치있는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기록

의 폐기는 가치있는 기록에 집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 그 자체가 기록관리의 궁극적

인 목적은 아니다. 실제 기록관의 기록전문가인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평

가 및 선별하면서, 기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기록의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과 보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현재 중

앙기록관인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록관은 가치있는 기록의 선

별 및 보존 업무를 중심으로 운용되기보다, 행정 기록물의 폐기업무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평가하고 재창조하는 기록전문가가 아니라, 주로 보존연한이 지

난 기록을 폐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순 행정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기록물 관리제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는, 기관의 공적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증거성이라는 주요한 가치를 지니는 

모든 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영구보존기록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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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록은 기록의 보존기한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져 보존연한이 늘어나지 않는 한 폐기처분된다. 기록이 

폐기된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기록이 지닌 정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

이다. 공적 행위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폐기된다는 것은 이

러한 공적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영구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는 주장은 인력과 자본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公共) 기록 정보의 효과적 보존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록문화유산의 전승(傳承)이라는 아키비스트 본연의 임무를 강조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조선시대의 등록체계에 주목하였다. 본 논

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등록 및 등록체계가 현 시점에서 지닐 수 있는 기

록학적 의미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등록체계의 현대적 변용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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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등록의 생산 및 보존․관리 시스템인 등록체계

를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등록이라는 조선

의 기록관리시스템이 현대 기록학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를 논의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현대 기록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써 조선의 등록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조선시대 기록관리체

계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단일 기록물인 『등록』에 대한 연구를 병행

하였으며, 그 방식은 문헌연구와 실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經國

大典』, 『朝鮮王朝實錄』 등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서술이 담긴 1차 사료와 함께 조선시기 전반에 걸친 기록관리체계를 연

구한 논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태웅(2000)1), 오항녕

(1999, 2008)2), 이경용(2002)3), 백선혜(2007)4), 신병주(2008)5) 

등 조선 기록관리 체계에 대하여 연구한 주요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기록의 생산 및 관리․보존 제도에 대하여 간

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등록이라는 기록물이 조선 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등록 형식으로 제작된 등록기록 자체에 대한 연구로써, 주

로 등록이라는 개별 기록물이 지닌 기록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해당 등록

1) 金泰雄(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 규장각 제2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오항녕(1999), 「朝鮮初期 文翰官署의 整備와 史官制度」, 한국사학보 7호. 고려사학회;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회.

3) 李炅龍(2002),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1894～1969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한국사), 중앙대학교.

4) 백선혜(2007),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제15호, 한국기록학회.

5) 신병주(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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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보존․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備邊司謄

錄』, 『宗廟謄錄』을 비롯한 등록류의 원전을 포함하여 『(국역)各司謄

錄』6), 『備邊司謄錄事目·節目類解題』7) 등의 등록 관련 국역본 및 해

제집, 그리고 연갑수(2000)8), 김혁(2000)9), 오항녕(2001)10), 임정은

(2006)11)의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등록이라는 기록이 단순

한 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해 생성된 일종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조선의 

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록이라는 형태를 지닌 기록의 작성 및 보

관방식과 더 나아가 등록체계로 명명할 수 있는 조선 고유의 전반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출해냄과 동시에, 이러한 조선의 등록체계를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와 비교․분석하여 등록체계라는 기록관리시스템이 현대적으

로 변용될 수 있음을 증빙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시대 등록의 

개념과 그 분류 방식의 기준 및 등록의 편찬․관리 방안에 대하여 사료조

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개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는 등록이라는 기록

물 그 자체와 등록체계라는 조선시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등록 분류 기준을 토대로 각 등록의 성향과 기록

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등록기록의 현대적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유형별 등록의 실 사례와 그 편찬․보존․관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 장에서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등록이 존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록체계가 존재하였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 편집위원회 [역편](2004-), 『(국역)각사등록』,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7) 金仁杰 [외](2002), 『備邊司謄錄事目·節目類解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8) 延甲洙(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12(2000.8), 한국
외국어대학.

9) 김혁(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제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오항녕(2001), 「실록(實錄):등록(謄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제3호, 한국기록학회.

11) 임정은(2006), 「備邊司謄錄의 書誌學的 硏究」, 이화여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5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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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논증할 것이다. 

 4장에서는 현대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조선의 등록체계를 법령을 위주로 

비교․분석하여 등록체계가 지닌 기록학적 의미를 도출함과 동시에, 이러

한 현대적 의미를 기반으로 현대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등록체계 적용의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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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선시대 등록의 편찬과 보존·관리 체계

 

 제 1절  등록의 개념과 분류

 조선시대 등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등록에 대하여, ‘국가 공무 수행 기

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합하여 정리한 하나의 종합적인 기

록물’이자 동시에 ‘이를 정리하는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하우봉(1991)은 등록을 “조선시대 공문서 작성법 내지 보존방

법 중의 하나12)”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등록은 수집된 자료

를 각 주제에 따라 수록(收錄)하는 형식의 기록물로 파악되며, 대체로 

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요 줄거리를 정리한 형태로 나타난다. 등록 

작업은 국가의 중요문서 중 영구문서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특정사안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작된 등

록 또한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하우봉은 영구보존문서를 생산하기 위한 

기록관리 작업 형태의 하나로 등록을 정의하고 있다.13)

 연갑수(2000)는 중요한 전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례(典禮)에 

관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물로써 등록을 바라보았다. 그의 논의

에 따르면 등록은 후대에 규정력을 갖는 하나의 규범이자 동시에 행정의 

전례(前例)로 이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하

에서 등록은 ①개인들의 신분 혹은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작되어

지는 등록, ②법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으로써의 수교등록류(受

敎謄錄類), ③공공 기관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내용을 적어둔 형태

의 등록으로 구분된다.14)

 김혁(2000)은 등록의 성격을 크게 경국대전 성립 전․후기로 나누어 살

12) 河宇鳳(1991), 「『通信使謄錄』의 史料的 性格」, 한국문화 제12집, p. 515.

13) 河宇鳳(1991), 위의 논문, pp. 515～516.

14) 延甲洙(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12(2000.8), 한
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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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있다. 경국대전 이전에는 등록이 일종의 임시적인 수교법령집(受

敎法令集)이나 공신들의 주요 업적 및 신상을 기록한 공신록(功臣錄) 또

는 관원들의 공무도장인 인신(印信)의 형태를 기록한 치부책(置簿冊) 등 

“미래에 현실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내용을 기록한 문

헌15)”을 의미하였다면, 경국대전 이후의 등록은 “문서를 베껴 기록하

는 등서의 개념 및 책록하여 종합적으로 구비한다는 의미에 부합하는 보

다 일반화된 등록 개념16)” 으로 확장된 기록물로써 이를 파악하고 있

다.17)

 오항녕(2001)은 등록에 대하여, 하나의 기록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조선시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이를 살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등록이란 그 자체로써 

조선시대 기록관리의 한 방안이자 동시에 보편적인 문서보관 또는 보존

방법이라는 것이다.18) 또한, 오항녕(2001)은 같은 논문에서 “일반 관

청의 문서는 통상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공식 최고기관이라 

하더라도 ‘등록’이란 이름에서 예외가 아니었19)”음을 들어, 조선시

대 기록관리시스템은 ‘등록’을 골간으로 한 영구기록보존 관리체제였

음을 주장한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의 성격을 규명해 볼 때, 등

록은 후대의 전례(前例) 또는 전고(典故)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공적

(公的) 기록을 찬집한 일종의 보존용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등록은 이러한 기록물을 생산․보존․관리하는 조선의 기록관리체계 그 자

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등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및 연구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일

환으로 기존 사학계에서는 등록의 분류작업을 시도하여 왔다. 등록의 생

15) 김혁(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제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 18.

16) 김혁(2000), 위의 논문, pp. 18～19.

17) 김혁(2000), 위의 논문, pp. 9～19.

18) 오항녕(2001), 「실록(實錄):등록(謄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제3호, 한국기록학회, pp. 94～
104.

19) 오항녕(2001), 위의 논문, pp. 105～106.



- 9 -

산목적을 중심으로 등록을 분류한 연갑수(2000)를 비롯하여, 대다수 등

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등록의 생산목적이나 등록이 다루는 주제를 중심

으로 등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등록이라는 하나의 기록

물을 일종의 사료로써 참고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식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등록체계라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을 실질적으로 조망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기록의 유형에 따라 등록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등록의 

특성과 함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체계로써의 등록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등록은 전체적으로 원 문서를 베껴 수록하는(謄錄) 틀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등록의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때문에, 등록의 주제나 생산목적에만 주목하여 등록을 분류

한다면, 이러한 편찬방식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각 등록의 기록학적 특성

을 간과하기 쉽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등록을 기록

학적 관점에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등록의 기록 형식을 등록 분류의 1

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등록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①각 관청에서 

제작한 관청일지 형식, ②단위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 ③단

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이 그것이다. 등록의 분류 

기준과 기준별 대표적인 등록의 실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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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분류 기준 등록의 실례

각 관청별로 제작한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議政府謄錄』, 『捕盜廳謄錄』,

『宗簿寺謄錄』, 『版籍司謄錄』등

단위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의 등록

『量田謄錄』, 『繼後謄錄』, 『收養

侍養謄錄』, 『科擧謄錄』, 『書院謄

錄』,『受敎謄錄』, 『禮曹受敎謄

錄』, 『通信使謄錄』, 『同文彙考』,

『推案及鞠案』,『狀啓謄錄類』,『公

車文類』 등

단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

『英祖戊申別謄錄』,『晉州樵軍作變

謄錄』, 『兩湖招討謄錄』, 『向化人

謄錄』, 『東萊府築城謄錄』, 『文禧

廟營建廳謄錄』,『社稷宗廟文廟祭器

都監儀軌』,『華城城役儀軌』, 기타

儀軌類 등

<표 1> 등록의 분류

 먼저 각 관청별로 제작한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

려진 등록의 형태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제목과 형태로 

접한 등록은 바로 이러한 형식의 등록일 것이다. 

 이러한 관청일지류(官廳日誌類) 등록의 특징은 보통 해당 아문(衙門)의 

공무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되는 공문서, 해당 관사(官司)와 관계된 

국왕의 전교, 관청에서 수행하는 공무의 시말(始末) 그리고 매일의 관청 

상황 등이 편년체 형식으로 작성되어 책자 형태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기록의 내용은 해당 관사에서 주관하는 업무 및 관련된 사안에 관계된 

기록, 기관 내 주요 관직자와 국왕과의 수작(酬酌) 또는 인견(引見) 내

용, 국왕의 전교(傳敎) 또는 지시사항, 해당 기관 소속 관원들의 동향, 

타 기관과의 협조 공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재방식은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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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내용 그대로 기재하거나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등서(謄書)하는 방

식을 취했다. 대체로 매일의 기록이 작성되어 수록되었지만, 종종 십여

일 내외의 공백기가 있기도 한다. 각 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당하관(堂

下官) 관원들이 등록의 편찬을 주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된 등

록의 검토 및 보존․관리의 1차적 책임 역시 이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

다.

 관청일지류 등록의 또 다른 특징은 각 관공서 및 아문의 명칭으로 제목

을 삼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청일지류 등록이 해당 관청의 일력(日歷)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에, 해당 관청의 명칭을 등록의 제호로 삼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었

을 것이다.

 경아문(京衙門)의 경직(京職)에서 생산하는 등록 외에도 경기감영을 비

롯한 각 지방의 관아와 감영, 병영 등에서 생산한 업무일지 역시 이러한 

형태의 등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설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생산

하는 등록 이외에 임시기관에서도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청일지류 등록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그 자체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일상의 기록을 생산․수집․편철하여 등록

이라는 형태로 편찬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찾아

보기 힘든 독특한 유형의 기록물이다. 뒤에 따로 서술할 ‘단일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의 등록’이나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

록’의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기록철(綴)이나 기록군(群)을 현대 기록

물관리시스템 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반하여, 위와 같은 유형

의 기록물은 찾기 어렵다. 기관의 역사와 업무활동, 조직구성, 회의록 등

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록물로 남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기관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두 번째 유형에는 하나의 단일과제별로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의 

등록이 있다. 법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으로써의 수교등록류(受

敎謄錄類)와 국가의 행정업무 상에서 발생하는 업무기록철로써의 등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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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가지를 해당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수교등록류는 일시의 편의에 따라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법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써 보통은 이를 통틀어 『등록(謄錄)』이라는 명칭으

로 칭하고 있다. 세종실록 34권(세종8년)에 나타난 다음의 기사를 살펴

보면 위와 같은 성격의 등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진년 이후에 다시 고친 조목이 있으면 역시 축조(逐條) 아래에 주(註)

를 달고, 만일 일시적으로 행할 만하나 영구한 법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각

각 따로 찬집(撰集)해서 이름을 《원전등록(元典謄錄)》이라 했습니다. 그 

어긋나고 중복된 것을 모두 삭제해서 수찬(修撰)한 《속육전(續六典)》 6

권과 《속록(續錄)》 1권을 삼가 선사(繕寫)해서 바치오니, 엎드려 바라옵

건대 보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예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20)

 이러한 수교등록류는 임금의 전교(傳敎)나 일반적인 명령을 기관별 또

는 날짜순으로 정리한 기록이다. 왕조국가의 특성상 국왕의 구두․문서 명

령은 법의 위상을 지녔을 것이며, 임금의 명령을 엮어 만든 등록은 일종

의 법령집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 중, 불변(不變)의 법제로써 

영구히 조선의 근간이 될 법령은 정제하고 정비하여 법전(法典)의 형태

로 남겼으며, 그렇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할 만한’ 국왕의 명령이나 

법령은 ‘등록’의 형태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수교등록류 기

록물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특별법’과 유사한 성격의 기록물

이었음을 의미하며, 종종 당시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로드맵’

의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이다.

 행정업무기록철 등록류로는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21), 『칙사등

록(勅使謄錄)』22), 『장계등록(狀啓謄錄)』23)을 비롯하여 등록이라는 

20) 『世宗實錄』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2月 3日(壬戌) 4번째기사 : 甲辰年以

後, 有更改之節, 亦註於逐條之下。 若一時可行, 而非永世之典, 則各別撰集, 名曰《元典謄錄》。 

其(詳)〔相〕戾重複者, 悉皆削去, 而所撰《續六典》六冊、《續錄》一冊, 謹繕寫以進, 伏望睿鑑施

行。命下禮曹。(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21) 인조19년(1641년)에서부터 순조8년 (1811년) 사이에 조선과 일본을 왕래한 통신사에 대한 기록

을 典客司에서 편찬하여 제작한 등록

22) 조선과 청 사이의 칙사 및 사신 교류와 관련하여 칙사의 接伴, 使臣派遣, 청의 詔勅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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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제목에 붙지 않았지만 『동문휘고(同文彙考)』24), 『추안급국안

(推案及鞫案)』25)과 같은 기록물이 포함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유형

의 등록은 주로 단일한 과제에 대한 수 년 또는 수십 년의 기록을 하나

의 책자로 등록한 형태이며, 업무의 시말(始末)과 관련된 문서를 등서

(謄書) 및 요약하여 수록하는 방식으로 편찬된다. 해당 등록류의 수록문

서 정리 방식은, 오직 일자순으로만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한 형태도 존

재하나, 대체로 생산주체나 세부주제 또는 문서형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차적으로 문서를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일자순으로 재정리한 형태가 대

부분이다.

 이러한 형식의 등록 중 일부는 개개인의 신분 혹은 소유권을 증빙하는 

하나의 증거자료로써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였다. 일례로, 예조(禮曹) 계

제사(稽制司)에서 발급하는 양자허가증명서인 예사(禮斜)의 발급여부를 

기록한 『계후등록(繼後謄錄)』을 포함하여 『수양시양등록(收養侍養謄

錄)』26), 『과거등록(科擧謄錄)』27), 『서원등록(書院謄錄)』28) 등의 

경우 그 특성상 개인의 신분 변동 증빙 문서나 국가에서 수집한 각종 현

황 기록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국가 주도의 수월한 

자료를 수집해 엮은 등록으로 총 2가지의 등록이 존재한다. 첫 번째 칙사등록은 인조15년(1637

년)부터 정조24년(1800년) 사이의 기한에 조청 칙사 및 사신교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두 번째 등록은 숙종28년(1702년)에서 숙종44년(1718년)사이 淸나라 勅使에 대한 儀禮를 적은

책으로 두 책 모두 예조(禮曹)에서 편찬하였다.

23) 조선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지의 지방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장계(狀啓) 및

계본(啓本) 등을 엮은 것이다. 발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24) 조선후기의 對淸 및 對日關係의 交涉文書를 집대성한 책으로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하였다.

25) 선조34년(1601년)부터 광무 5년(1905년)간 추포된 죄인들의 공초자료(供招資料)를 수록한 것으

로 의금부(義禁府)에서 편찬하였다.

26) 예조에서 양자의 입적 허가 여부를 날짜별로 등록한 문서

27) 과거 합격자들의 명부인 방목(榜目)을 작성하여 등록한 문서

28) 수록 년대는 1642년(仁祖 20)·1742년 (英祖 18)으로, 禮曹의 狀啓를 중심으로 書院의 設立·賜

額·革罷·致祭·給費·給田·給奴 등 일체의 사항을 편년 순으로 엮은 등록이다. 수록된 狀啓에는

批旨가 함께 붙어 있으며 이를 통해 上奏事에 대한 조치내용까지 알 수 있어 書院에 관한 한

일목요연하게 통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

AL&mclass=&sclass=&ntype=hj&cn=GK1290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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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이름이나 신분, 재산소유 등과 같은 개인별 정보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 대한 신분 및 재산 증빙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을 것이

다.29)

 마지막 유형으로는 단일한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의례의 절차와 내용을 수록한 의

궤류일 것이다. 의궤류(儀軌類) 기록은 왕실이나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그 절차와 예산, 인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책자로 국가적 행

사에 대한 일종의 자료집이자 동시에 관련 행사 및 의례에 관한 최종 보

고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궤류는 ‘儀軌’로 명칭되는 기록

과 ‘謄錄’으로 명칭되는 기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의궤’

라는 명칭은 해당 기록이 의궤청에서 제작되는 경우에만 붙여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 내용을 기준으로 의궤와 등록의 명칭을 구분하

는 것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연갑수(2000)의 논의에 따르면 일회적 

행사에 대한 등록류는 대체로 채색된 반차도(班次圖)가 없다는 점만 제

외하면 의궤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30), 실

제 반차도 유무와는 별개로 의궤와 등록의 용어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

우도 많다. 그 예로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

儀軌)』의 경우 표지 내의 제목은 ‘儀軌’로 명시되어 있으나 표지 제

명은 ‘謄錄’으로 명시된 점,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

의 경우 채색된 반차도(班次圖)가 있으면서도 의궤가 아닌 등록으로 제

목이 정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31) 

 위와 같이 의례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의 등록은 의궤와 마찬가지로 행

사의 전체적인 모습,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 및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의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등록 자체

가 단일한 특정 기록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29) 延甲洙(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12(2000.8), 한
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p. 195.

30) 延甲洙(2000), 위의 논문, pp. 196～197.

31) 延甲洙(2000), 위의 논문,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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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다. 즉, 등록이 조선시대 공문서를 편철하는 방식 자체를 의

미하는 용어이기에 그 기준으로 생산되는 모든 성격의 기록물을 ‘등록

(謄錄)’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례나 행사 후 설치한 의

궤청에서 생산한 등록은 따로 의궤라는 명칭으로 칭하고 있다.

 의궤 외에도 비상시적 특정 업무에 대한 종합자료집 개념의 등록이 존

재한다. 실제 『진주초군작변등록(晉州樵軍作變謄錄)』32), 『양호초토등

록(兩湖招討謄錄)』33)의 경우처럼 반정부 행위 진압과 관계된 문서를 

찬집하여 제작한 등록,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34)처럼 외국인의 귀

화에 관한 사안을 정리한 등록, 『동래부축성등록(東萊府築城謄錄)』과 

같이 성곽의 축조에 관한 내용을 찬집한 등록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등록 역시 대체로 상시적인 국가 행정업무에 대한 참고

자료의 역할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 및 사례집의 

역할이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등록류는 비상시적으로 발생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책자 형식으로 편찬

해 사건의 전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타 등록이 

기관별 또는 주제별로 통합적 구성 체계를 지닌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엮인 기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등록은 행정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비롯한 관공서의 

주요 문서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내

32) 조선 철종 13년(1862년)에 발생한 진주민란과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편찬한 등록이다.

33) 고종 31년(1894년) 갑오농민운동 당시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진압에 관련된 문서를 모아 편찬

한 등록이다.

34) 선조 36년(1603년) 1월·11월 사이에 귀화해온 胡人관계의 기록으로 禮曹 典客司에서 편찬하였

다. 제목은 『向化人謄錄』으로 되어 있으나 귀화자에 대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등록은 아니며,

실제로는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向化 胡人 吉尙 등에 관한 사항: 당초 咸興府의

閑曠한 곳에 安置시키려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결국 그들을 京城에 捧招한 후 農務가 시작

되기 전에 京畿 忠淸 江原 등으로 일시에 移送시킨 사정, (2)壬亂後 掌樂院 樂工의 수가 부족

하여 이를 各司의 奴婢로 充定한 일. (3)差官을 가칭하여 出來하는 자들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방지책과 票文唐人 接待논의, 그 외 進上雜物 및 賞給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제참조 :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HEJ&ptype=list&subtype=jg&lclass=10

&mclass=&sclass=&ntype=hj&cn=GK0988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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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심으로 재편집하여 편찬한 일련의 준현용․비현용 기록철(綴) 및 군

(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등록체계란 이러한 기록철 및 군을 생

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의 편찬방식은 기

본적으로 원 문서를 베껴 수록(謄錄)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구성방식이나 유형은 기록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등록기록을 단일한 성격과 형식을 지닌 정형화된 하나의 기록

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록관리시스템 상에서 파생되는 다양

한 성격과 형식의 기록물로 인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써의 등록체계 메커니즘을 등록의 생

산과 보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등록체계가 지닌 

기록학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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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등록의 편찬 및 보존 체계

 조선시대에서는 공무간 발생하는 기록물을 분류 및 정리하여 해당 기관

에서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

전(經國大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관부(官府) 문자(文字 : 공문서를 의미함)는 입안(立案)35)과 함께 

     비치하여, 후대에 이를 참고함에 있어 증빙될 수 있도록 한다.36)

  ○ 여러 관청이나 고을들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종류별로 모으고 

     덧종이를 달아[懸籤] 각기 보관한다.37)

 이상의 규정은 조선시대 각 관청이 단순히 공문서를 보존하는 데 그치

지 않고, 기록에 대한 분류․편철 및 색인을 위한 표식작업까지 수행하였

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입안(立案)을 함께 비치하도록 한 점

은, 위의 규정이 단순히 문서 그 자체의 물리적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해당 문서가 후대에 참고자료 또는 증빙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의미한다. 등록의 생산 역시 위와 같은 인

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등록의 생산은 원본문서를 원형 그대로 묶어 하나의 기록철로 보존하는 

방식이 아닌, 원본문서를 그대로 등서(謄書)하거나 구성 양식에 맞게 다

시 편집하여 이를 편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록물 원본을 성책

(成冊)하는 방식보다 새롭게 하나의 책자 형태로 등록(謄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과 보존이 용이한 문서관리 방안이었기 때문이

다.38) 실제 조선시대에서 원본문서를 정리하는 기본 방식은 오침철장법

35) 조선시대 공공기관인 관청에서 발급한 일종의 증명서이다. 여기에서는 입안(立案)이 해당 공문

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확인서로 판단된다.

36) 『經國大典』, 「禮典․用文字式」, “官府文字並置立案, 以憑後考。”

37) 『經國大典』, 「禮典․藏文書」,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38) 김상호(1999), 『기록보존론』,아세아문화사, pp. 108～110 ;오항녕(2001), 「실록(實錄):등록(謄

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제3호, 한국기록학회, p. 104의 주 26)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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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針綴裝法)으로, 대체로 같은 종류의 문서를 모아 일자 순으로 배열하

여 제철하는 방식이다. 제철 대상 문서의 크기가 제각각인 경우에는 하

나의 문서 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문서를 비슷한 크기로 접어 제철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서의 규격이나 재질 등 외형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관계로 편철되는 문서들의 물리적 특성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

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편철 기록의 보존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때문에, 기록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더 큰 등록

기록의 경우에는 원본 기록물을 그대로 편철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원 문서의 활용과 보존에 있어 좀 더 용이하였을 등록 방식이 주로 차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체계가 조선 기록관리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등록 자체가 원 문서

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당시의 상황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고 추측된다. 당시 사용용도가 폐기된 원 문서는 세초(洗草)하여 환지

(還紙)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과 『선원보략(璿源譜略)』등의 기록 편찬 과정에서 시행한 

세초(洗草) 작업이다. 이렇게 공문서를 세초한 이유는 대체로 불필요한 

문서가 남아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화(史禍)와 정치적 분쟁을 막

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원 문서를 베껴 적은 등록이 원 문서를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본문서는 재활

용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39) 실제 세초(洗草)를 통

하여 『실록』에 수록되지 않은 기록들은 후대에 상고가 힘들기 때문에 

『실록』과 함께 봉안해야 한다는 의견40)도 대두되었으나, 사실상 조선 

초기를 제외한 조선조에서 지속적으로 세초라는 기록물 폐기가 공식적으

39) 『實錄』과 같은 열람이 금지된 기록의 경우에는 사화(史禍)의 방지라는 측면이 세초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나, 모두가 열람 가능한 일반기록물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세초를 시행

한 이유는 종이의 재활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 『景宗實錄』 14卷, 4年(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윤4월 27일(경자) 3번째 기사 :

奉敎尹尙白上疏言 : 列朝以來, 每當《實錄》纂修, 都廳堂上取史官所記, 隨意筆削, 《實錄》旣訖,

以其史草, 散之蕩春之水, 名曰洗草。 當時沒其實, 後世無可考。 設令膺都廳之任者, 果皆正人君

子, 抄擇去取, 一出至當, 史官原草, 固不害鎭長留置, 以補闕漏。 況掌纂修者, 未必皆賢, 安知抄擇

之不以公, 去取之不以私哉? 若只欲採敍事, 考前例而已, 則堂后日記, 足資繙閱。 何必選史官重史

官爲哉? 請自今纂修畢役後, 翰林史草, 別盛一櫃, 與《實錄》同置名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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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기록의 등록만으로도 원 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조정 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 원 

기록의 내용을 등록(謄錄)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등록은 과거의 사안을 

판단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등록은 원본 문서의 전문(全文) 또는 일부를 대체

로 해서(楷書)체로41) 등서(謄書)하여 수록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 문서의 형상이나 구성에 대한 외형적 정보가 따로 요구

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며, 반복되는 행정 처리문

서의 경우에는 날짜나 담당자의 성명 등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등록은 그 생산 과정에서 기본적

으로 원본 문서를 ‘베껴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였기에 이러한 형태로 

제작되는 책자 또는 기록군을 ‘베껴 수록한다’는 의미의 ‘등록(謄

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후대에는 공문서를 수집

하여 제작한 기록물 그 자체 또는 이러한 기록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지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통용되었다.

 표제에 ‘등록(謄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문헌을 포함하

여 등록류(謄錄類)로 구분될 수 있는 기록물들은 보통 중앙기관일 경우 

특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아문(衙門) 및 개별적 업무를 수행하

는 속사(屬司)에서 생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에서는 감영(監營)이

나 병영(兵營) 등 지방행정 및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주요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

종 예문관(藝文館)이나 승문원(承文院)과 같은 기관이 대표적으로 등록

편찬 작업을 주관하기도 하였다.42) 

 원본문서를 그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기록철이나 기록군으로 보존하는 

현대적 방식과는 달리 등록작업은 원 기록에 대한 일종의 평가와 편집 

그리고 등서(謄書)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등록의 생산

41) 『備邊司謄錄』을 비롯한 몇몇 등록의 경우 초서(草書)체로 등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

체로 원문을 그대로 서사(書寫)한 경우 또는 일부 장계류를 등서한 경우 초서체로 작성한 것으

로 파악되어지나,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상세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원칙적

으로 해서체(楷書體)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42) 김상호(1999), 『기록보존론』, 아세아문화사,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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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한 주기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연갑수

(2000)의 논문에서는, 등록의 기재방식이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

에 적는 방식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등록의 필체

가 일정한 주기로 변경된다는 것이다.43) 현존하는 등록을 살펴보면 해

당 등록 내의 필체가 동일하게 이어지다가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을 단

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연갑수(2000)는 국왕의 일기라는 위상을 

지닌 『日省錄』의 경우에도 닷새에 한 번씩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반 등록이 일지식(日誌式)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매

일 기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44) 실제 등록(謄錄)체계 내

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

記』,『備邊司謄錄』 등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갑수의 주장

에 더욱 힘이 실린다.45) 이 외에도 수교등록류(受敎謄錄類)나 현황집

43) 延甲洙(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12(2000.8), 한
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p. 200.

44) 延甲洙(2000), 위의 논문, p. 200.

45) 『朝鮮王朝實錄』은 국왕 승하 또는 폐위 후 실록청(폐위국왕의 경우에는 일기로 편찬)이 설

치되어 총재관(總裁官) 이하 도청(都廳)과 방(房)의 관원들이 임명된 후 각 방이 1년 단위로 전

왕의 재위기간 내 기록을 순서에 따라 맡는 식으로 분담해 편찬하였다. 『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는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시

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들이 각자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초(史草) 그리고

『承政院日記』, 『議政府謄錄』, 『朝報』, 『備邊司謄錄』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을 비롯

한 개인들의 일기나 문집 자료까지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편찬의 단계는 먼저 각 방에서 춘추

관의 시정기 등 각종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한 후, 도

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중초(中草)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심이 되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제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 및 이를 간행하는 순서로 이루

어진다.

『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出納)을 담당하였던 승정원(承政院)에서 편년체 방식으

로 매일의 일기(日氣)와 좌목(座目), 경연(經筵)과 상참(常參) 여부, 왕의 치소(治所), 조정의 동

정 및 신하들의 상소를 비롯하여 승정원에서 수집한 매일의 문서와 취급한 각종 현안 관련 자

료를 모두 망라해 기록한 책자로, 매일의 기록을 모아 대개 월 단위로 편찬한 기록물이다. 대

체로 주서(注書)나 한림(翰林)이 입시하여 대강 기록한 내용을 서로 대조하여 수정 및 보완해

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하루의 일기로 만들어내었으며, 다시 이 일기를 반달 또는 한 달 단위

로 편찬해 책으로 만들어 내었다.

『備邊司謄錄』은 비변사에 소속된 관원들에 대한 매월의 좌목(座目),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비변

사 고유 업무에 대해 논하는 주좌(籌坐)와 입궐하여 국정 주요현안을 논하는 빈좌(賓坐)의 회

의내용, 국가주요현안에 대한 전말(顚末)과 이와 관계된 각종 공문서 및 국왕의 전교 등을 수

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備邊司謄錄』 역시 『承政院日記』와 마찬가지로 비변사의 낭청(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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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況集) 및 보고서(報告書) 유형의 등록은 말할 것도 없고, 관청일지류

의 등록의 경우 역시 일정 기한을 두고 등록을 생산하였다는 정황을 확

인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후속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이 등록은 하루단위로 생산된 수많은 양의 원 기록(original 

records)을 주기적으로 수집․평가․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생산되었다. 최

종적으로 선별된 기록은 내용의 전문(全文)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축약 

또는 재구성을 거쳐 일종의 책권(冊卷) 형태로 편찬되었다. 등록의 편찬

과정은 대체로 원 문서의 수집 ⇒ 선별 ⇒ 등서 ⇒ 검토 ⇒ 간행의 순서

로 진행되었을 것이다(그림 1).

  

<그림 1> 등록의 생산 과정

 등록은 그 생산 후 각각의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 수장

(收藏)되어 관리되었다. 이는 등록 그 자체가 정보의 보존과 전승을 위

한 일종의 영구보존기록물인 동시에, 업무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준현용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정업무의 참고자료로 생산된 등록

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발간한 각 아문(衙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

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각 관청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또는 전고(典故)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등록의 경

廳)이 미리 작성한 자료를 『承政院日記』를 포함한 타 자료와 비교해 수정 및 보완하거나 필

요한 기사를 타 자료에서 인용하여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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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보존보다는 열람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관청이 상

시 비치하거나 또는 열람이 용이한 별도 장소에서 이를 보존 및 관리한 

것이다. 물론, 영구보존기록물(archives)로써 단순한 행정업무 참고자료 

이상의 가치를 지닌 등록 기록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가 요

구되었으므로 춘추관(春秋館), 의정부(議政府) 및 사고(史庫) 등지에 등

록의 복본(複本)이나 원본을 별치(別置)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시대에서는 문서가 지닌 가치에 따라 문서의 보존 장소와 보

존 기한을 각기 달리 정하였는데, 등록 역시 각각의 등록이 지닌 가치에 

기준하여 가각고(架閣庫), 문서고(文書庫), 사고(史庫) 등지로 나누어 

보존되었다. 

 가각고(架閣庫)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록물보존소의 

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가각고에서는 대체로 처리가 완료된 문서인 이행

문서(移行文書)와 같은 비현용문서를 수장(收藏)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증빙 등을 목적으로 비현용문서가 열람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운용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관리상태의 소홀로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항

시 상존해 가각고를 의정부로 옮겼으나 여전한 관리소홀로 1468년 이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의 문서를 보존하는 문서고가 가각고의 역할을 대

신한 것으로 보인다.46) 가각고가 지닌 비현용문서 보관의 역할은 춘추

관 및 의정부 문서고가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등록은 의정부 및 춘추관으로 이관되었을 것이다.

 문서고(文書庫)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등을 비롯한 중앙관청과 

기타 지방 관아 및 감영 등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이다. 문서고에 보존된 기록물은 대체로 이문

(移文)47)을 비롯한 수발신 공문서, 관청업무와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 

토지대장 및 기타 증빙문서, 국가 재정 관련문서 등으로 파악된다. 현용

문서인 거행문서(擧行文書)의 경우에는 문서고의 하층(下層)인 누하고

46) 이한희(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書誌學硏究 第37輯(2007.9), 서
지학회, pp. 302～303.

47) 조선시대 관부와 관부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 및 그 행위를 의미함. 이문(移文)에는 동등이하

에 보내는 공문서를 ‘關文’, 동등이상에게 보내는 공문을 ‘牒呈’, 7품 이하에게는 ‘帖’이라는 양식

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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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樓下庫)에 이를 보관하여 수시로 활용하였고, 오늘날의 영구보존문서나 

준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구원(久遠)문서는 상층(上層)의 누상고(樓上

庫)에 별치(別置)하였다.48) 형조(刑曹)나 호조(戶曹)와 같은 일부 중앙 

관사(官司)를 비롯하여 주요 지방 감영(監營)에서는 일정 규모의 문서고

를 자체적으로 보유 및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문서고를 보유하지 않은 

관사 및 감영 역시 일종의 문서보존소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따로 마

련한 것으로 보인다.49) 대다수의 등록 역시 업무 활용을 위해 각 관청

의 문서고에서 관리되거나 관청 내 문서보존소와 같은 자체적인 문서보

관 장소에서 관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史庫)는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나라의 주요 기록과 서적 및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영구보존기록관리소이다. 영구보존이 필요

한 기록 중 국가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서적과 문서에 한해 국가에서 이

를 사고(史庫)에 별치(別置)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안에는 

『實錄』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실록』을 보관한 별도의 장소는 사각

(史閣)이라 하여 특히 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고는 임진왜란 

이전에 춘추관(春秋館), 전주, 충주, 성주의 4개소로 설치 및 운용되었다

가, 임란 이후 다시 이를 춘추관을 포함해 마니산, 태백산, 오대산, 묘향

산에 5개 사고를 운용하였다. 그 후, 이괄의 난 과정에서 소실된 춘추관

의 사고를 철폐하고, 마니산의 사고를 정족산으로, 묘향산의 사고를 적

상산으로 각각 이전함으로써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4대 사고 

체제가 확립되었다. 사고의 기록은 포쇄(曝曬)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하였으며, 사고의 기록물 이용 시에는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

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문서 보존 상태의 점검과 그 결과 등을 알 수 있

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50) 사고에 보존되는 등록류는 주로 열람보다는 

후대에 전승을 위한 목적에서 생산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국

48) 이한희(2007), 위의 논문, pp. 306～310.

49) 金泰雄(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 규장각 제2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p. 143.

50) 이한희(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書誌學硏究 第37輯(2007.9), 서
지학회,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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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원의 행사나 의식 관련 의궤류를 포함하여 각종 수교등록류, 복본

이 없는 유일본 등록 등 국가 차원에서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야 

할 기록물로 분류된 등록이 보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등록은 그 활용도와 중요성에 따라 분산․보존되어 왔다. 기록

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관리 규정인 『經國大典』「예조(禮曹) 장문서조

(藏文書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춘추관의 시정기(時政記)(『승정원일기』와 각 관청의 긴요한 문서를 편

찬하여 연말마다 책수를 보고한다)와 승문원의 문서를 3년마다 한 번씩 인

출하여 해당 아문[本衙門], 의정부, 및 사고(史庫)에 보관한다.

  ○ 서장관이 매일 적어놓은 기록은 돌아온 다음에 임금의 명을 받아 

    승문원의 ‘등록’으로 삼는다.

  ○ 인쇄한 모든 책은 융문루(隆文樓)와 융무루(隆武樓)에 따로 보관하고, 

    또 의정부·홍문관·성균관·춘추관과 각 도의 제일 큰 고을에 각각

     한 건씩 보관한다.

  ○ 여러 관청이나 고을들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종류별로 모으고 

     덧종이를  달아[懸籤] 각기 보관한다.51)

 

 위에서 보듯이,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각 아문의 주요문서를 편찬

한 시정기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업무를 담당한 승정원의 문서는 

3년마다 인쇄하여 춘추관, 의정부 그리고 각 사고(史庫)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문서의 보존 방식은, 원문서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기보다 등록(謄錄) 형식으로 이를 등서 및 편집하여 보존하는 방

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서를 편찬’, ‘3년마다 한 번씩 인

출’이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관청이나 고을들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종류별로 모으고 덧종

이를 달아[懸籤] 각기 보관한다.(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51) 『經國大典』, 「禮典․ 藏文書」, “春秋館時政記,(撰集承政院日記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

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印, 藏本衙門議政府及史庫.

○ 書狀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 凡印書冊, 別藏于隆文隆武樓, 又於議政府弘文館成均館春秋館諸道首邑各藏一件

○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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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은 중앙 및 지방 관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를 보존 및 활용 가

능토록 규정한 내용이며, 이는 각 관청마다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 및 

기타의 문서보관장소에서 공문서를 보존․관리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각 

관청에서 생산하는 등록 역시 이러한 문서의 범주에 속했을 것이며 현용

문서인 거행문서는 누하고(樓下庫)에, 더 이상 업무적으로 활용되지 않

거나 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록의 경우에는 누상고(樓上庫)에 

각각 보존하였을 것이다.

 의궤와 같은 주요 등록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에 대한 보존책을 강구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를 등사하여 사고(史庫)에 분산 보존하도록 

지시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

진왜란(壬辰倭亂)을 경험한 광해군(光海君) 조(朝)에서는 아래와 같이 

등록을 각 사고(史庫)별로 나누어 보관토록 하라는 명을 내린 바 있다.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각 도감의 등록을 등서하여서 실록을 봉안한 곳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해당되는 관청(該曹)에 명하라”고 하시었다. 52)

 이는 조선에서 각 도감의 등록과 같이 후대에 남길 중요한 영구보존기

록물을 실록과 함께 각 사고별로 분산 보존해 왔음을 의미한다. 본디 기

록의 보존을 중시한 조선은 임진왜란을 비롯한 전란을 거치면서 주요 기

록물에 대한 분산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에 주요 기록물의 분산 보존 시스템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되었

다. 실제 앞에서 언급한 가각고, 문서고, 사고 외에도, 궁중의 경서(經

書)·사적(史籍)의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홍문관(弘文館) 및 규장각(奎

章閣), 시정기(時政記) 기록을 담당하여 온 춘추관(春秋館), 유교 서적 

및 기타 정치에 필요한 서적을 보관한 융문루(隆文樓)와 융무루(隆武樓) 

등의 문서보관소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52)『光海君日記』 33卷, 2年(1610 庚戌 / 명 만력(萬曆) 38年) 9月 19日(辛酉) 3번째 기사 : 傳曰,

各都監謄錄, 詳細謄書, 分藏于實錄奉安處事, 言于該曹。,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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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조선의 기록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등록체계’라는 기록

관리체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등록체계

는 ‘기록의 수집 ⇒ 분류 및 정리 ⇒ 기록의 평가 ⇒ 기록의 편찬(생

산) ⇒ 기록의 보존․관리’라는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편찬할 등록에 수록되어야 할 관문

서를 수집하고, 수집된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 및 정리하며, 해당 문서 

중 어떠한 기록을 등서(謄書)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를 평가하

고, 등서한 기록을 새로이 정리 및 편철하여 이를 책자 형태로 편찬(생

산)하며, 생산이 완료된 등록을 그 활용도에 따라 각 부서 및 기록보존

소에 나누어 보존 및 관리하는 수순으로 전개된다. 매일의 기록을 수집

하고 평가하며 이를 다시 다른 기록물에 재기재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분

산 보존한 것은,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후세에까지 보존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유형별 등록이 지닌 기록학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통한 등록의 현대기록학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27 -

제 3장  각 유형별 등록의 기록학적 특성

 

 기록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5489에서는 기록(record)을 “조직이

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관리를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

는 관리 영역으로서, 업무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3)

 위와 같은 기록학적 관점으로 조선시대의 등록(謄錄)과 등록체계를 바

라본다면 ‘각 행정부처에서 생산 및 수발한 공문서와 기타 업무 관련자

료(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했거나 접수했거나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일종의 

기록철(綴) 및 군(群)으로 편철 및 편집해 책자 형식으로 생산하고, 이

를 그 현용 여부에 따라 각 부처 내 기관 레코드 센터(Record Center, 

Repository) 및 국가 영구기록보존소(Archives)로 나누어 이를 이용․보
존․관리할 것을 규정한 기록관리체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등록의 유형에 따른 실제 작성사

례를 연구하여 각 유형별 등록의 기록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등록 유형별로 편찬주체, 편찬방식, 편찬목적, 기록

의 구성 및 내용, 보존 및 관리방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

인 등록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등록의 일반적인 기록학적 특징을 제시

하고자 한다.

53) ISO 15489-1(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Part 1 :

General」, ISO, p. 3; KS X ISO 15489-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 일반사항」, 산

업자원부(기술표준원),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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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관청일지류 등록의 분석

 관청일지류 등록은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된 일종의 관청 일력(日歷)이

다. 대체로, 관청의 조직 및 구성원 현황, 관청의 일일 동향, 관청 인사

(人事), 주요 회의록, 국왕의 전교 등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청일지류 등록은 대표적으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비롯하여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등

이 있는데, 여기서는 『備邊司謄錄』, 『議政府謄錄』의 사례를 중심으

로 관청일지류 등록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비변사등록』은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비변사의 회

의록 및 관련 공문서와 국왕의 전교 등을 편년체 형식으로 엮은 일종의 

관청일지이다. 『비변사등록』의 작성은 비변사 소속 낭청(郎廳)이 담당

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비변사 기록을 관장하는 낭청직의 임

무 상, 『비변사등록』의 작성 역시 이들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비변사 낭청의 업무를 규정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변사의 최선임 낭청(首郎

廳)은 중앙과 지방에서 올린 보고서를 관장했으며, 후에 참고될 만한 근

거 서류를 성실하게 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했

다.54) 이는 비변사의 기록을 관장하는 총 책임이 비변사의 수(首) 낭청

에게 있으며, 낭청직 관원들의 임무 중 하나가 비변사의 기록을 관리하

는 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비변사 낭청(郎廳)은 종 6품의 품계(品階)를 지닌 관료로서 보통 문신 

4명(1명은 병조의 무비사낭청이 겸임함), 무신 8명으로 구성되었다.55) 

낭청직 전원이 『비변사등록』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여타 관찬기록의 작성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기록의 작성이 일정한 기록관리의 소양을 

지닌 문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무관낭청을 제외

54) 『大典會通』, 「禮典․藏文書」, “…(전략) (增)備邊司首郎廳, 掌中外啓狀, 可憑後考者, 不謹典

守, 則重勘. ”

55) 申奭鎬(1964), 『韓國史料解說集』, 韓國史學會,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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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신낭청 4명이 주도하여 등록 작성을 주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신낭청 인원들이 『비변사등록』작성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지는 않더라도, 주로 문신낭청 4인을 중심으로 비변사에 소속된 서리

(書吏) 16명과 서사(書寫) 1인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등록의 작성이 이

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56)

『비변사등록』은 매일의 기록을 작성하여 편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비변사의 기록담당자인 낭청은 비변사 매일의 문서를 수집․평가하

였으며, 평가를 거쳐 선별된 기록은 일정한 주기로 『비변사등록』에 수

록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소 며칠을 주기로 하여 『비변사등록』 내 

기록의 필체가 달라지는데, 이는 기록을 작성하는 낭청이 교체되었다기

보다는 교대로 일정한 기간의 기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57) 

 또한 『비변사등록』은 비변사 내 회의에 대한 회의록의 성격도 띠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한 회의 상황과 의결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

이 회의록 기사의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각 관청에서 수신 또는 발신

된 공문서의 내용, 임금의 교지(敎旨), 시행되는 법령(法令) 등 비변사

56)『承政院日記』 개수 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자체는 郎廳職이 주된 책

임자로서 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서리(書吏)와 서사(書寫)와 같은 기록서술을

담당하는 이속(吏屬)이 존재한 이상 이러한 이속들이 『비변사등록』의 편찬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개입하였다면 그 역할은 어디까지였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승정원일기』의

경우 상소(上疏)나 서계(書啓)와 같은 문자로 된 문건 중 그대로 등서해도 무방한 기록은 이속

(吏屬)인 서리(書吏)가 이를 등서(謄書)하였으며, 『의정부등록』의 경우에는 서리(書吏)직이 각

자 맡은 일자의 등록 기사를 나누어 등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 선별된 자료를 그대로 등

서하는 수준이다. 『비변사등록』의 역시 낭청들이 등서할 기록을 선별하면 서리가 이를 직접

등서(謄書)하고 다시 낭청들이 이를 총괄 및 검토하는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57) 실제 『日省錄』의 경우 기록의 속성은 매일 작성하는 일지이나 실제 작성의 원칙은 매일의

草本을 5일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承政院日記』역시 한 달분의 일기를 정리하여

국왕에게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備邊司謄錄』을 비롯하여 원본을 등사(謄寫)하는 방식

의 기록물 대다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원본을 등사하는 작업

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책자에 이를 옮겨 적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방

식일 뿐더러 반드시 그렇게 작성해야할 당위성도 없기 때문이다. (延甲洙(2000), 「朝鮮後期 謄

錄에 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12(2000.8),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소; 임정은(2006), 「備邊司謄錄의 書誌學的 硏究」, 이화여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5학년
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병주(2001),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 『朝鮮王朝實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奎章閣 第24輯(2001.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신병주(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
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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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루는 사안에 관련된 모든 행정사무 문서 및 기록 역시 남기고 있

다. 비변사가 주도하는 주요 업무에 관련된 회의 내용이나 국왕의 전교 

같은 중요한 내용은 대체로 원문의 전문(全文)을 그대로 등록에 베껴 적

은 것으로 보이나, 비변사 일상의 업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기록일 경

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되 주요한 내용만을 중심으

로 편집해 수록하고 있다. 『實錄』이나 『承政院日記』와 같이 기록의 

수록 기준이나 요약(要約) 정도에 대한 찬수범례(纂修凡例)가 존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변사등록』의 주요 구성은 좌목(座目)58)과 기사로 구분된다. 대체

로 매월 1일 해당 연도의 간지와 월을 표기 후 그 다음 열에 현재의 좌

목을 기재하며(예 : 丙戌正月  日座目 / 領議政 金瑬…), 좌목 다음 장에 

본 기사를 작성하는데 각 날짜를 표기 후 그 다음 열에 내용을 바로 기

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비변사등록의 좌목(座目)과 기사(記事)

58) 벼슬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으로 『備邊司謄錄』의 경우에는 영중추부사(領中樞府事), 영의정

(領議政)을 비롯한 좌․우 삼정승, 영돈녕부사(領敦寧府事) 등의 재상급 정1품 관료, 정3품 당

상관 이상의 당상(堂上), 당하관 이하의 직품을 지닌 낭청(郎廳)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

다. 대체로 매월 기록의 시작 전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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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목은 매월 1일의 기록에 기재되는데, 이를 통해 월 단위 비변사 조직

의 구성원 및 그 변동 여부를 확인할 있으며, 이는 비변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 

『비변사등록』 중 국왕에게 사안을 고하거나 현안을 논하는 내용의 경

우, 그 책임자 및 발언자를 직함명으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의 

좌목(座目)이 해당 인원을 식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비변사등록』 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비변사 및 기타 기관에서 보고하는 계사(啓辭) 및 회계(回啓)와 

     이에 대한 국왕의 전교 및 응답을 정리한 기사59)

  ② 국왕과 신하간의 인견(引見)과 관련된 기사60)

  ③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된 각종 절목(節目)․사목(事目)61) 등의 절목

류62)

  ④ 주요 관직의 적임자 천거를 위한 천망단자(薦望單子)나 의천(擬薦)

     관련 기록63)

 『비변사등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사는 대체로 ①번과 ②번 유형

59) 해당 기사에 대한 양식은 대체로 ‘OOO(보고주체 : 직함, 기관, 인명 등이 기재됨. 비변사가 주

체일 경우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啓曰(또는 啓辭), 云云(보고내용)…(하략). 答曰 云云(允,

不允 등등)’의 순서로 작성된다.

60) 해당 기사는 대체로 ‘某年某月某日(또는 今日), 上御 某處, 某某人 引見. 云云(인견내용)…(하

략)’ 또는 ‘某某人 引見入侍時, 云云(인견내용)…(하략) / 某年某月某日 召對 入侍時 某人所啓

云云…(하략)’ 순으로 구성된다.

61) 節目은 일종의 조목(條目)으로써 정해 놓은 법률이나 규정 등과 같은 조항 및 항목 등을 의미

하며, 事目은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해 놓은 규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목과 사목은 일종의

‘시행령’ 또는 ‘시행세칙’으로서 시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며 행정의 기준이 된다.(김인걸

외(2002), 『備邊司謄錄事目·節目類解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참조)

62) 해당기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나타냄

‘OOOO 節目(제목)

啓曰, 云云(절목 및 사목에 관계된 내용)…(하략). 答曰, 知道

一. 云云(각 절목 및 사목 항목)…(하략)’

63) 해당기사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천거대상 관직명)薦

(천거자 관직명) 某(천거자 성명) (천거대상자 인명1 인명2…(하략) 또는 不薦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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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로써, ①번 사례의 경우 비변사 또는 기타 경관서 및 지방감영에

서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를 수록한 것이다. 비

변사 및 기타 관공서에서 계품(啓稟)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으며, 

국왕의 전교 및 지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회계(回

啓)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②번의 경우 국왕과 관료들의 국정 관련 회의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대다수 관료들이 비변사 당상 이상의 고위관료이지만, 종종 비변사

의 직책을 겸하지 않는 일반 관료나 낭청급 이하의 관료들도 국왕에게 

직계하는 형식으로 국정과 관계된 사안을 고하고 있으며, 국왕은 이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의논해 다시 보고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한다. 기록의 형식상으로는 국왕이 대신을 인견한 모양새

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한 관원의 계품(啓稟)과 이

에 대한 국왕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번 사례와 ②번 사례는 비변사가 다루는 대다수 주요 국정에 관계된 

내용으로, 반드시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계품(啓稟)하거나 업무를 수행하

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이를 등록에 수록하고 있다. 이는 비변사가 당시 

대다수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대체

로 비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③번 사례의 경우에는 인조 19년 5월 2일자 기사의 ‘百官減料數, 各

項減磨鍊數’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약 323건의 사목․절목류 기사가 기

재되어 있다.64) “대체로 지방기구를 포함하여 중앙의 각사(各司)에서 

사회 변동에 따라 제기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65)”이며, 이를 비변사에서 주도해 건의한 것이니 만큼 『비변사등

록』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성격도 비

변사 업무의 광범위함을 반영하여 군사, 외교, 제도, 진휼, 부세 등등의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대체로 기재되는 사목․절목은 전문을 수록하고 

64) 김인걸 외(2002), 『備邊司謄錄事目·節目類解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참조

65) 김인걸 외(2002),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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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④번 사례의 경우 비변사에서 주요 경(京)․외(外) 및 권설직(權設職)과 

같은 주요 인사(人事) 문제 역시 담당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대체로 

각 관직에 대한 피천거자의 명단을 모두 기재하고, 국왕이 차점한 인물

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왕의 차점이 

등록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해당 사례의 기록은 각 당

상급 이상 관료들이 어느 인사를 추천하였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변사등록』은 기본적으로 비변사의 임무를 일자별로 기

재한 일종의 업무기록이며,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의결사항과 의결 과

정을 기록으로 정리한 국정 회의록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변사등록』의 보존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비변사 내 자체 문

서고(文書庫)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비변사등록』의 경

우 타 기록에 비해 많은 빈도수로 조정의 논의에서 인용되거나 참고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변사등록』이 상시적으로 열람이 

가능토록 비변사 내 특정 장소나 문서고에 비치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을 방증한다. 또한 정조 5년의 『조선왕조실록』기사에서도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교하기를 “삼가 《숙묘보감(肅廟寶鑑)》을 상고하여 보건대, 《실록(實

錄)》과 《일기(日記)》에 기재된 것 이외에 비국(備局)에 보관되어 있는 

《등록(謄錄)》 가운데의 절목(節目)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편집한 것이 많

았다. (후략)…66)

 이 기사에서는 “비국(備局)에 보관되어 있는 《등록(謄錄)》”이라 하

여, 『비변사등록』이 비변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존․관리되었음을 명시하

66) 『正祖實錄』 12卷, 5年(1781 辛丑 / 청 건륭(乾隆) 46年) 7月 16日(丙辰) 3번째 기사

: 敎曰: “敬考《肅廟寶鑑》, 政敎之載於實錄、日記者外, 至備局所在謄錄中節目, 亦多編輯。(조선왕

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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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 전반적인 국가운영을 담당한 

비변사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록물이며, 당시 시대상

과 동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대체적으로 기록은 원

본기록을 요약 편집하여 수록하되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원문을 그대

로 싣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의정부등록』은 의정부의 업무를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편

년체 기록물이다. 현존하는 기록의 범위는 인조 27년(1649년)에서 철

종 9년(1858년)까지이다. 원래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의 합의기관

이었던 의정부는 조선후기 비변사가 국정 주요 기능을 관장하면서부터 

그 기능이 위축되었으며,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의정부등록』은 『비변사등록』에 비해 그 기록이 간소하고 기록이 다

루는 주제의 범위가 협소한데, 이는 의정부의 대다수 기능이 비변사로 

이관된 이후에 작성된 기록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의정

부등록』만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이

를 통하여 의정부라는 조선시대 최고 합의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고찰

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등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정부 기능이 

변천되는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며, 동시에 『의정부등록』에만 

존재하는 의정부 관련 국정 자료는 기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의정부등록』의 편찬에 관하여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 다

만 『經國大典』의 의정부 편제와 『朝鮮王朝實錄』기사를 통해 실질적

으로 정5품 검상(檢詳)이 등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장무서리(掌務書吏)67)가 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인(舍人)

67) 장무서리(掌務書吏)란 조선시대에 각 관아의 당상관(堂上官)이나 낭관(郎官) 밑에서 그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서리로서, 의정부에는 서리가 15명 편제되어 있었다. 『의정부등록』의

英祖 7년 이후의 대다수 기사에서부터 매월 기사가 처음 시작되는 일자 밑에 ‘掌務(書吏) 某某’

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는데(예 : 干支某月某日 掌務(書吏) 某某) 이는 실제 이 기사를 작성한

서리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각 장무서리의 이름은 거의 매월마다 바뀌는데, 이는 『의

정부등록』의 작성이 매월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추측된다. 실제

등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단순히 원문서의 기록을 베껴 등서(謄書)하는 이는 ‘書吏’일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고 등록을 편찬한 주체는 실제 의정부의 기록을 담당한 ‘檢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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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상을 가리켜 의정부 낭청(郎廳)으로 지칭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는데, 이는 사인과 검상이 의정부의 실무를 담당하였음을 암시하며 의정

부 기록의 관리 역시 이들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조

선왕조실록』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의정부 검상의 임무가 기재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68)는 문서(文書)를 등록

(謄錄)하는 것이 그 소임이 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에 있을 때

에는 사람을 택하여 맡기었었는데, 본조(本曹)에 이속(移屬)한 뒤로부터 오

직 녹사(錄事)만 차정(差定)하여 소임이 능이(陵夷)하여졌으니, 빌건대 본

조 낭청(郞廳) 한 사람으로 검상(檢詳)을 겸하여 그 소임을 전일하게 하소

서.”69)

검상(檢詳)이 이 앞서는 예조에 소속되어 다만 문신(文臣) 참외관(參外官) 

2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고, 따로 관호(官號)가 없었더니, 의정부

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된 이후로는 따로 검상(檢詳)이란 관직을 설치하여 

의정부에 소속시켜 그 등급은 예문관(藝文館) 응교(應敎)의 아래에 있게 

하고, 사람을 선택하여 이에 임명하였다.70)

(전략)…이때에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영의정부사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8) 조선 초기 법제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대체로 검상(檢詳) 2인과 녹사(錄事) 3인으로 구성

되었으며『經濟六典』을 제작을 주도하였다. 태조가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의정부에 소속된 속

사(屬司) 중 하나였으나 태종이 6조 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이를 예조에 이관하였으며, 다시 세

종시기에 의정부로 복귀하였다가 세조 때 검상조례사의 검상을 단지 의정부 검상으로 녹사는

사록(司錄)으로 일컬어 내려오게 되었다. 주요 임무는 전교 및 조보(朝報), 계(啓) 등의 기록을

찬집하고 이를 수교등록으로 엮는 일이었는데, 의정부 검상(檢詳)과 사록(司錄)으로 직제가 변

경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록관리의 역할을 이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69) 『太宗實錄』 32卷, 16年(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7월 8일(정유) 5번째 기사) : 禮曹

啓: “檢詳條例司, 文書謄錄, 其任匪輕。 其在議政府, 擇人授任, 自移屬本曹之後, 惟差錄事, 所任

陵夷。 乞以本曹郞廳一員兼檢詳, 以專其任。”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70) 『世宗實錄』 74卷, 18年(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7월 4일(정유) 3번째 기사) : 檢詳,

前此屬禮曹, 但令文臣參外二人治之, 別無官號。 自議政府署事以後, 別立檢詳之官, 屬於議政府,

序於藝文應敎之下, 擇人差之。(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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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府事)를 고쳐서 영의정(領議政)으로 하고, 검상조열사 검상(檢詳條

列司檢詳)을 다만 검상(檢詳)으로 일컫고, 녹사(錄事)를 사록(司錄)으로 하

며…(하략)71)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箚子)를 올려 네 가지 조항의 일을 

논하기를,

 “1. 직관(職官)에 대한 것입니다….(중략)…임진년의 난 이후(임진왜란) 

서사청을 파하고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백성에 대한 걱정과 국가 계책에 

대한 것, 인물을 진퇴(進退)시킨 것 등은 모두 비변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

어서 명호(名號)가 맞지 않고, 체통도 존엄해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비변사

를 문하사(門下司)로 개칭(改稱)하고, 삼공(三公)에게 문하평장사(門下平章

事)를 겸령(兼領)하게 해야 합니다….(중략)…사인(舍人)·검상(檢詳)은 당

하관(堂下官) 가운데서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극선하여 문하급사(門

下給事)를 겸임하며 문서(文書)를 관장하게 하소서…(하략)72)

 위와 같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의정부의 문서를 담당하는 책임

이 검상(檢詳)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의정부등록』 편찬의 주

체 역시 검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정부등록』의 작성 방식은 대체로 매 해의 시작에는 각 년의 연호

를 간지(干支) 및 월일(月日)과 함께 기재하며, 그 이후에는 단지 간지

와 월일로만 일자를 기재하고 있다.73) 일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甲子

(간지) 某月(월) 某日(일)’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기재자에 따라 

간지를 생략하거나 단순히 ‘同月 某日’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71) 『世祖實錄』 38卷, 12年(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1월 15일(무오) 1번째 기사) : (전

략)…時, 更定官制。 議政府, 改領議政府事爲領議政, 檢詳條列司〔檢詳條例司〕檢詳, 只稱檢詳,

錄事爲司錄,..(하략)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72) 『肅宗實錄』 33卷, 25年(1699 기묘 / 청 강희(康熙) 38년) 4월 26일(을축) 2번째 기사 : 左議

政崔錫鼎, 上論事四條箚: 一曰職官。…(중략)…壬辰亂後, 罷署事廳, 設備邊司, 而民憂國計, 進退

人物, 皆非備邊所關, 名號不稱, 體統不尊。 宜將備邊, 改稱門下司, 以三公兼領門下平章事。…(중

략)…舍人、檢詳, 極擇堂下官有才望者, 兼門下給事, 俾管文書。…(하략)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73) 인조 24년에 시작되는 『의정부등록』의 첫 시작은 ‘順治三年丙戌正月初一日’로 기재되었으며,

그 이후 일자의 구분방식은 단순히 ‘丙戌同月十二日’, ‘丙戌二月初一日’ 또는 ‘同月十日’, ‘二月十

日’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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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기재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볼 때, 『의정부등록』의 날짜 기재 

방식은 범례로써 규정된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정부등록』의 기사는 대체로 매일 작성되는 편이지만 반드시 매일

의 기사가 기재된 것은 아니며 2~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사가 기

재되기도 한다. 여러 사건을 하루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

사가 끝난 다음 열에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同日’이라고 

따로 기재하여 새로운 기사를 싣는 경우도 많다.74) 

 기사의 주 내용은 크게 의례기록(儀禮), 인사(人事), 전교(傳敎)․비망기

(備忘記)․계(啓)․상소(上疏), 형옥(刑獄), 의정부 동정(議政府 動靜), 외

교(外交), 재해(災害)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75) 기사는 주로 의정부 관

원들의 상소와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 여부를 간략하게 기재한 것이며, 

실제 상소 및 비답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왕이 

내린 일부 전교를 비롯하여 비망기(備忘記), 구언전지(求言傳旨) 등은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철종조 이후에 작성된 기사에는 삼정

승이 올린 계(啓)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 그나마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사는 재상 선출 과정과 추천 과정에서의 명단 및 낙점 여부

와 의정부 인사에 대한 일종의 고과(考課)인 포폄(褒貶) 등의 인사기록

이 대부분이다.

 『의정부등록』 역시 당시 조선시대에서 일종의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18년의 『조선왕조실록』기사를 통하여, 

『의정부등록』이 일종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략)… 또 전교하기를, “일전에 문을 밀치고 들어왔던 3품 이하의 관원

들이 모두 합문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이러한 기강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유익한 것이 없을텐데 반드시 불법을 무릅쓰고 마구 들

74) 일례로, 『의정부등록』제13책 丙辰四月十五日 기록에는 ‘우의정 송인명이 비변사에 나아가 업

무를 처리하였으며, 입시하여 청대(請對)하였다.[右議政宋寅明, 備局坐起進, 請對入侍.]’라는 기사

좌측 열에 ‘같은 날, 우의정 송인명이 차자(箚子)를 들여 아뢰니, 비답으로 사관을 보내어 유시

하시었다.[同日, 右議政宋寅明, 箚子入啓, 批答遣史官傳諭.]’라고 하여 같은 날에 일어난 기사임

을 ‘동일(同日)’이라는 표현으로 명기하고 있다.

75) 『의정부등록』기사의 유형별 분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집․발행한 『各司謄錄』권58의

‘『議政府謄錄』해제’(pp.9～1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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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려고 하였으니, 백관들 이하 아전이나 백성들도 앞으로 차차 들어올 것

인가.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이 전

교를 베껴 넣고 만일 이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함부로 들어온 형률[攔入

律]을 적용하라.”…(후략)76)

 이는 『의정부등록』이 국왕의 전교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이를 증빙하

는 데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의정부등록』은 의정부 자체 문서고에서 보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중종 23년 의정부에 화재가 나서 노비의 정안(正案)과 등록(謄錄)

이 불탔음을 아뢰는 기사에서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심정(沈貞)·우의정 이행(李荇) 등이 와서 

아뢰기를, “간밤에 본부(本府)의 문서를 두는 누고(樓庫)에 불이 나서, 노

비(奴婢)의 정안(正案)과 오래된 등록(謄錄)이 죄다 탔으니 지극히 놀랍습

니다.”…(하략)77)

 여기서 의미하는 등록(謄錄)은 반드시 『의정부등록』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주요 기록물을 분산시켜 보존하였음은 주

지의 사실인 바, 의정부 역시 주요 기관들의 『등록』과 각종 의궤 등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등록』의 가치와 

『의정부등록』이 의정부의 일력(日歷)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중요 기록물들과 함께 의정부에서 보관되었을 것이다.

 『의정부등록』에 기재된 대다수의 기록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대한 의정부의 대응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전부이며, 

76) 『正祖實錄』 39卷, 18年(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4월 14일(경오) 2번째 기사) : 又敎

曰: “日者排闥, 三品以下, 皆入閤門, 豈有如此紀綱? 渠輩雖入, 無所益而必欲冒入。 百官以下吏民

之屬, 亦將次次入來乎? 《議政府謄錄》及《政院日記》中, 謄置此敎, 如有犯者, 當用攔入律。”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77) 『中宗實錄』 64卷, 23年(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12월 11일(무인) 1번째 기사) : 領議

政鄭光弼、左議政沈貞、右議政李荇等來啓曰: “去夜, 本府文書樓庫失火, 奴婢正案及久遠謄錄盡燒,

至爲驚愕。 此必下人等, 不愼火所致, 然此亦災變也。 臣等在職未安, 敢辭。”…(하략) (조선왕조

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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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의례적인 사안이나 의정부의 일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된다.

보통 의정부에서 발송 및 수신하는 문서의 수발신 여부와 기관의 일상적 

행위 시행여부만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원본의 기록을 요약

하여 수록하고는 있지만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등사한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의정부등록』의 특성으로 인해, 『의정부등록』이 수행할 

수 있는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로써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관청일지류 등록은 대체로 기관의 일일 동향, 주요 회의의 

회의록, 기관 업무와 관계된 주요 전교(傳敎) 및 관문서(官文書)등의 문

서를 요약 및 정리해 일자별로 수록한 기록물이다. 이를 현대적 관점에

서 바라보자면,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증거자료이자 기관의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기관 일력(日歷)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기능을 부분적이나마 수행하고 있는 기록물로는 주요 

기관의 회의록이나 기관장 동정과 같은 시청각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현행법상 주요 회의록, 업무수행 관련 자료, 주요 기관

장 활동 자료 등은 종이 및 시청각 기록물로 남기도록 규정되어 있

다.78)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들은 특정한 업무나 분야에만 한정되어 기

록되기 때문에, 실제 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활동과 역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써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기관과 

기관 구성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통합적 기록인 관청일지 형식의 기록물

이 요구된다. 관청일지 기록은 국가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설명책임의

무(accountability)를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동시에 문화적․사료적 

활용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생산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되는 기록은 영구

보존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의 관청일지

류 등록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8)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 제 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제19조(시청각기

록물의 생산),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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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단위과제별 공문서철류 등록의 분석

 단위과제별 공문서철류 등록은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 및 단일과

제별로 이와 관련된 기록을 편철하여 생산한 형식의 등록류이다. 현재의 

단위과제별 기록철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등록류가 다

루고 있는 주제는 외교문서, 옥안(獄案), 양안(量案), 호적(戶籍), 과거 

합격자들의 명부인 입격자 명부(入格者 名簿), 지역별 장계문서, 상소문

집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이 중 본 절에서는 지방기관이 국왕에

게 발송한 장계를 엮어 만든『장계등록(狀啓謄錄)』과 국왕에게 올리는 

소차(疏箚)를 원문 그대로 엮어 편찬한『공거문(公車文)』 기록을 다룰 

것이다.

 『장계등록』은 지방의 각 감영(監營),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에서 

조정에 올린 장계(狀啓)를 편철하여 제작한 기록물이다. 장계의 원본을 

그대로 편철한 것이 아니라, 장계의 원문을 베껴 일자별로 새롭게 정리

하여 이를 하나의 기록물로 생산한 것이다. 일종의 사본 기록철로 볼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한 기록으로는 『계첩등록(啓牒謄錄)』, 『관보첩등록

(關報牒謄錄)』등이 있는데, 이는 계본(啓本), 관(關), 첩정(牒呈) 등 등

록하는 관문서의 유형에 따라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써 그 구성은 『장계

등록』과 대체로 같다.

 이러한 장계등록류의 생산과 관리는 대체로 승정원(承政院)과 비변사

(備邊司)에서 각각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나, 1차적인 장계등록의 생산은 

장계를 발송하는 각 감영이나 병영 등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79) 아마도 국왕에게 올리는 모든 장계와 계본을 1차적으로 수합하는 

승정원에서 이러한 장계등록류도 수합하여 재편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79) 『承政院日記』 정조 19年 10월 10일 丁亥(청 건륭(乾隆) 60년) : …(전략) 上命讀奏各房公事。

種仁讀奏…(중략)…啓洛讀奏…(중략)…狀啓離營上去事及全羅右水使李栢然狀啓古群山僉使尹得運

汰任代假將差定事及忠淸兵使金明遇狀啓狀啓謄錄上送事。…(후략)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G19100100-03700);

『承政院日記』 정조 19年 10월 10일 丁亥(청 건륭(乾隆) 60년) : …(전략) 上曰, 公事讀奏後入

之。…(중략)…熙朝讀奏訓鍊都監習陣單子,…(중략)…咸鏡監司具㢞啓本, 狀啓謄錄上送事,…(후략)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G2304018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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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등록류의 수집과 재편찬은 승정원에 소속된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의 임무였을 것으로 추측되며80), 비변사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장계등록

을 본청의 문서고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81)

 『장계등록』은 각 장계를 보내는 기관의 명칭을 제목으로 삼는다. 경

기감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경기감영계록(京畿監營啓錄)』, 

전라도의 병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전라병영장계등록(全羅兵

營狀啓謄錄)』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대체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

당 관청이 발송한 등록을 수집해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록하는 형식

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기간 내 여러 기관장들의 교체가 이루어

지느니만큼 이를 통해서 해당 관청의 기관장 변동 상황도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나 종종 특정 1인의 기관장 장계만을 수록한 등록이 존재하기도 

한다.

 각 등록의 권두는 대체로 ‘연호명(年號名) 간지명(干支名), 某月  日  

  某某監營(기관명)  啓錄(또는 狀 啓 謄錄)’이라는 글로 시작한다. 각 

권두마다 기재되는 일자는 등록의 각 권 첫머리에 수록되는 장계(狀啓)

의 발신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82) 마지막에 기재되는 ‘啓錄’ 혹은 

‘狀 啓 謄錄’ 등의 글자는 해당 기록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기록물

철의 앞 머리 또는 표지에 기록물의 성격과 생산 기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계등록』에 수록되는 보고서 양식은 크게 장계(狀啓)와 

계본(啓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장계(狀啓)는 일종의 민정 시찰 결과나 

80) 『承政院日記』 현종 15年 1월 10일 乙亥(청 강희(康熙) 13년) : …(전략) 事變假注書所掌, 只

是狀啓謄錄而已, 與廳注書所記不同, 而初無區別之語, 且勿爲收敍, 與解見任無異, 似難仍帶職名,

而事變假注書未修正者三十餘人, 其中方爲外任者八人, 若至一體解任 …(후략) (승정원일기 홈페

이지 :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C15010100-00400)

81) 『承政院日記』 숙종 24年 4월 25일 己巳(청 강희(康熙) 37년) : 領中樞府事南九萬所啓, …(중

략)… 凡有罪犯, 東萊府使, 啓聞朝廷, 以待處置, 則自朝家或罷或拿, 且或使監營決棍者, 事體當然,

而考見近間備局所在狀啓謄錄, 則慶尙左水使, 或有捉致訓別等, 先爲決棍, 追後(之)啓聞之語矣。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 http://sjw.history.go.kr/url.jsp?ID=SJW-D24040250-01000)

82) 예시로 ‘乾隆四十八年 癸卯 六月 日 京畿監營 啓錄’ 등으로 표시된다. 이는 해당 등록의

첫 시작 기사가 乾隆四十八年 癸卯 六月에 발신한 경기감영의 계(啓)를 등록하였음을 의미한

다. 등록 책자의 표지는 ‘장계등록(狀啓謄錄)’ 혹은 ‘계록(啓錄)’으로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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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문이며, 계본(啓本)은 2품 이상 아문 및 

중앙과 지방의 모든 장(將),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에서 큰 사

건일 경우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정식 공문서이다.83) 이 중 

장계가 기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종 『장계등록』류 기록 중에

서 지방 관청이 수신한 비변사, 병조 및 기타 중앙기관의 관문(關文)이 

수록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대다수

의 장계등록류 기록물에는 관청에서 발송한 관문서만이 수록되어 있다.

 각 지방의 『장계등록』은 거의 모두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장계와 계본의 서식이 대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84) 세부적인 기록의 구성은 발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첨부내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으로 장계 앞에 대부분 ‘승정원개탁

(承政院開坼)’이라는 다섯 글자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장계의 수신

처가 승정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승정원의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이렇게 수신된 장계와 계본을 등사(謄寫)하여 각 감영에서 올린 『장계

등록』과 비교해 하나의 등록책으로 편찬하였을 것이다.

83) 『經國大典』, 「禮典․用文字式」에서는 “2품 아문은 직계(直啓)한다.(중앙 및 지방의 모든 장

수(將),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 역시 직계하며, 각사에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 제조가

직계한다. 큰일은 계본(啓本)을 작은 일은 계목(啓目)으로 하며 외방(지역)은 계목(啓目)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지방의 감영 및 병영과 수영의 장(將 : 단순한 무관직의

장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방 관찰사(觀察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

使) 등의 영장(營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이 계본을 올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 承政院․掌隸院․司諫院․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 則

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84) 『經國大典』,「禮典․啓本式, 啓目式」에는 국왕에게 보내는 문서양식인 계본(啓本)과 계목

(啓目)의 양식이 정해져 있으며, 장계의 경우에도 따로 법전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보

고 양식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 편집위원회(2004-)에서 번

역한 『(국역)각사등록 : 경기도편』의 『경기도감영장계등록』 해제편을 살펴보면(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고전국역 편집위원회 [譯編](2004-), 『(국역)각사등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

ⅷ～ⅸ) 계본의 서식과 장계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계본의 서식 : “單銜”臣“姓名”謹

啓爲某事 云云 爲白只爲(또는 爲白遣)謹具啓

聞

年號幾年某月某日 “單銜”臣“姓”署名

② 장계의 서식 : “具銜”臣“姓”署名

某事 云云 爲白臥乎事是良厼(또는 爲白只爲) 詮次

善啓向敎是事

年號幾年某月某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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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계와 계본이 다루는 내용은 지역 현안, 일식과 같은 천체의 이상 보

고, 예하 수령 및 장수들의 포폄(褒貶), 빈민 진휼(賑恤)활동, 주요 사건

에 대한 신문(訊問), 군사(軍事), 표류민에 대한 보고 등 해당 감영 및 

병영에서 주관하는 지역 내의 모든 활동과 사건을 망라하고 있으며, 필

요시 도식(圖式)을 삽입하거나 장계가 계본의 본문 뒤에 “後”라고 하

여 첨부기록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장계등록류 기록물은 장계를 그대로 등사(謄寫)하여 일자별로 정리한 

것으로써, 원본 기록의 내용에 따로 삭제 및 수정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

지 않는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공거문』이나 『동문휘고』에서도 나

타나는 특징이다.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일지류 기록물의 일부에서는 

각 범례(凡例)에 따라 보고한 내용이 아예 생략되거나 보고문의 핵심부

분만 요약 기재되는데 반해, 이러한 공문서철류 기록물은 거의 모든 기

록물에 대하여 어떠한 수정과 삭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는 관청일지류 기록물의 경우와는 달리 공문서철류 기록물의 생산

목적이 기본적으로 원본 기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기 때문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공거문』은 전․현직 관리 및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수집하여 하나의 책으로 편

찬한 기록물이다. 『公車文』, 『公車文叢』, 『章箚彙編』, 『公車會

通』, 『公車會文』, 『疏箚』, 『公車日錄』, 『疏䟽謄錄』, 『公車類

覽』, 『公車類輯』 등 제각각의 명칭으로 편찬된 것을 통틀어 공거문류

(公車文類)라고 칭한다. 현전하는 공거문류 기록은 그 목적에 따라 일자

별로 정리된 것, 인물에 따라 정리된 것, 관직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 소

차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85) 대다수는 

일자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공거문류의 특징은 소차의 전문(全文)과 해

당 소차에 대한 국왕의 대답인 비답(批答)까지 함께 등서(謄書)되어 있

다는 데 있다.86) 『實錄』에 실린 소차문의 경우 대체로 일부 소차만이 

85)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編(1991-1992), 『公車文叢書』, 아세아문화사, pp. 12～19.

86)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編(1991-1992),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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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선택되어 기재되며, 선택된 소차문도 대체로 그 핵심만 요약․축약되

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承政院日記』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소차문이 기재되어 있으며 『實錄』과 비교해볼 때 최대한 전문(全文)을 

수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는 전문(全文) 자체를 기

재한 것이라기보다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를 추려 수록한 경우가 많

다.87) 그러나 공거문류의 경우에는 앞서 『장계등록』의 사례에서처럼 

원 기록인 소차문의 전문(全文)을 수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소

차문에 대한 국왕의 비답(批答)까지도 가감없이 등서(謄書)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정조(正祖)가 영조대(英祖代) 이후의 상소와 차

자 및 이에 대한 영조의 비답을 수록해 제작한 것과 정조 본인의 재위 

기간 내 신하들이 올린 상소 및 차자와 이에 대한 비답을 수시로 등서 

및 편책하도록 한 것이 정식적인 의미에서의 공거문류 기록물편찬의 시

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88) 실제로 현존하는 공거문류 

중 영조대 이후의 상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로 압도적인데, 이는 정조

대에 와서야 이러한 상소문을 체계적으로 등록이라는 형태로 편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차(疏箚)를 책자 형식으로 편찬한 형

태의 등록은 정조대 처음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대(宣祖代) 선조와 기대승(奇大升)과의 문답에서 

『소차등록(疏箚謄錄)』이라는 형태의 공거문류 기록이 있었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전략) 기대승이 아뢰기를,

“어떻게 쟁론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신해(辛亥)년에 윤원형이 우상이 

되었는데, 문정 왕후도 연소하다고 하고 윤원형도 또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고 하여 사퇴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사(三司)에서 논계

87) 영조대의 『改修日記謄錄』의 개수일기 범례(凡例)에서 『承政院日記』내 소차문의 기재에 대

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改修日記謄錄』에서는 “입계(入啓)된 상소(上疏)는 대개(大槪)를

쓴다.(上疏入啓者, 則書大槪.)”고 명시하고 있어, 『承政院日記』 내에서 소차문은 전문이 아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개(大槪)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민족문화추진회 編

(2005). 『일기청등록 : 영조 무진년～고종 경인년』. 민족문화추진회 참고)

88)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編(1991-1992), 『公車文叢書』, 아세아문화사,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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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자를 이 자리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신이 옥당

(玉堂)에 있을 때 그 소(疏)를 가져다 보니 과연 소차등록(疏箚謄錄)에 있

었습니다.” (후략)…89)

 이는 적어도 소차문을 따로 책자 형태로 편찬한 등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며, 현전하는 공거문류 역시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따라 편찬되었

을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거문류의 생산주체는 현재 불명확하다. 현재까지의 연구 및 

현전하는 사서나 일지 등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생산된 공거문류는 여러 부를 생산하여 내각(內閣 : 규장각)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조 20년 당시 이조판

서였던 심환지(沈煥之)의 상소에 대한 정조의 비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니, 비답을 내리기

를, “대각이 대각 구실을 못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중략)… 내각에 

소장되어 있는 수백 편에 달하는 《어정장차휘편(御定章箚彙編)》과 《공

거문총(公車文叢)》을 경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라. …(후략)90)

 『장차휘편(章箚彙編)』은 정조 12년(1788년) 친히 신하들에게 명하

여 영조 52년간의 상소․차자․비답을 『承政院日記』에서 뽑아 이를 등서 

및 편책한 것으로 정조 본인이 직접 그 서문(序文)을 쓴 공거문류 기록

물이다.91) 『공거문총(公車文叢)』의 경우 정조대에서부터 고종대(高宗

代)에 이르는 상소와 차자 및 이에 대한 비답이 수록된 기록물로, 정조 

이후 정기적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편찬하였을 것이다. 해당 두 기

89) 『宣祖實錄』 3卷, 2年(1569 己巳 / 명 융경(隆慶) 3年) 閏6月 6日(戊申) 1번째 기사

: 大升曰: “安有爭論者乎? 辛亥年元衡爲右相, 文定亦以爲年少, 而元衡又不敢自當, 辭退不居。 三司

論啓, 以爲賢者不可不置此位。 小臣在玉堂時, 取見其疏, 果在疏箚謄錄。”

90) 『正祖實錄』 45卷, 20年(1796년 丙辰 / 청 가경(嘉慶) 1年) 11월 20일(辛酉) 2번째 기사

: 吏曹判書沈煥之, 上疏乞遞, 批曰: “臺閣之不得爲臺閣久矣。…(중략)… 卿亦試考內閣所在御定《章

箚彙編》及《公車文叢》數百餘冊。…(하략)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

91)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編(1991-1992), 『公車文叢書』, 아세아문화사,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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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모두 공거문류에 속하는 기록물로써 해당 기록들이 규장각에 소장

되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조와 기대승

과의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疏箚謄錄』의 경우에는 옥당(玉堂 : 홍문

관)에서 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서(經書)나 사적(史

籍)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공거문류 기록을 전담하여 관리하였음

을 나타낸다.

 공거문류 기록은 대부분 일자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각 권의 표지에

는 책에 포함된 상소문의 생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권 첫머리에 

수록되는 상소(上疏)를 기준으로 해당 국왕의 묘호(廟號) 및 간지(干支) 

등을 명시한다.92) 책 본문의 권두에는 상소문을 올린 일자와 인원별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일자별로 상소문을 배치하여 국왕의 

비답과 함께 등서(謄書)하였으며, 월별로 이를 구분하였다. 공거문류 기

록의 목록과 본문은 아래와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림 3>  공거문류의 목록(目錄)(좌)과 본문 내용(우)

92) 예를 들면, 책장 앞에 ‘영종조(英宗朝 : 英祖의 초기 묘호명) 갑진(甲辰)’이라는 연도를 명시하

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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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공거문류 기록은 1차적으로는 일자

별로 2차적으로는 생산자별로 상소문을 분류하고 있다. 수록되는 소차문

은 소차를 올린 인원이나 주제를 가리지 않고 그 전문(全文)을 수록하고 

있으며, 각 소차문에 대한 국왕의 비답까지도 본문 상단에 두주(頭註)로 

기재하였다. 기재된 소차문의 필체가 일정한 기간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소차문을 등서(謄書)하는 인원은 아마도 여럿이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이러한 공거문류는 국가의 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엮어 만든 공

문서철이라기보다 국정현안과 국가의 이해득실, 민생의 사정 등을 서술

한 개인 보고서 또는 의견서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거문류를 공문서철류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소차문을 올리

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의견을 일종의 공언(公言)으로 나타내는 공적(公

的)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차문은 단순한 개인 의견서라

기보다 국정의 방향을 공론장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행위의 산물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차문이 표방하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국왕들

의 비답은 향후 조선의 국정운영 방향을 드러내는 공적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차문을 등록한 공거문류는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manuscript)로써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편찬 및 보존․관리되는 공적 

위상을 지닌 레코드나 아카이브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문서철류 등록은 대체로 하나의 과제별로 

해당되는 원본 문서를 수집하여 재편찬한 기록물로, 그 구성방식을 고려

해 볼 때 현대의 단위과제별 공문서철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기록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단위과제별 공문서철과 공문서철류 등록을 

동일시하기에는 두 기록물간에 그 간극이 분명 존재한다. 

 단위과제별 공문서철은 기록의 생산 및 수발신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가 기록의 생산 및 접수과정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해당 기록물의 편철작

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위과제별 공문서철

의 1차적 생산과 관리는 해당 실무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 단위과제별 공문서철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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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본문서를 그대로 편철하며, 필요에 따라 복사본을 편철하더라도 이

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문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위와 같은 공문서철류 등록은 반드시 기록의 원 생산자가 등

록의 생산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을 편찬하는 담당 관원과 기

록의 원 생산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현행 단위과제별 공문서

철의 경우 기록 생산자나 문서 담당자가 기록의 생산 또는 접수 시 거의 

실시간으로 해당 기록을 문서철에 편철할 수 있지만, 공문서철류 등록의 

경우 해당 등록의 주제에 부합하는 원 문서를 수집하여 각 문서를 평가

한 후 최종적으로 이를 등서(謄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러

한 공문서철류 등록 역시 그 정리과정에서 최대한 원 문서의 내용을 그

대로 수록하였으며, 축약(縮約)과 같은 내용의 수정은 일어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일지류 기록물과는 다르게 기록 그 자체의 활용을 위

한 보존 목적에서 해당 등록류가 생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공문서철류 등록은 증거자료로써의 신뢰성을 인정

받아 종종 공무에 관련된 내용을 증빙하거나 개인의 신분 혹은 소유권을 

증빙하는 하나의 증거자료로써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문서철류 등록은 현용 기록을 편철한 공문서철이라기보다는 후

대에 참고하기 위해 기록을 재정리한 준현용․비현용 기록물에 가깝다.

 실제 원 문서 생산자와는 별개의 특정 기관 및 인원이 일정한 수집과 

평가의 절차를 거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러한 등록을 편찬했다는 점, 

해당 등록류가 준현용․비현용 보존기록물로써 일종의 전고(典故) 및 증

빙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 등은 공문서철류 등록이 참고용 보존기록으로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위와 같은 유형의 등록 기록물은 원본 

문서와 동등한 위상을 지닌 일종의 준현용․비현용 사본 기록물을 과제별

로 편철한 기록철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해당 등록의 구

성방식이 현용 단위과제별 공문서철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었기에, 등록 

분류의 편의상 명칭을 단위과제별 공문서철류로 지칭한 것임을 밝힌다. 



- 49 -

 제 3절  단일사안별 보고서 및 자료집류 등록의 분석

 단일사안별 보고서 및 자료집류 등록에는 대표적으로 의궤류 기록이 있

다. 그 외에도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謄錄)』,『진주초군작변등록

(晉州樵軍作變謄錄)』 등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기록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형태의 등록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의궤류 기

록과 『영조무신별등록』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해당 유형 등록의 특징을 

살필 것이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 국가 및 왕실의 주요 행사에 관한 자료를 

수합해 하나의 책자 형태로 엮은 기록물이다. 주로 행사 및 의식의 준비 

내용과 진행과정, 의식의 절차, 행사 및 의식 참가 인원의 명부와 임금 

지급내역, 총 소요 예산과 지출항목, 논공행상과 사후처리 등 행사 전말

에 관한 모든 자료와 함께 행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공문서까지도 포

함한 방대한 기록이다. 필요시 반차도(班次圖)나 도식(圖式) 등을 포함

시켜 행사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의궤류 기록

의 특징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의궤는 다양한 국가의식과 행사를 다루고 있

다. 2007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요

람』에 따르면,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는 의궤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요 행사인 오례(五禮)93)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존호

(尊號)․존숭(尊崇)․추숭(追崇) 관련 의궤, 종묘(廟號) 및 시호(諡號) 관

련 의궤, 왕실 족보와 관계된 『璿源譜略』제작과 관련된 의궤, 실록 편

찬을 위해 설치되는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 의궤, 궁궐의 건립 및 보수

와 관계된 궁궐영건(宮闕營建) 관련 의궤, 임금의 어진(御眞)이나 공신 

영정(影幀) 등을 제작 및 봉안하는 의식과 관계된 어진(御眞)· 영정모

사(影幀模寫)관련 의궤, 국왕의 탯줄인 태(胎)를 봉안하는 의식과 관련

된 태실(胎室)관련 의궤, 국가에서 발행하는 서적과 관련하여 그 전말을 

기록한 의궤, 공신들의 녹훈(錄勳)과 관련된 의궤, 국왕의 직접 밭을 가

93)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의 주요 5가지 의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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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사를 다룬 친경(親耕)과 관련된 의궤, 왕비가 몸소 누에를 치는 행

사인 친잠(親蠶)에 대한 의궤, 국왕을 비롯한 왕실 주요 인사들의 인장

(印章)인 금보(金寶)· 옥인(玉印)· 보인(寶印)제조 관련 의궤, 정조의 

수원화성 설립 과정의 전말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이 현존하고 있다.94)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등 

규장각 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궤류 역시 위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궤 기록의 생산은 의궤청(儀軌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

분이다. 국가 의식을 주관하는 임시기구인 도감(都監)95)이 설치된 관사

(官司)와 이러한 해당 의식의 과정을 의궤로 편찬하기 위한 의궤청이 설

치된 관사를 비교하면, 도감과 의궤청이 동일한 기관에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의식을 주관한 관사가 상대적으로 행

사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소장 및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

궤 편찬의 편리성을 위한 측면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96) 

 의궤청의 인원 구성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삼정승 중 1

인으로서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판서급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이 

외 실무진으로 도청(都廳)과 낭청(郎廳)을 선발하였는데, 도청과 낭청은 

정3품 이하 당하관이 담당하되 도청은 낭청보다 상급의 인원들이 선발

되어 낭청들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97) 대체로 당상급 인원과 낭청급 

인원들이 먼저 선발된 후 이들이 도청직을 담당할 인원을 건의하여 국왕

이 재가한 후 도청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98) 의궤에 따라 직

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요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p. 53; 심재우(2008), 「조선왕조 儀軌의 현존 상황과 연구 활성화 방안」, 민족문화
제 31집, 民族文化推進會, p. 285를 참고하였다.

95) 국가의 주요 행사를 관장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기관.

96) 김문식(2010), 「 儀軌事目 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규장각 제 37집, p. 161.

97) 각 국왕의 『實錄』을 찬수하는 과정을 다룬 실록청(實錄廳) 의궤의 경우에는 인원구성에 있

어 기타 의궤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최고 책임자는 대체로 총재관(總裁官)이라는 직책에 임

명되며 실록청을 총괄하며,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고위 관원을 당상(堂上) 또는 당상낭청(堂上

郎廳)이라 하여 각 방(房)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있다.

98) 김문식·신병주(2005),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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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명칭이나 그 구성인원이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위의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서사(書寫), 서리(書吏) 등의 하급 관원들도 

대거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99) 

 의궤의 편찬은 대체로 도청 및 낭청급 인원들이 주가 되어 기록을 선

별․분류․정리한 후 기록을 요약하면, 이를 하급관원인 서리(書吏) 등이 

등서(謄書)하고, 서사(書寫)들이 용도에 따라 의궤를 필사하여 여러 권

으로 제작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의궤의 편찬과정은 업

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을 두고 그 부속인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工作), 수리소(修理所)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

였는데, 도청과 각 방(房)에서는 업무과정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 등록

을 작성한 후, 행사가 끝나면 이를 모아 최종적으로 의궤를 생산하였

다.100) 아마도 낭청은 각 방(房)별로 하급관원들과 기술자들을 통솔하

여 각각의 등록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실제 의궤에 포

함된 각방의궤(各房儀軌)는 그 시작에 각 방을 담당하는 낭청(郎廳)과 

감조관(監造官)을 비롯하여 하위관원인 서리(書吏), 서원(書員), 사령

(使令) 등의 좌목도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각 방별 좌목의 예(『己卯 冊禮都監儀軌 五臺山上』)

99) 김문식(2010), 위의 논문, pp. 161～166.

100) 최은영(201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 충청문화연구
제 6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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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궤의 구성은 해당 의궤의 성격에 따라 생략되거나 명칭 및 순서가 약

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목록(目錄)을 시작으로 좌목(座目), 

본청의궤(本廳儀軌)101), 각방의궤(各房儀軌) 순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예를 들자면, 목록(目錄), 좌목(座目),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來

關), 예관(禮關), 의주(儀註), 품목(稟目), 감결(甘結), 서계(書啓), 부의

궤(附儀軌), 논상(論賞),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

工作), 수리소(修理所) 등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사의 절차를 상세히 묘사하는 반차도(班次圖) 등의 도식은 각방의궤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102)

 종종 의궤류 기록물을 ‘등록(謄錄)’으로 지칭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

체로 반차도나 도식(圖式) 등이 제외된 상태로 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기

록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반차도 및 도식이 있는 기록

물을 ‘謄錄’으로 칭할 때도 있다. 의궤류 기록물을 ‘謄錄’이라는 명

칭으로 칭한 사례의 예로써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

)』103)이나, 『완화군관례등록(完和君冠禮謄錄)』104) 등을 들 수 있겠

다. 『문희묘영건청등록』의 경우에는 반차도(班次圖)나 도설(圖說)과 

101) 전교(傳敎),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來關), 예관(禮關), 품목(稟目), 감결(甘結), 서계(書

啓) 등의 각종 관문서 및 의주(儀註)와 부의궤(附儀軌)와 같은 행사관련 참고자료 그리고 논공

행상 기록인 논상(論賞) 또는 상전(賞典) 기록이 포함된다. 대체로 관문서류, 행사 참고자료, 논

상 자료 순으로 편집된다. 관문서류의 경우에는 국왕이 내리는 공문서인 전교(傳敎)를 시작으

로 하여 대체로 공문서의 격에 따른 순서로 분류된다. 각방의궤는 본청의궤와 유사하게 구성되

며, 각 방에 참여한 인원과 각 방의 등록(謄錄), 관문서(官文書) 등이 포함된다.

102) 『실록청의궤』역시 그 구성 순서는 대동소이하나 실록청의 사목(事目)이나 실록찬수범례(實

錄纂修凡例) 등 『실록청의궤』만이 지닌 구성적 특징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실록청의궤』가

단편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록의 편찬이라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을 설명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타 의궤와의 이러한 구성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된다. 실제 고종 27년(1890년) 소실(燒失)된 『승정원일기』를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기청(日記廳)에서 『승정원일기』 개수 과정을 기록한 『日記廳改修謄錄』 역시 개수범례(改

修凡例), 일기청사목(日記廳事目)과 같은 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실록청의궤』와 유사한 구성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기청개수등록』의 경우 실록청보다 그 위상이 한 단계 아래

인 일기청에서 개수되었을 뿐더러 따로 의궤청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에, 의궤가 아닌 등록으로

써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103) 정조(正祖)의 장자였던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신위(神位)를 문희전(文禧殿)으로 옮겨 봉안(奉

安)할 때에 문희전(文禧殿)의 영건 과정에서부터 신위의 봉안에 이르는 기간의 기록을 편찬한

의궤류 기록물.

104) 고종(高宗)의 서자(庶子)인 완화군(完和君)의 관례(冠禮) 절차를 다룬 의궤류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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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궤에서 볼 수 있는 도식(圖式) 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謄錄’이라는 명칭으로 편찬하였는데, 이는 ‘謄錄’과 ‘儀軌’라는 

명칭의 차이가 단순히 기록의 내용구성에 따른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국가행사의 격(格)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유

로 또는 의궤청이 설치되지 못할 여타의 이유 등으로 인해 정식으로 의

궤청을 설치하여 기록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관

사(官司)에서 자체적으로 기록을 편찬한 경우 이를 ‘등록’으로 칭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의궤는 공적 위상을 지닌 일종의 증빙자료이자 동시에 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보고자료집으로써 등록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궤를 등록의 한 부류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행사의 시말(始末)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와 자료를 편집 및 

등서(謄書)한 기록물이다. 김상호(2011)는 『철종대왕실록청의궤(哲宗

大王實錄廳儀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궤에 등록되는 관문서(官文書)

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의궤가 등록류(謄錄類)의 하나라는 주장을 펼치

고 있다.105) 실제 의궤는 계사(啓辭), 이문(移文), 감결(甘結) 등의 관

문서(官文書)를 등서(謄書)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문서 외에도 

의궤는 도식(圖式) 등을 활용하여 행사의 절차와 전반적인 모습을 재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는 추후 이와 유사한 행사나 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궤가 하나의 참고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둘째, 후대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행사와 관련된 절차나 시말(始末) 및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의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좌목

(座目)과 업무에 참여한 이들의 실명을 신분에 관계없이 기재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의궤가 추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증빙자료의 역

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의궤는 국가의 행사전말을 기록한 자료기록이자 동시에 국

105) 김상호(2011),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49輯,
서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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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사 과정에서 각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증

거기록이며, 행사와 관련된 관문서(官文書)의 등서본(謄書本)을 일자별

로 편철한 일종의 등록(謄錄)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의궤가 국가의 주요 행사와 의식에 관련된 종합자료집 기록물이라고 한

다면,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謄錄)』은 반란사건에 대한 종합자료

집 성격의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영조 4년(1728년) 영남지방에서 

이인좌(李麟佐)를 중심으로 하여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추대하려는 

세력이 일으킨 ‘이인좌의 난’(이하 戊申亂)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토벌

군과 지방 수령 및 영장(營將) 등이 이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 군공에 

대한 기록과 반란자들을 공초한 내용 등을 수합하여 편찬한 기록물이다.

 해당 등록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이 진

행되는 과정을 월일별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 각 권 내 정리된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자별로 기재되었으나, 1권은 3월부터 4월 3일까

지의 기록, 2권은 3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기록, 3권은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록, 4권은 4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록 등 각 

권의 순서가 일자별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3권의 일부와 5권에서는 

무신란(戊申亂) 이후 진압과정에서 공을 세운 군공자(軍功者)의 군공초

출기(軍功抄出記)와 적신(賊臣)들의 공초(供招) 기록을 담고 있다.106)

 『영조무신별등록』의 기록은 시간 순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각 권이 다루는 시간의 순서는 책권의 순서와 부합되지 않

는다. 다만 각 권 내의 기록은 대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해당 등록 내 수록된 기록들은 대체로 장계류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3권 및 5권 일부에는 군공(軍功)을 세운 인원들을 기재한 군공

초출기(軍功抄出記), 4권의 일부에는 무신란에 대한 비변사와 국왕의 인

견기록, 역시 5권의 일부에는 역모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공초(供招) 

기록과 의금부(義禁府)의 관련 장계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권별

로 수록하는 기록의 주제나 형식,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기록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섞여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원래 존

106) 국사편찬위원회 編, 『各司謄錄』67권, 국사편찬위원회, pp. 六～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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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등록의 문서가 분리되어 섞인 것을 급하게 재편철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인다.

 실제 이와 유사한 기록물인 『양호초토등록(兩湖招討謄錄)』의 경우에

는 대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배치하였으며, 중간중간 방문(榜

文), 관보(官報) 등을 삽입하여 해당 사건의 전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타 종합자료집 성격의 등록

류 역시 이와 비슷한 편찬방식을 취하는데, 초기의 『영조무신별등록』

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편찬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기록의 편찬은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서도 『무신별

등록(戊申別謄錄)』이라는 명칭의 기록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영조무

신별등록』이라는 명칭의 경우 ‘영조(英祖)’라는 묘호(廟號)가 표제에 

포함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고종대 이후 그 전의 기록을 재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이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107) 

 『영조무신별등록』의 편찬 방식은 대체로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각 지

방의 동정이나 군사활동, 선무활동 등을 보고한 지방관의 장계와 국왕의 

전교, 비변사의 계(啓), 지방관의 장계를 뒷받침만할 첨부자료, 역모자

(逆謀者)들의 심문(審問) 과정을 기재한 공초(供招), 해당 사건을 진압

한 공신들의 목록과 수상내역 등을 그대로 등서(謄書)하여 시간순이나 

주제별로 정리해 찬집(纂輯)한 형태이다. 각 지방관의 장계나 공초 등의 

기록은 원문을 거의 그대로 등서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이며, 등록 작성 

과정에서 『비변사등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 역시 참고한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영조무신별등록』의 수록된 비변사의 계사(啓辭)는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108) 

107) 영조(英祖)의 묘호는 원래 영종(英宗)이었으나 고종27년 영조(英祖)로 묘호를 고쳐 올렸다.

108) 일부 기록의 경우 『비변사등록』의 원 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영조무신별등록』1권 3월 24일자 기록에는 감호사(監護使) 윤순(尹淳)이 품정(稟定)할 일

이 있어 청대(請對)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비변사등록』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윤순의 직책을 감호사가 아닌 감호어사(監護御使)로 칭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약간

의 명칭의 차이가 종종 나타나나 대체로 『비변사등록』의 원 기사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비변사등록』영조 4년 3월 24일자 기록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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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조무신별등록』이 기 편찬된 각종 등록에서 무신란 시기의 관

련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등서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즉 『영조무신별등록』은 난이 진압된 후 이에 대한 원본 기록만을 따로 

수집해 편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작성된 일지류 등록이나 공문

서철류 등록도 참고하여 이를 함께 등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이

다. 등록이 원본 기록과 동일한 위상을 지녔기에 타 등록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궤류와 『영조무신별등록』을 비롯한 종

합자료집 성격의 등록류는 단일 주제에 대한 기록만을 수집하여 편찬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해당 등록의 명칭은 정확히 하나의 사건

이나 사안을 대표하는 용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등록류의 

구성방식은 대체로 각 등록이 다루는 사안과 관련된 기록을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유형과 기능의 문서들을 하

나의 책자로 엮어낼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 및 문서양식에 따라 일종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해당 카테고리별로 기록을 분류한 후 각 카테고리 

내에서 수집된 기록을 다시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하기도 하였다. 

 종합자료집 성격의 등록류는 중요한 국가적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후대에 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의 위상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해당 사건의 전말을 국왕과 조정에 보고하는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각각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역할 역시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대의 국정운

영보고서나 국정홍보자료집 또는 특정사업에 관련된 백서류와 유사한 성

격을 지닌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관청별로 제작한 업무일지 형

식의 등록’은 일종의 기관 일력(日歷) 및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록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기관 자체의 행위를 기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러한 등록류는 일지 형식의 편년체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기

록은 내용이나 주제의 구분 없이 시간 순서를 중심으로만 배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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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이다.

 ‘단위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의 등록’은 현대 각 관공서의 

단위과제별 기록철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대체로 기관에서 담당

하는 각 기능별로 문서를 수합한 형식이며 수합된 공문서는 각 등록의 

특성에 따라 다시 생산자 및 생산기관, 생산일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후 등서 및 편철된다. 각 기관 내에서 다루는 하나의 기능을 중심으로 

엮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해당 등록류는 대체로 수록되는 기록의 유형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同文彙考』는 외교문

서를 중심으로, 『狀啓謄錄』은 지방관의 장계문서를 중심으로, 『科擧

謄錄』은 과거 합격자 목록인 방목(榜目)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 등이다.

 ‘단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은 국가의례나 일

회성 행사 및 군사행동 등에 관한 기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보고

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하나의 등록이 하나의 특정한 사안만

을 다룬 경우가 많다. 편찬방식은 각 등록이 다루는 사안에 따라 약간씩

의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기록을 시간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유형과 기능의 기록을 하나의 

등록으로 엮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각 등록은 그 유형에 따라 원 기록의 수집 범위와 등록(謄錄) 

기준 그리고 편찬 형식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등

록을 단순한 하나의 기록물이나 통일된 유형의 기록물 편찬방식으로 인

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 상에서도 

수집 및 관리하는 기록의 양식과 내용이 상이하며 이러한 각 기록의 특

성에 따라 각기 다른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상기해볼 때, 조선

의 등록체계 역시 일종의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서 다양한 기록물을 그 

특성에 맞게 보존․활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등

록 편찬체계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등록의 생산은 낭청(郎廳)급 당하관(堂下官) 실무진이 주관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인 등서(謄書) 작업은 실무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서리(書吏)와 같은 하급관원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109) 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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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는 생산 및 수발(受發)하는 공문서와 함께 해당 관청에 관련된 기

록을 등서(謄書)하여 등록을 제작하였는데, 대체로 일종의 전례집(典例

集) 또는 자료집(資料集)으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를 주기적으로 생

산하였다.

 등록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후대의 ‘증빙자료(證憑資料)’로써의 

역할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등록이 일종의 전고(典故)로써 활용되었다

는 의미는 등록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기록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해당 등록 내에 기재된 관사(官司) 또는 

관원(官員)의 공적 행위에 대한 일종의 증거자료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대다수의 등록은 좌목(座目)을 기재하여 해당 기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들을 모두 명기하도록 하거나, 등록의 기사에서 해

당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등록의 신뢰성을 보장

하였다. 이는 등록을 주요 공문서를 정리한 단순 공문서철이 아니라, 공

적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종의 업무실명제(業務實名

制)를 구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유형별 등록 연구를 통해 등록기록의 생산과 그 관리 체계가 원 

기록(original records) 자체에 대한 물질적 보존보다 기록에 내재된 정

보의 전승(傳承)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 기록관리시스템 내에서 등록체계가 원본 기록의 보존이라는 측면에

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내용의 증거적 가치를 보

전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임을 암시한

109) 각 아문의 낭청급 실무자는 등록을 생산하기 위한 원 문서를 관리 및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정리 및 편철하는 책임자였으며, 등록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록의 평가와 편집 및 검토를

담당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등록의 생산자는 각 아문의 낭청급 실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등

록의 생산과정에서 단순히 원 문서기록을 등서(謄書)한 서리(書吏)와 같은 관속들은 기록의 생

산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 등록의 생산자를 낭청급 실무자로 본다면 이러한 낭청직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아키비스트로 볼 것이냐 단순한 조직 내 실무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러

나 해당 기록담당 인원들이 대체로 사관직을 겸임하거나 사관직을 경험한 인원들로 구성되었

다는 점,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편찬하는 과정에 있어 원칙에 따라 철저한 등록 작업을 수

행하였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등록체계 내 등록생산자를 기관 내의 실무자로서 인식하기보다

아키비스트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선의 관제(官制) 상 대체로 기록을 다루는 관원들

이 기본적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문한관서(文翰官署) 및 사관(史官)에 대한 연구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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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등록의 범위가 전체 등록류 기록물에 비하

면 미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장시켜 일반적 의미에서 등록의 기록학적 가치와 효용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기록물관리시스템와 등록체계의 특징을 비

교 분석하여, 등록체계가 현대적으로 어떠한 기록학적 의미를 지니며 이

를 현행 기록관리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변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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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등록체계의 기록학적 분석

 제 1절  등록체계와 현대 기록관리체계의 비교

 한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최초의 법규 조항은 1949년 제정된 

「정부처무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961년의 「정부공문서규

정」, 1984년의 「정부공문서규정」 개정안, 1991년의 「사무관리규

정」 등에서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규정안이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위의 규정안은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함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공

문서의 작성과 처리 등 행정적 효율성만을 위한 규정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법적 영역에서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의무조항화 시킨 것은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정

의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이전의 법규에서 다룬 ‘공문서’나 ‘자료’뿐

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까지를 포괄하였다. 현행 기록물 

관리 제도는 2006년 제정되고 2012년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법률의 운용은 「공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

칙」등에 명시된 바를 따르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는 공공기관만의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행정박물 및 영구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까지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하였고, 시대의 흐

름을 인정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 

당시와 달라진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기록관리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둔 한국의 현 기록관

리제도와 조선시대의 등록체계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비교 및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는 조선의 등록체계를 현행 기록물관리제도와 비교하여 등



- 61 -

록체계가 지닐 수 있는 현대적 의미를 도출해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

로 현행 기록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인식 하에 현대 기록관리체계와 등록체계를 ‘기록의 생산과 분

류’,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영구보존기록의 생산과 관리’라는 

세 분야로 나눠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기록의 생산과 분류

 기록생산에 관련된 조항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조항 등이 있으며, 전자

기록물 생산의 경우 동법 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법률과 해당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직접 인용하여 조선시대 공공기록물의 생산과정과 이

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상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업무수행의 모든 과

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110), 생산 

기록에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

이 포함된다.111) 공공기관의 공무기록 외에도, 일반적인 문서의 형태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기록, 주요 

회의의 회의록이나 속기록, 또는 아키비스트에 의해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는 기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록을 생산할 것을 법령과 그 시행령

에 명시하고 있다.112) 생산된 기록이나 접수된 기록은 해당 기록물이 

11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1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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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또는 접수됨과 거의 동시에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기록물들은 

각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분류 및 편철된다.113) 이 때 각 기록물을 편

철할 기록물철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과제

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 생성되어야 한다.114)

 이렇게 생산된 기록은 그 보존기간에 따라 각 기관의 소관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되며, 최종적으로 보존되는 모든 공공기록은 영구보

존기록관으로 공식 이관된다.115) 현행 법령상 기록의 생산주체는 어디

까지나 각 공공기관과 공무수행자이며, 기록관과 소속 아키비스트는 직

접 생산이 요구되는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기록의 최종 관

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여기서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기록

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기록의 생산과 

최초의 편철 권한은 기록 생산자가, 기록의 이관 후 수행되는 기록의 평

가와 폐기 등의 권한은 아키비스트가 갖는 방식이다.

 한편 조선의 경우 각 기관의 공문서 생산 의무와 생산 방식을 규정한 

조선의 법전조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부 공문서와 대장(臺帳)류에 

한하여 기록의 생산 주기나 문서의 형식 등을 규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백선혜(2007)의 논문에 따르면 기록의 수집과 생산에 관련된 

『경국대전』의 규정은 적(籍), 부(簿), 안(案) 등의 공기록 대장(臺帳)

류와 관련된 내용과 일반 행정문서인 공문서류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16) 적(籍), 부(簿), 안(案) 등은 모두 일종

11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7조

(기록물의 생산 의무),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정] 제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1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1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 제23조(편철 및 관리),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15)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16) 백선혜(2007),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제15호, 한국기록학회,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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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자료나 등록대장과 같은 유형의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유형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조항으로 있지 않고 각 

부서의 업무를 규정한 「호전(戶典)」, 「병전(兵典)」, 「공전(工典)」, 

「형전(刑典)」내에 포함되어 있다.117)

 일반문서의 경우 대체로 국가간의 외교문서나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狀

啓) 및 계본(啓本) 등을 비롯하여 관부 사이에 주고받는 관문서(官文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이러한 공문서의 양식을 일

부 규정한 조항은 있으나118), 이러한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의 원칙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한 것은 없다. 춘추관의 시정기나 승문원의 문서를 

3년마다 인출한다는 내용의 조항119)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문서의 생산

의무 조항이나 각 문서들의 수집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따로 법전에 명

기되어 있지 않다. 대신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조항 등에서 

관문서(官文書)의 용례(用例)나 활용 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의 『경국대전』 조항들은 기록물의 의무적 생

산을 강제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규

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원 문서는 그 종류별로 구분되어 각 관청에서 관리되었

다.120) 이는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

록·분류·편철 등)에서 기록물의 분류와 편철을 규정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조선시대 공공 문서의 편철은 비슷한 종류와 유형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하나의 권(卷)으로 엮어내는 방식의 오침철장법(五

針綴裝法)이나 원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이를 따로 등서(謄書)하여 

117) 예를 들어, 호적(戶籍)의 생산은 『經國大典』「戶典․戶籍」조의 “每三年,改戶籍,藏於本曹漢

城府本道本邑.”라는 조항에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명부(名簿) 생산은「吏典․考課」“凡犯罪者,

居下等者, 置簿憑考.” 조항에서, 공노비의 노비안(奴婢案)의 생산은 「刑典․公賤」“每二十年,

成正案, 藏於本曹․議政府․掌隷院․司贍寺․本司․本道․本邑.”, “公賤, 每三年, 成續案.” 등의
조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18) 『經國大典』「禮典」에 각 주요 문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용되는 모든 관문서(官

文書)의 서식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119) 『經國大典』, 「禮典․ 藏文書」, “春秋館時政記,(撰集承政院日記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

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印, 藏本衙門議政府及史庫”

120) 『經國大典』, 「禮典․ 藏文書」,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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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하는 등록(謄錄)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 중 등록은 특히 중요한 내

용의 기록물이나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이

용․보존․관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었다. 조선의 법전에서 등록의 생산

을 강제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대다수 기관이 

등록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과 국왕을 비롯한 조정에

서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등록을 꾸준히 활용해 왔다는 점 

등은 등록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등록

의 생산은 필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 기관 내 자체적인 

반(半)규범이나 국왕의 지시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현행 기록물관리체계에서는 기록물의 생산과 기록물의 편철이 거의 동

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주체는 1차적으로 기록물의 생산자가 된다. 한

편 등록체계의 경우에는 원본 문서의 생산자와 등록의 생산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등록체계 내에서 등록의 생산이 원 문서를 수

집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시 등서(謄書)하여 하나의 기록철로 편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록체계의 방식은 기록의 원 생산자가 

아닌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평가 및 정리를 수행하는 현행 영구보존기록

물의 관리방안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관청일지류 등록이나 일부 공

문서철류 등록의 경우에는 원 문서의 생산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해

당 업무와 관련된 등록의 생산도 책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역시 관청 내 기록의 관리를 책

임지는 기록관리의 책임자이거나 기록관리를 경험한 관원들인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는 기록물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된 등록의 편찬작업의 주

체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기존에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겸임하는 인원이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등록은 그 생산 목적에 따라 처음부터 비현용기록물인 영구보존

기록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업무에 실제적으로 참고

하기 위한 일종의 준현용 기록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등

록의 편찬은 현행 법령상에서 단순히 기록의 편철이라는 의미로만 이해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평가라는 과정을 거친 준현용기록물 및 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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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영구보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현행 기록물관리체계와 등록체계의 비교분석은 후

에 ‘영구보존기록의 생산과 관리’ 항목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2. 기록의 보존 및 관리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상 기록의 생산 후 1차적인 보존과 관리는 기록 

생산자에 의해 수행되며, 해당 기록은 그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비밀정

도 및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된다.121) 이 때 

기록의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등은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된 기록관리기준

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단위과제별로 작성되며, 그 관리항목에는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122) 

 기록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의 7가지

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존기간의 책정은 단위과제별 업무의 성격과 그 

내용을 증빙하는 기록물철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보존기간

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 1 “기록물

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123)을 따른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대체로 

기록물의 1차적 현용가치와 현용가치 종료 후의 2차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현용가치가 종료되는 기록은 소관 기록관

에 우선적으로 이관되고 다시 영구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된다. 현용가치가 

종료된 기록물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각 기록물은 아키비스트에 의하여 

그 공개여부와 보존기간 등이 재평가된다. 이렇게 재평가된 기록물은 그 

12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23)「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의 [별표1]<개정 2011.12.21.>,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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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따라 폐기되거나 보존기간이 연장되며, 보존기간이 연장된 기록 

중 특히 영구보존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은 영구보존기록관에서 영구보

존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다. 영구보존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역시 후에 ‘영구보존기록의 생산과 관리’ 부분에서 더욱 상세

히 다룰 것이다.

 조선시대 문서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예조․장문

서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기록물의 정기적인 간행, 

보관 장소 및 방법, 주요 기록물의 분산 보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124) 

그러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서 보존기간을 7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책

정 기준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조선의 기록보존체계에서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수치화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활용도에 따라 기록의 

보관 장소를 달리한다는 점에서는 현행 기록물관리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조선시대에서는 생산한 기록을 그 생산목적 및 업무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해당 관청의 문서고 및 관부 내 비장소(秘藏所), 조선 초기 폐지된 

가각고(架閣庫)의 역할을 이어받은 춘추관 및 의정부의 문서고, 실록이 

보관되는 사고(史庫) 등으로 각각 나누어 보관․관리하였다.

 일반적인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 생산된 관문서 중 현재의 업무와 직결

되는 것들은 문서 그 자체를 보관하거나 비슷한 문서류를 임시로 묶어 

편철해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서류는 각 관청 내의 선반이나 

문서고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현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용이 

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문서들은 등록(謄錄)으로 

편찬하여 역시 각 관청의 문서고에 비치해 수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

다. 관청의 문서고는 크게 누상고(樓上庫)와 누하고(樓下庫)로 구분되는

데, 업무 활용이 이미 종료된 비현용기록과 거의 활용되지 않는 준현용

기록의 경우에는 일종의 문서고로서 가장 넓은 누상고에 보존하였으며 

124) 『經國大典』, 「禮典․ 藏文書」, “春秋館時政記,(撰集承政院日記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

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印, 藏本衙門議政府及史庫.

○ 書狀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 凡印書冊, 別藏于隆文隆武樓, 又於議政府弘文館成均館春秋館諸道首邑各藏一件

○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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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용하는 현용 기록은 누하고에 보관하였다.125) 아마 현용되는 문

서원본과 일지기록은 누하고에 보관되었을 것이며 대다수의 등록은 누상

고에 올려 보관하였을 것이다.

 또한 개별 관청의 업무용도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사(大事)나 각 관

청의 긴요한 문서를 수합한 등록의 경우에는 춘추관 및 의정부에 비치하

고 국가의 전례(典例)로써 활용되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등록의 경우에는 5사고(史庫)에 나누어 봉인․관리 

되었다.126) 이러한 사례는 조선시대에서도 기록물의 현용여부에 따라 

기록을 관청, 소관 기록관, 영구보존기록관으로 나누어 보존․관리하였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등록체계에서 기록의 보존기간은 특정한 기한으로 

규정되지는 않으며, 그 활용도에 따라 각 기록은 자연스럽게 현용기록은 

준현용․비현용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거쳐 상황에 맞게 보존․관리되었

다. 일회성 기록이나 생산 자체가 영구보존을 위해 제작된 기록을 제외

하고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의 가치는 ‘준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주기적인 기록 평가를 통하여 선별된 기록은 등록이라는 

준현용․비현용 기록물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은 

기록물은 자연스럽게 세초(洗草)나 기타 폐기의 과정을 거치며, 선별된 

기록은 현대의 각 부처와 기관의 레코드 센터(Record Center, 

Repository)와 유사한 별도의 기록보존소인 문서고나 관청 내 별도 장

소에서 보존되었다. 이 중 특히 영구히 남길 가치가 있는 등록의 경우에

는 국가 영구기록보존소(Archive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각 지

방의 사고(史庫)와 중앙기관의 기록물보존소인 의정부 문서고나 홍문관 

등지에 나누어 보존되었다. 이는 현대 기록관리체계 내에서 기록의 가치

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은 평가하여 준현용․
비현용 기록으로 남겨 각 기록의 가치에 맞는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것

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25) 金泰雄(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 규장각 제2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 143.

126) 崔承熙(1989), 『韓國古代史硏究』(증보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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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구보존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재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주요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영구보존기록물은 

대체로 역사기록물이나 주요 행정기록물, 또는 공공 가치가 지대한 민간

기록물 등이다. 대다수의 영구보존기록물은 크게 생산 당시부터 영구보

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보존기간을 준영구 또는 영구로 책정하여 생산

한 기록물 그리고 보존연한이 종료된 기존의 기록물 중 영구적으로 보존

할 만한 가치를 추후에 인정받은 기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구보존

기록관에서 파견한 아키비스트가 주요 행사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기록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127), 실상 대다수의 영구보존기록물은 기

존의 현용․비현용 기록물 중 아키비스트에 의해 영구보존기록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관리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아키비스트는 기존의 기록물 가치를 평가하

고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선별해내는 역할이 주가 되고 있으

며, 그 스스로가 사료적․증거적 가치를 지닌 영구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는 전체적인 영구기록물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의 경우이다. 현대 기

록관리체계 내에서 아키비스트에 의한 영구보존기록의 생산은 엄밀히 말

해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

키비스트가 생산하는 기록은 주로 원본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작성

과 기록물기술(記述, description) 등과 같은 기록정보이다.

 반면 조선의 등록체계에서 모든 등록기록물은 그 생산 자체로 이미 준

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받는다. 이미 준영구기록물로서의 위상을 

지닌 채로 생산되는 것이다. 등록의 생산은 기관 내에서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한 낭청급 실무자128)가 중심이 되고, 기록물의 보존과 등서

127)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

국.

128)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서의 낭청급 실무자를 비롯한 조선시대 각 기관의 기록생산자

를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 볼 것이냐, 아키비스트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대

적 의미에서의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와 같은 기록관리전문가의 개념은 18세기 말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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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謄書) 등을 담당하는 서리(書吏)가 이를 보조하여 이루어진다. 기존의 

문서 중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기록들이 등록의 형

태로 등서 및 편집된다. 이 과정에서 원 문서에 대한 평가가 낭청급 실

무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되는 원 문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

이 폐기되거나 등록에 수록되어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이러한 등록은 

원 문서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 기록물로 인지되었으며, 이는 기록을 작

성하는 과정의 엄밀함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담당관의 의

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등록은 그 생산 당시부터 준현용․비현용 기록으로 분류되어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을 보장받았다. 현대의 기록물 관리체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연한을 7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데 반해 조선의 등록

체계에서는 각 기록물의 보존연한이라는 것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때

문에 조선의 등록체계 내에서 기록물의 가치 평가는 보존기간의 연장이

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오직 기록의 폐기 또는 보존이라는 두 가지 선택

항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종종 보관의 부실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등록기

록이 소실되는 경우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 기록 자체를 

폐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129) 

 이러한 등록의 보존과 관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준현용기록으로서의 등록과 비현용기록으로서의 등록을 구분하여 보관한 

것이다. 업무의 참고자료로써 생산된 준현용기록으로서의 등록과 영구보

존의 가치를 인정받은 혹은 생산 당시부터 후세에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태동되고 19세기 말엽에 와서야 매뉴얼화 된 기록관리의 원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아키비스트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조선의 기록관리 담당 관원들을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선의 기록관리체계에서 기록의 전반적인 관리를

이들 낭청급 실무자들이 전담하였다는 점, 등록 시 기록의 수록여부에 대한 평가를 이들이 주

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단순히 기관 내 실무자로 볼 것이 아니라 아키비스트적 소

양을 갖춘 기관 내 실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9) 몇몇 등록류 기록들(예를 들어, 『承政院日記』)의 경우에는 종종 후대에 민감한 내용의 기사

나 내용들이 도삭되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후기 왕실의 권한을 유지하

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기록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문제이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기록의 폐기로는 볼 수 없다. 등록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등록 수록 대상인 원 문서를 폐기하는 경우는 있으나, 보존 중간에 폐기된

등록의 경우는 연구범위 내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 70 -

영구보존용 기록으로 생산한 등록은 그 보존과 관리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준현용기록으로서의 등록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대

적으로 열람이 용이한 위치에 보관되었다. 주로 각 기관의 문서 생산기

관의 별도장소나 문서고의 누하고(樓下庫)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다. 특히 중요한 등록의 경우에는 승정원(承政院), 규장각(奎

章閣) 등에 이를 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130)

 그러나 영구보존기록으로서의 등록의 경우에는 춘추관 및 의정부와 같

은 주요 경사(京司)의 문서고, 실록이 보관되는 사고(史庫) 등으로 각각 

나누어 보관․관리되었다. 이는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의 이중 보존을 명문화하여, 주요 기록물의 분산보존 시

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131) 다만 현

대와는 달리 매체를 통한 기록의 분산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조

선에서는 주요 기록물에 대한 장소별 분산보존이 철저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사고(史庫)에 봉안된 기록은 포쇄(曝曬)라는 소독 및 점검활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기록물을 부득이하게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형지안(形止案)이라는 일종의 기록물출납 및 열람명부에 기재하여, 항상 

130)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의 관청일지류 등록 외에도 『公車文』, 『狀啓謄錄』, 『同文

彙考』등의 기록 역시 각 기록의 생산관청과 승정원, 규장각 등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同文彙考』의 경우에는 『正祖實錄』26卷, 12年(1788 戊申 / 청 건륭(乾隆) 53年) 9

月 27日(乙酉) 1번째 기사의 “교서관이 《동문휘고(同文彙攷)》를 인쇄해 올렸다. 옛 법에는 사

대 문자(事大文字)와 교린 문자(交隣文字)를 받아들이고 분류(分類)하는 것을 모두 승문원(承文

院)에서 주관하고, 그 부본(副本)을 3년에 한 번씩 인쇄해서 장고(掌故)에 간직한다는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있다.(乙酉/校書館印進《同文彙攷》。 舊法, 事大交隣文字, 承受分屬,

皆由承文院, 其貳本三年一印, 藏於掌故, 著在《經國大典》。)”(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

http://sillok.history.go.kr/)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등록의 비치장소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 해당 기록을 연구한 『實錄』과 『承政院日記』의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13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

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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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보존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와 조선의 등록체계는 영구보존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는 기록관리에 관한 기술 및 기본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일 뿐이지,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와 조선의 등록체계를 근본적으로 상이

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현대의 기록관리체계나 조선

의 등록체계 모두 원 문서의 ‘수집’이라는 과정과 수집된 원 문서의 

‘평가’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 하나

의 기록물은 ‘영구보존’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영구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록물은 영구보존기록물로 분산․관리된다. 이러한 유

사성은 기록문화유산의 전승(傳承)이라는 현대 기록관리체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등록체계가 영구보존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통한 전

승(傳承)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시로서는 가장 효

과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조선이 등록체계라는 형태로 구축하였음을 의미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등록체계와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의 등록체계가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 기록물관리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등록기록 자체가 현

대 공문서철과 완전히 일치하는 유형과 성격의 기록물이 아닐 뿐더러, 

등록의 생산자를 과연 전문적인 기록관리의 소양을 지닌 아키비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의 등록체계와 현대의 기록관리체계 그 자체를 비교해 볼 때에

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규정의 강제성 여부 등 여러모로 상이한 부

분 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기록관리체계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서 도출된 시스템이었으며, 특히 

등록의 생산 목적과 활용 방안 등은 기록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중시해야 할 등록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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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등록체계가 지닌 정보의 신뢰성과 역사성, 그리고 공적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성이다. 등록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공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인 기록을 내용 중심적으로 편집해 보존한 것으로, 국가의 공무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다. 동시에 해당 자료를 

통한 국가의 공적 행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료로도 활용될 여지가 많

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기록으로서의 진본성과 신뢰

성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엄밀한 평가과정과 수록대상 기록 선정에 

있어서의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 기록관리체계 내에서의 등록체계 적용에 대한 가능

성 여부를 타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등록체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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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현대 기록관리체계 내에서의 등록체계 변용 방향

 Shepherd와 Yeo(2003)는 기록관리를 ①업무에서의 활용성(business 

use) ②대내외적 설명책임의무에 대한 지원(support for external 

internal accountability) ③문화적 활용성(cultural use) 등 이상의 세 

가지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132)

<그림 5> 기록의 가치와 활용성133)

 ‘업무에서의 활용성’이란 말 그대로 기록이 조직 내에서 업무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의 기록은 현재의 업무에 대한 하나의 

예시(例示)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보존되며, 기록관리는 현재의 

업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대내외적 설명책임의무에 대한 지원’은 기록을 생산하는 조직이 대

내외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납득시키고 행위의 근거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록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의

132) Shepherd & Yeo(2004), 『Managing Records :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Facet Publishing, <Figure 0.1 illustrates these three broad reasons for keeping records>, p.

xii.

133) Shepherd & Yeo(2004), 위의 책, p.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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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행위나 업무 활동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최상의 결론을 내린 것임을 

내부 구성원과 외부 감시자 및 기관에게 기록을 통해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 ‘문화적 활용성’이란 조직의 기록이 각종 연구활동이나 교육

활동 및 창작활동에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개인의 연혁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러한 활용성에 목적을 둔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134) 

 또한 한국 국가기록원에서도 기록관리의 목적을 “기록을 적법·적절하

게 생산·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

적 가치나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기록은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증거

성을 갖는 기록된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화시대의 기록관리는 훨씬 복잡

하고 다양하며 전문적인 업무로써, 단순한 문서보관을 기록관리라고 할 

수 없다.135)”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기록의 관리는 기록 그 자체에 

대한 물리적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

록의 생산에서부터 이용․보존․폐기에 이르는 기록의 가치와 활용성을 극

대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기록관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기록관리가 ‘기록의 보존’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서 벗어나 ‘기록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

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록의 활용’은 단순히 이용자에 대한 기록 

서비스의 측면에만 한정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민에 의한 국가행위의 감시라는 민주주의 원칙

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이 기록의 물리적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배경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134) Shepherd & Yeo(2004), 위의 책, p. xii.

135)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archivesGuide.do)



- 75 -

등장과 함께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기록학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이론

적․기술적 발전이라는 요인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과 시민의

식의 성장은 보다 많은 기록의 개방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나

게 되었으며, 기록관리체계는 국민에 의한 국가의 공적행위 감시라는 민

주주의의 대전제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

다. 더욱이 과거의 기록관리체계에서는 일반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었을 뿐더러 이용자 본위가 아닌 관리자 본위의 기록 분

류․정리가 이루어져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활용하는 데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으나, 현 기록관리체계에서는 이용자 본위의 분류 및 정리 

표준을 확립함과 더불어 기록물의 전자화(digitalized)를 통해 기록에 대

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자 본위의 기록물 관리를 현실화함으로써 일

반인이 기록물을 열람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사항도 거의 사라지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공적 행위에 대하여 설명책임

성과 증거성이라는 주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을 현실적으로 모두 보

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행위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제작하

도록 규제하거나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훌륭한 이용자서비스 체

계를 갖춘다 할지라도,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해당 기록

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기록을 통한 어떠한 행위도 무의미할 뿐이다. 

실제 중앙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지방의 기록관이나 국가 기관 내 

소규모 기록관, 그리고 대학 기록관 등에 대한 인식은 ‘기록의 보존․관
리를 위한 기록관’이 아니라 ‘기록을 폐기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록관’

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효율적 기록관리라는 미명 하에 

기록의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현행 기록물관리법상 단위 기록

물의 보존연한은 문서의 구조, 맥락, 내용 등을 고려해 그 가치를 판단

하여 1년에서 영구에 이르는 7가지로 보존기한이 책정되며136), 보존연

136) 단위과제별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의 총 7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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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다다른 기록은 따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기록의 폐기 및 

보존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기록 자체의 가치

가 아예 전무하거나 해당 기록의 보존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기록의 가

치에 비해 현저히 클 경우에 기록은 폐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대상 기록물 중에서도 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은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은 행정업무에 있어 일종의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타 연구자료나 일종의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기관은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국민

들에게 그들의 공적행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남

길 수 없다는 이유로 일정 기한이 지난 국가의 공공기록물은 폐기되며, 

훗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록의 보존연한 책정과 재평가 및 폐기 과정에서 전문

가의 심의를 비롯한 다방면의 기록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규정일 것

이다.137) 이는 여전히 가치가 남아있는 기록을 한 개인의 판단만으로 

폐기함으로써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물보존기간 책정의 기준을 수량화하거나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일단 폐기되는 기록은 완전히 소실되어 그 내용을 

복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일말이라도 반영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주관’으로 

인하여 기록의 폐기라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

137)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의 제43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

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동령 제43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

공기간의 장이 구성․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

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

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인

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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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 현행 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 기준138)은 ‘영구 보존이 필

요한 기록물’, ‘중대한’, ‘주요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

는’ 등의 객관화 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기

록물 보존 연한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성을 내

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 연한 책정의 기준을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138)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의 [별표1]<개정 2011.12.2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중 보존기

간을 영구로 책정해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78 -

기계적으로만 분류 가능하도록 제정할 수도 없다. 평가 대상인 ‘기록물

의 가치’ 자체가 이미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

을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현실

성이 떨어진다. 방대한 공공기록물 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을-그것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록에 대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

로 기록의 등록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의 등록화란 조선시대의 등록

체계를 차용한 것으로, 공무상 발생하는 기록 및 이와 관계된 참고자료

를 하나의 기록철로 요약․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료가 폐기되어

도 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로써 기록의 정보를 남기기 위한 일종의 이중 

기록물보존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체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등록화 대상 기록은 폐기처분 예정인 공기록으로 한정한다. 이미 

영구기록물로 보존 지정된 기록은 이중 보존 장치 등을 통해 그 정보가 

분산․보존되어 있는 것이므로, 등록화 작업을 통해 해당 정보를 따로 보

존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등록기록의 생산은 우선적으로 

폐기 대상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의 설명책임성과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의 생산 기관

과 기록생산자 및 기록 내의 업무에 포함된 관련인의 명칭을 모두 기재

한다. 다만 등록의 공개과정에 있어 과도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되

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실명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의 자체정보인 메타데이터와 기록의 내용을 요약한 기록물의 

기술(記述, description) 자료를 등록에 포함시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기록의 메타데이터 및 기술 자료는 현대적 의미에서 등록(謄錄) 기

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기록 자체에 대한 정보유형을 정리한 2차 데

이터인 메타데이터와 기록에 대한 기술자료는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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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기록이기 때문이다.  

 넷째, 아키비스트를 비롯한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3인 이상의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구성해 등록을 편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키비스트만이 기록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

은 위험하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해당 기록의 생산자가 아닐 뿐더러, 특

히 해당 기록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 아키비스트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핵심적인 부분을 놓칠 우려가 크다. 따라

서 이러한 등록의 생산은 현행 기록물 평가과정을 근거로 하여 기록의 

생산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체계가 실제 현행 기록관리체계에서 운용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등록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사본 기록물철 및 내용을 위주로 원 

문서를 재편집한 2차 기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등록

이 원 문서와 동등한 수준의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물이 지닌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그대로 등록에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국제표준 ISO 15489에서는 기록이 증거로

서 인정받기 위해서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usability)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9)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기록이 위조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원래대로의 진짜임을 보장하는 진본

성은 기록의 생산(creation), 접수(receipt), 발송(transmission), 보존

(maintenance) 그리고 처분(disposition)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

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만 보장될 수 있다.140) 이를 위해서는 등록을 

생산하기 전에 등록 생산을 위한 조직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등록의 생

산 목적․과정․방법, 관리방안, 등록의 위상 등을 명시하는 공문서를 생산

하여 등록의 법적 당위성과 효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의 경우 

139) ISO 15489-1(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Part 1 :

General」, ISO, p. 7.

140) ISO 15489-1(2001), 위의 표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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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본성 확보를 위해 원본 기록의 생산 시점과 생산 담당자, 초기 기록물

의 형태 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인증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의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입증하는 것이 업무처리나 활동 혹은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추후 업무처

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신뢰성은 해당 기록이 관련된 업무처리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 혹은 

직후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생산되어야만 한다.141) 등록의 신뢰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록 생산 과정에서 적어도 각 조직의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 기록의 등

록화 과정에서 해당 기록에 대한 맥락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인원이

어야 할 것이다.

 기록의 무결성은 기록 그 자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

미한다. 생산된 기록은 그 이후에 형태나 내용이 무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기록 자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

라, 기록이 생산된 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주석을 다는 경우 누가 어떻게 

허가될 수 있는지가 기록관리 정책과 절차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

다. 기록에 대한 모든 주석, 추가내용, 삭제여부는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

며, 그 추적이 가능해야만 한다.142) 등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자와 관리자를 명시하여 해당 인원들이 기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기록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관리자의 서명을 

통해 기록의 무결성을 추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

정된 생산자 및 관리자는 절차에 의거해야만 기록에 대한 수정권한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며, 기록의 수정 및 첨부 행위에 대한 

기록 역시 전자 또는 비전자적으로 등록기록에 첨부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141) ISO 15489-1(2001), 위의 표준, p. 7.

142) ISO 15489-1(2001), 위의 표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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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의 가용성은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록은 이를 생산한 업무활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써 해당 업무활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하며, 기록의 맥락적인 연계성은 해당 기록이 생산 및 활용되는 업무행

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 또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 간의 연계성도 유지되어야만 기록의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143)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의 분류 및 

정리와 해당 기록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록의 텍스트화가 요구

되며, 전자기록으로 등록이 보존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에뮬레이션

(emulation),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의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영구보존기록물로서의 등록생산 및 관리가 기록관리의 효율성 측

면에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역할은 

기록의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

용자들의 기록 활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및 운용하고, 

올바른 기록의 폐기를 통하여 필요 없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는 것 역시 기록관리 전문가의 의무 중 하나

이다. 앞서 효율적 기록관리라는 명목으로 폐기작업이 주가 되는 현실을 

비판한 바 있지만, 실제 기록의 폐기 역시 기록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전자기록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등록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 

 전자기록물이란 말 그대로 전자적 형식으로 기록된 ‘기록물’을 의미

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

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144) ‘전자기록물’에 대하여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143) ISO 15489-1(2001), 위의 표준, p. 7.

144)「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12.3.2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3조(정

의) 제2호,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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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

보자료”로 정의하고 있다.145) 국가기록원에서는 전자기록에 대하여 

“전자문서란 정부의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컴퓨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포맷으로 생성·유통·관리하는 모든 기록물”이며, “정부의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포맷으로 생

성하고 유통하며, 관리되는 모든 기록물로서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증

거물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 “보존과 배치규칙에 따른 재생성이 가능

한 기록물”146)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이란 결국 ‘전자적 특

성을 지닌 매체를 통하여서만 수집, 활용, 폐기될 수 있는 논리적 실체

로서의 기록물’을 의미한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에서 제작한 지침서인 「기록관리학적 관점에

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침(Guide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147)에서는 전자기록물과 

전통적인 종이기록물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로 인한 기록관리 기능의 

개념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5)「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

정] 2조(정의) 제2호,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한민국.

146) 국가기록원 웹사이트(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electronicConcept.do)

147) Committee on Electronic Records(1997),「Guide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 ICA(www.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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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 전자기록

매체와 상징

인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상징에 의해

인간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됨

인간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매체와 상징으로

기록됨

내용과 매체의

연결

기록물의 내용은

매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

내용과 매체가 분리될

수 있음

기록 구조의

특성

물리적으로 고정된

구조를 가짐

물리적으로 고정된

구조를 가지지 않음

메타데이터

기록물 맥락과 구조에

관한 정보가 기록물

자체에 의해 드러날 수

있음

기록물과 그것이 생산된

배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요소가

결핍됨

기록물 식별 물리적인 개체로 인식됨 논리적인 개체를 이룸

기록물 보존
물리적인 매체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둠

매체보존보다 그 안의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표 2>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차이148)

 이는 전자기록물이 기존 종이기록물과 그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물 

역시 ‘기억의 저장과 구현’이라는 기록물의 본연적 속성을 지니고 있

음은 명백하다. 이는 기록을 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종이기록물

과의 차이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전자기록물 역시 내용(content)이라는 

하나의 정보를 지니고 표현해낸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기록물과 다를 것

이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적행위에 대한 

증거적 정보를 등록(謄錄)하는 등록체계 역시 전자기록시스템 상에서 충

148) 위의 <표. 2>는 김자경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 논문인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발전 방향」의 <표 2>를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힌다.(김자경(2004),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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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구현 및 활용 가능한 체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등록체계는 기록의 사본기록 및 2차 기록의 생

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원본 기록 이상의 추가적인 기록물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사항을 고려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록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전자

기록시스템이야말로 현실적으로 등록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합리

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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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현행 기록물관리제도 상에서 영구보존기록물로 지정되는 기록은 대체로 

후대에 전승하여 보존할만한 역사적․정보적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들이다. 

하지만 그 가치가 명백하게 드러난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 각 기록이 지

닌 역사적․정보적 가치를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기록물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기록물 평가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기록물의 가치가 계량화․수치화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현행 기록물 평가기준 상에서 기록의 가치 정도를 완전히 객관화하

여 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 시점에서 기록의 폐기와 보

존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행위가 잠재적으로 영구적 가치를 지닐 수 있

는 모든 기록물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무엇보다도 기

록물의 평가와 폐기 과정에서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archivist)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중앙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대다수 기록관에서는 폐기라는 

과정을 단순한 일반 행정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이러한 기록의 폐기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문화의 전승이라

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기록관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한 기록의 폐

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록이 포함

하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후대에까지 보존․전승할 수 있는 방안의 일

환으로 기록의 등록화(謄錄化)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키비

스트가 기록문화유산의 전승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을 주

장하면서, 폐기되는 기록 중 내재되어 있는 모든 증거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등록(謄錄)기록과 등록의 생산․이용․보
존체계인 등록체계의 연구를 선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등록은 행

정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비롯하여 관공서의 주요 문서를 그대로 

등서(謄書)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재편집한 일련의 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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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綴) 및 군(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은 크게 관청일

지류 형식의 등록, 공문서철류 등록, 단일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등록의 내용이나 구성, 생

산기록의 활용도 여부는 약간씩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

으로 공통적인 등록체계라는 기록물관리시스템 하에서 그 생산과 보존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등록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등록은 기본적으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

을 지닌 일종의 준현용․비현용 기록물로 기록의 수집 ⇒ 분류 및 정리 

⇒ 기록의 평가 ⇒ 기록의 편찬(생산) ⇒ 기록의 보존․관리라는 다섯 단

계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는 등록체계가 현대 기록관리의 

원칙인 원 기록(original records) 자체에 대한 물질적 보존보다는 기록

에 내재된 정보의 전승(傳承)에 더욱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라는 점을 의

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체계가 현대 기록학계에서 일정 부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러한 조선의 등록체계가 현대의 

기록관리체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 기록물관리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문제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기록관리의 방

법에는 차이가 나타났을지언정, 기록의 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영구보존

기록을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영구보존기록은 분산보존 및 기타 보존

장치를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과 합리성

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기록물보존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기록학적 관점에서도 등록체계는 충분히 현대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등록체계에 대하여 기록의 

설명책임성 구현과 기록정보의 영구보존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

였는데, 이는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도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일종의 영구기록물 편집 체계로써 등록체계의 현대적 의미

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록체계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변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무상 발생하는 기록 및 이와 관계된 참

고자료는 수집하여 기록물 기술(記述, description)정보, 메타데이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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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관 및 생산자 등의 정보를 따로 추출해 하나의 영구기록물로 요약․
편집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지닌 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록의 등록화 과정에는 반드시 아키비스트와 기록생산자 그리고 외부전

문가의 협의체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등록기록의 생산 과정에서 원본 기록물이 지닌 증거적 가치를 담

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

서는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

성(usability)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등록이라는 시스템은 지나치

게 많은 정보를 이중적으로 보존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등록(謄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록기록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등록체계 변용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

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등록기록과 그 체계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등록의 현대적 의미를 도출해냄과 동시에, 이러한 등록체계를 현행 기록

물관리체계 내에서 변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등록체계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과 방향성

에 대한 논의일 뿐이지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때문

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등록체계의 구체적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

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등록체계에 편입시킬 기록물

을 어떻게 선정할지,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지, 

어떠한 기록을 사본으로 또는 내용 중심의 편집본으로 등록할 것인지 등 

기록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

분별한 기록의 등록화는 기록의 효과적인 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

한 기록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매뉴얼의 수립이 요구된다. 

시스템으로의 등록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등록체계를 비롯한 과거의 기록 및 기록관리체계 대한 기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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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를 통해 과거의 기록관리체계의 재조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현대 기록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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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rchival Meaning and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Joseon 

Dynasty’s Deung-rok(謄錄) System

Hyung-joong Lee

Program in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Deung-rok(謄錄) system, 

which is the Joseon Dynasty’s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while looking into how this system can be transformed 

into a moder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This is 

because the Deung-rok system is still a valid system for 

preserving evidential value and information value within original 

records and can complement the current records & archival 

management system.

 To prove this theory, the research was don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overall Deung-rok system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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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rocess was investigated. 

Deung-rok records & archives were created by copying(謄書, 

mimeograph) and editing records which were selected through 

periodic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original records. These 

Deung-rok records & archives were then dispersed and 

preserved at each place according to their utilization and 

importance. This system was derived from efforts to preserve 

the evidential and informational value of records for future 

generations. In brief, Joseon’s Deung-rok records & archives 

are files or groups of a set of semi-active or inactive records 

that were copied or edited from important original records of 

administration by certain criteria. In addition, the Deung-rok 

system can be defined as a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which stipulates the us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 archives in the agency’s records center or the 

National Archives depending on whether the records are 

currently in us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is system, the Deung-rok 

records & archives were studied by separating them into three 

major types. The first type is "daily business logs." This type is 

the daily history(日歷) of authorities and primary minutes. This 

first type of Deung-rok records & archives has value as a 

means of performing accountability and as records of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The second type of Deung-rok records & archives is 

"administrative transactional document files," which were mainly 

created by institutions copying(謄書) or editing record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This type is the most similar to modern 

transactional documen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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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rd type is "single-issue reports and sourcebooks." The 

third type of Deung-rok records & archives are regarded as 

reports and sourcebooks on national rituals, single-events, or 

military actions. It also has the properties of documents 

produced by various agencies of various types and functions, 

compiled into a single-issue Deung-rok record or archive.

 In this matter, the types of Deung-rok records & archives 

exhibit some difference in the range of collected original records, 

the standard of copying or editing(謄錄, deung-rok), and the 

format of compiling selected records. This was a part of 

measures to preserve, use, and manage records of diverse 

formats and typ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Finally, this study focused on deriving the modern meaning of 

the Deung-rok system by comparing the current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with the Deung-rok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Furtherm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Deung-rok system. In the 

current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the essential 

problem is that in reality there is no way to preserve all records 

which have primary value as accountability and evidence for 

public acts of national institutions. Because of this problem, this 

thesis gave attention to Joseon’s Deung-rok system as a kind 

of dual records preservation system for leaving proof of public 

service even if work-related materials were to be disposed, and 

suggested how the Deung-rok system could be applied 

modernly.

 In order for the conversion of records into Deung-rok records 

& archives to be effective,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are 

necessary so that the Deung-rok system can be establish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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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comtemporary 

transformation of the Deung-rok system and the archival 

meaning of the system, but further research in regard to the 

specific application of Deung-rok system is required.

 Keyword : Joseon’s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Deung-rok; Deung-rok system; Comtemporary transformation

 Student Number : 2008-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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