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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 숙종대 宮府一體論과 군신관계

김 슬 기

본 논문에서는 숙종대 宮府一體論을 둘러싼 논의에 주목하여, 宮

府一體論의 논의 양상을 살펴보고, 군신 모두가 宮府一體論를 표방

했던 이 시기 宮府一體論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자 하였다. 

  宮府一體論은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宮

의 영역이 法 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국왕의 사적인 영역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주례』에서 기원하여, 

제갈량이 명시한 宮府一體論은 주희에 의해 강조됨으로써 부각되었

다. 

  조선의 宮府一體論에서 內/外, 宮/府, 陰/陽으로 待對되는 宮의 영

역과 府의 영역은 크게는 私/公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府의 

영역은 국왕과 그 예하의 관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무가 행해지

는 조정이며, 宮의 영역은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던 무리, 척속, 

내수사와 내노, 내사옥, 제 궁가, 그리고 그에 딸린 인물들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숙종 초반의 宮府一體論 논의는 일반 신료들이 척신

들의 정치적 부상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일반 신

료들은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그것을 비

호하는 국왕의 처사를 ‘사사로움[私]’으로 비판하였다. 이것은 군주

에게 至公無私를 요구하였던 성리학적 公私 관념에 입각하여 국왕

권의 전제적 행사를 제약하고자 한 것이었다.

  張昭儀 母 옥교사건에서 또한 宮에 대한 숙종에 비호를 경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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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府一體論이 잘 드러난다. 이 때의 논의는 장소의의 母에게 다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내사옥에서 禁吏를 치죄한 것을 

비판하며, 내사옥을 혁파하고 죄인을 有司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것

이었다. 

  陰陽의 부조화로 인해 재이가 발생한다고 여겼던 조선에서 재이

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숙종대의 상황은 宮府一體論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인

되는 국왕의 宮府一體論 언급이 ‘宮府一體의 뜻에 맞게 진휼 비용을 

보태겠다.’고 한 것 또한 재이와 국왕 그리고 宮府一體論의 연관성

을 보여준다. 

  국왕이 왕실 재정을 진휼 비용에 보태며 宮府一體論을 표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사로움을 극복할 것을 말하는 宮府

一體論을 활용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다. 국왕은 왕실 재정을 진휼

에 보태도록 함으로써 사사로움의 대표격으로 지적되어온 내수사의 

존립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공평과 균등의 公’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宮府一體論에 부합한 국왕의 처분으로 기록된 숙종 37년(1711) 

이현궁 환수와 내사옥 혁파는 지속적으로 ‘사치’라고 비판받던 후궁

과 왕자의 제택 문제를 ‘절검’이라는 명목에 가깝게 개선한 조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宮의 영역에 대한 숙종의 비호가 누그러진 조

치였다는 점에서 宮府一體論의 맥락에서 지적되어 오던 여타의 문

제들이 시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숙종대 宮府一體論은 군신 모두에게서 표방되었다. 이는 조선 초

기부터 신료들이 추구했던 宮府一體論이 국왕에 의해 수용되고 구

현될 정도로 효과적인 논리로 부상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신료들은 宮中과 府中이 일체가 되도록 추구하며 국왕을 성리학적 

군주로 권면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국왕은 宮府一體論을 표방하

며 신료들의 사사로움을 경계하는 비판에 응수하고자 하였으며, 강

력한 권위에 의존하는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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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府一體論에 대하여 신료들은 그 결단을 흠송하며,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宮府一體’라

는 지향은 후대까지도 지속되었지만, 국왕에 의해 일관적으로 구현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요어 : 宮府一體論, 국왕, 숙종, 公私, 척신, 재이, 진휼, 내수사

학  번 : 2013-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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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宮府一體論은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宮

의 영역이 法 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왕의 사적인 영역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宮府一體論에는 ‘민간’․‘신
하’ 등을 의미하는 ‘私’의 사회적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게 됨에 따

라, 국왕에게 과거 당위적으로 확보되었던 ‘公’의 가치가 더 이상 당

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왕도 가치적 차원에서 ‘私’가 

될 수 있다는 公私관념이 전제되어 있었다.1) 宮府一體論은 이러한 

관념 하에서 국왕의 행위를 公私의 논리를 동원하여 제한함으로써 

국왕의 위상까지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교정치사상이 내

놓은 중요한 정치이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宮府一體論이 국왕의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이념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숙종대 이후 宮府一體論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

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후기 숙종대는 정치적으로 붕당정치

의 쇠퇴기 또는 탕평정치가 시작된 시기로 이해된다. 붕당정치의 기

본 전제인 붕당의 상호 비판과 공존 원리가 깨지면서 당파 간의 분

쟁이 심화되었고, 17세기 후반의 붕당은 일당전제화를 추구하였다. 

이후 붕당은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상대당을 철저히 제거하기에 이

르렀으며, 이에 신료층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당쟁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1) 김유철에 따르면, 중국에서 황제 지배체제가 이완되어가는 2세기 말부터 ‘公’과 ‘私’의 관

념은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과 달리 ‘公’을 가치지형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이를 결

코 국가중심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사회적 실체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민간’·‘신하’ 등을 

의미하는 ‘私’의 사회적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게 되자, 국가와 군주가 과거 당위적으로 

확보되었던 ‘公’의 가치가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국가와 군주도 가

치적 차원에서 ‘私’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이 나타난 것으로 국가와 군주에게 요구되는 새

로운 가치로 ‘至公’을 설정하고, 그 본질을 ‘無私’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에 公私觀은 철저하게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철저하게 ‘公’은 국가이고, ‘私’는 

개인이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었으나,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사회, 즉 국가의 公道

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공과 사> 

『역사용어사전』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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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주체로 국왕이 부상하였다. 붕당정치 하에서도 국왕이 정

치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은 유효했기 때문에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주체로 국왕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것이었다.2) 이런 맥락에서 숙종대에 허목의 尊君卑臣論이나 박

세채의 皇極蕩平論 등 다양한 군주론이 제기되었던 점이 주목된

다.3) 이는 군주성학론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군주론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국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만

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숙종대 국왕권에 관한 연구는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초반

을 다룬 연구와 후반을 다룬 연구로 나눌 수 있다.4) 숙종대 후반을 

다룬 연구 논저에서 국왕권의 강화와 탕평을 시행하는 국왕이 더 

부각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나누는 것은 숙종대 

국왕의 위상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도

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홍순민은 숙종 원년부터 기사환국

까지의 정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집단을 유별하며, 환국을 붕

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났던 숙종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집단의 대폭적인 교체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5) 한지희

2) 이태진, 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226

3) 허목의 尊君卑臣論은 송시열로 대표될 수 있는 기존의 修己를 통해 성인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군주성학론 뿐만 아니라, 군주가 성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이를 대신하

여 신료가 世道之任을 맡을 수 있다는 세도정치론과도 다른 것이었다. 군주전제권의 회

복에 의한 정치·사회질서의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禮法主義의 일환이었던 허목의 尊君卑

臣論의 대두는 국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송시열의 군주성

학론, 세도정치론과 허목의 존군비신론에 관하여서는 김준석, 1992 「朝鮮後期의 黨爭과 

王權論의 추이」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皇極의 道

로 用人함으로써 붕당이 사라진 蕩平한 상태를 이룰 것을 주장한 박세채의 황극탕평론 

또한 적극적으로 국왕을 정치주체로 위치시킨 것이었다. 

4) 정경희는 숙종치세 46년 간을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갑술환국은 시기적으로 숙종대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蕩平’이 시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경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

平’의 시도」 『한국사론』 3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127 참조. 필자는 갑술환국이 숙

종대 국왕의 위상 변화를 드러내는 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극의 

주체로 국왕을 부각시킨 탕평론은 국왕의 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5) 홍순민,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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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홍수의 변을 처리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三福과 척신세력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으며6), 이희환과 이상식은 숙종이 강력한 국왕권을 

내세워 정국을 운영했다고 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7) 이상의 연구

들은 숙종대 초반의 환국이라는 갈등 상황에 집중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숙종대 국왕권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논저들에

서는 단종의 복위와 제신의 추숭 등 국왕권 강화와 관련한 상징적 

조처에 주목하였다.8) 숙종대 후반기에 국왕권에 주목한 연구로는 

존호가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연구와9) 숙종 20년 갑술환국

부터 숙종 42년 병신환국 사이의 기간을 노·소 붕당을 중심으로 탕

평을 시도한 시기로 설명한 연구가 있다.10) 숙종 후반기의 국왕권

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 시기 국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탕평’이 시행

되었음을 주장한다. 

  숙종대 국왕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되었던 상황

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참고한다면, 宮府一體論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宮府一體論

을 다룬 연구들은 이 부분을 적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宮府一

體論은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이상적인 국가운영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소략

하였다. 먼저 宮府一體論에 주목한 것은 사회경제사 분야에서였다. 

이경식은 宮屯과 營衙門屯의 折收捄弊策으로 논의되었던 職田復舊

과

6) 한지희, 2008 「숙종 초 ‘紅袖의 變’과 明聖王后 金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사학보』 

31, 고려사학회

7) 이상식, 2005 「숙종초기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

학회;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 『전북사학』 8, 전북대 사학회; 1989 「갑

술환국과 숙종」 『전북사학』 11·12 합집, 전북대 사학회

8) 윤정, 2010 「18세기 ‘단종제신’포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숙종 후반기 북도 사적인식과 정비 논의」 

『역사와 경계』 76, 경남사학회; 이현진, 2010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98, 한국사학회 

9) 이상식, 2005 「조선 肅宗代 君師父一體論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 고

려사학회

10) 정경희, 1995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 『한국학보』 21,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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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을 다루면서 국왕과 왕실의 절수를 통한 私土소유가 王土·王民 사

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宮府一體論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

음을 지적하며 宮府一體論을 언급하였다.11) 양택관은 기존 연구가 

왕실 재정, 특히 내수사의 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왔다는 것에 대

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왕실의 供上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내수사 

역시 공적 기구였고 내수사를 중심으로 한 왕실 재정의 일원화는 

宮府一體論에 부합하며, 公的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宮府

一體論을 언급하였다.12) 이상의 연구들은 宮府一體論을 언급하는 

데 불과하였을 뿐 宮府一體論에 집중하여 분석을 하거나 의미부여

를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최근 宮府一體論은 공공성의 강화의 측면에서 탕평정치기에 새롭

게 의의를 부여하는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

양섭과 강석화, 이근호의 연구가 있다. 송양섭은 정조의 왕실재정 

개혁이 宮府一體論을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었다고 하며, 정조의 개

혁을 통해 왕실재정은 사적·자의적 성격이 크게 탈각되고 제도적 틀

에 편입되어 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졌다고 파악하였다. 송양섭에 의

해 宮府一體는 安民政治를 펴도록 하는 시스템의 전형으로 상정되

었다.13) 강석화는 ‘다산의 『경세유표』와 국가의 공공성’을 주제로 

중앙정부 조직안과 관료제의 공적 운영에 대해 살폈다. 군주권 우위

를 내세우는 왕권 강화론을 제시하며,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방향

으로 군주 중심의 일원적인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국가 공권력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정약용의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였

다.14) 이근호는 宮府一體論을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를 발표

11) 이경식, 1987 「17세기 토지절수제와 직전복구론」 『동방학지』 54․55․56, 연세대학

교 국학연구원

12) 양택관, 2004 「朝鮮前期 王室農莊의 擴大와 財政運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송양섭,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론’」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14 「18세기 ‘공(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05 「藥泉 南九萬의 王室財政改革論」 『한국

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14) 강석화, 2013 「특집논문 1 : 다산의 『경세유표』와 국가의 공공성 ; 다산의 중앙정부 

조직안」 『다산과 현대』 6,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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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17세기 이후 宮府一體論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대의 

정치, 사회적 모순을 변통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 모델로 제시되었

다고 하였다. 특히 정조가 宮府一體論을 통해서 추구하는 왕실 재정

개혁이나 탕평의 최종 목적을 국왕이 주도권을 잡고 전일적 지배를 

구현하면서 국가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15) 

  일반적으로 宮府一體論을 공공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들

은 정조대의 개혁정책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연

구들은 탕평군주, 특히 정조의 정책들을 국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

공성 강화 정책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公과 私’라는 관점에서 재조

명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들은 ‘국가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

를 위해 법이나 기구를 활용하여 체제 개혁을 구상하였다고 설명한

다. 이것은 다산의 개혁안을 검토하며 ‘체계의 개편’, ‘관료제 개혁의 

시도’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정조대 국정 

운영을 결정지었음에도 宮府一體論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조

선왕조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평가하는 것에서도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한 개혁으로 정조대의 왕실 재정 개혁과 탕

평에 의미 부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위의 연구들에서 말하는 개혁정책을 지속 가능성을 

지닌 체제의 변화로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정조

의 개혁정치를 재고하며 문제를 제기한 연구 성과들이 최근 속속 

나오는 것 또한 이 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16) 뿐만 아니라 이상의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公私’라는 관념이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상의 연구들에서 말하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과연 ‘공공

15) 이근호, 2013 「조선시대 宮府一體論의 정치적 함의」, 『조선시대 공사관념과 제도개

혁론』, 호서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6)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이성임, 2013 「정조대의 丙申定式

과 『內需司及各宮房田畓總結與奴婢總口都案』」『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이방섭, 2010 「정조(正祖)의 장용영(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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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하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

계가 있다. 기존 宮府一體論과 관련한 연구에서 ‘공공성’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체제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18세기를 정치·사회적으로 公 담론이 安民

政治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로 간주하고, 그 지향을 ‘民本

國家’로 설명한다. 공공성의 주체는 오직 국왕이며, 그에 의해 베풀

어지는 시혜적인 성격의 정책들이 公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17) 

하지만 정치적 공공성이란 개개인의 私가 보장되도록 지향해야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공공성과 그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더 충분히 

상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18)

  왕조국가체제에서의 정치를 설명할 때 국왕이라는 존재는 간과되

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주제이다. 특히 국왕의 위상 변화를 다룬 기

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숙종대 宮府一體論을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宮府一體論이 숙

종대에 이르러 국왕에 의해 표방되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나타난 제 배경을 면밀하게 밝히지 못했다. 宮府一體論이 논의되는 

구체적인 양상과 宮府一體論의 표방 주체가 君臣 모두가 된다는 것

17) 이근호와 송양섭의 글에서는 ‘公에 입각한 ‘民本國家’는 천명과 민심에 대한 해석을 왕

과 이를 둘러싼 일군의 관료, 사족집단이 사실상 독점하여 일반의지로 치환함으로써 정

치과정에서 배제된 절대다수 민의 원망이 크게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배이

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자 본질적 속성 그자체이기도 했다.’고 서술하였다.: 

이근호, 2014 「조선후기 ‘공(公)’ 담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실』 93, 한국

역사연구회; 송양섭, 2014 「18세기 ‘공(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공공성이란 정치적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실

제적 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公에 입각한 ‘民本國家’에서 정치주체가 국왕과 지배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공공성이 국왕과 지배층을 위한, 그들에 의한 공

공성에 한정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의미한다. 공공성과 관련하여서는 김무진, 2006 『한

국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 계명대 출판부, p.90; 하승우, 2014 『공공

성』, 책세상 참조.

18) 영․정조대의 개혁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

조나 정조의 정책이 후대로 계승․발전되기 매우 어려운 정치질서를 지향하였다는 기존 

탕평 정치 연구에 대한 지적 중에는 공공성의 확보라는 맥락 속에서 정조의 정책들에 의

미부여하는 제 연구들에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탕평 정치 연

구에 대한 비판은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맥락」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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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숙종대 宮府一體論에 주목하

여, 宮府一體論의 논의 양상을 살펴보고, 君臣 모두가 宮府一體論를 

표방했던 이 시기 宮府一體論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

악하고자 한다. 17세기 사족에 의한 붕당정치가 쇠퇴되어가는 상황

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논리를 세우려 하였던 숙종대에 

건국 초부터 이상적 지향으로 언급되어 온 宮府一體論이 효과적인 

명분으로 쓰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숙종대 환국이 단행되

었던 정치적인 배경과 궁방전 확대로 인한 폐단이 심화되었던19) 사

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 宮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료들로부터 제기된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논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숙종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제갈량의 전출사표에 연원을 둔 宮府一體論

이 조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집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에서 언급되는 宮府一體論에서 宮中

과 府中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집과 『조선왕조실록』에서 

용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숙종대 宮府一體論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2장에서는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료들의 비판 속에 등장하는 宮

府一體論의 구체적 맥락을 숙종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

다.20) 숙종대 초반의 정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후궁과 관련하여 발생한 張昭儀 母 옥교 사건 속에서 제기

되는 宮府一體論을 살펴보았다.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을 살피기 위

해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과 <登壇年

表>의 기록을 중심으로 숙종대 초반 병권과 관련한 인사 분석을 시

도하였다. 병권은 권력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병권과 

19) 17세기 궁방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

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참조.

20) <부록 1>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실린 숙종대 宮府一體論 관련 논

의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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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인사 분석이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권력행사를 잘 드러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21) 張昭儀 母 옥교 사건과 관련하여

서는 문집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사건의 전

말과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제기되는 신료들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국왕에 의한 宮府一體論 표방을 다루고자 한다. 숙종대

는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듯 대재난을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

기로, 기근 발생과 전염병 창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때였다.22) 

이러한 대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은 재이가 人事에서 비롯된다고 여

기는 災異論과 맞물려 국왕과 연결되었다. 특히 陰陽의 부조화로 인

해 재이가 발생한다고 여겼던 조선에서 재이의 지속적 발생은 宮府

一體論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內司에서 진휼 비용을 내어주

면서 宮府一體論을 언급하는 숙종의 모습은 기존 국왕이 진휼하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왕의 宮府一體論 활용

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숙종 37년 숙종의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 중 후자에 중점을 두고 살핌으로써 국왕이 宮府一體論

을 표방한 결단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확인할 것이다.23)

21) 이태진, 1992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의 兵權」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

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371

22) 김성우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기근이 닥치면, 농민들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 기

능이 저하되어 소강상태에 있던 각종 질병들이 유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였

다. 전염병의 유행은 영농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해 농작황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

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pp.20~21, 39

23) 宮府一體論을 정치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이근호, 2013 「조

선시대 宮府一體論의 정치적 함의」 『조선시대 공사관념과 제도개혁론』, 호서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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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조선에서의 宮府一體論과 宮中·府中

  조선에서의 宮府一體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익의 『성호사

설』에 실려 있는 「宮府一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周禮』에 “冢宰의 직은 지극히 높다. 그러나 宮中의 妃嬪 이하로부터 
음식ㆍ의복 등 세쇄한 일까지를 맡는다.” 하였다. 이 글을 읽는 자는 그렇게 
하면 총재의 체통이 높지 못하게 될 것이며, 百官을 통솔하는 책임이 큰데 
그런 세쇄한 일에 미칠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총재는 왕
을 도와 정치를 내는 사람이니 齊家를 못하고는 治國ㆍ平天下할 수 없는 것
이다. 왕의 日常動靜은 庶官이 바룰 수 없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소홀히 넘
긴다면 점점 자라나서 욕심이 법도를 깨뜨리고 방종함이 예를 깨뜨려 장차 
끝이 없을 것이므로 주공이 그것을 알아서, 『주례』를 지으면서 이러한 등
류를 다 총재가 맡게 하였으니, 기미를 방지하는 뜻이 간절하였다. 諸葛亮의 
上疏에 “宮中과 府中이 함께 一體가 되어 상주고 벌주는 것을 서로 달리 하
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며, 陳新安이 漢 承相 申屠嘉가 弄臣을 다스린 일을 
인용하여 “漢代에도 오히려 이런 뜻이 있었으니, 그가 여기에서 본 것이 있
다.” 하였다. 후세에는 그렇지 못하여 모든 宮中의 일은 조정에서 까마득하
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눈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서로 어긋나게 되니 
어찌 처리할 수 있겠는가?24)

  이익은 「宮府一體」조에서 먼저 『주례』의 총재를 설명하였다. 

이익은 총재를 왕을 도와 정치를 내는 사람이자, 서관이 바룰 수 없

는 왕의 일상 동정을 살핌으로써 齊家를 돕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

익은 제갈량의 상소와 진신안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宮中의 일을 조

정에서 환히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宮府一體論을 설명하였다. 

  이익과 같이 『주례』의 총재의 직무를 언급하며 총재가 모두 알

아야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이다. 

  冢宰라는 것은 위로는 君父를 받들고 밑으로는 百官을 통솔하며 萬民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 宮中의 비밀이나 빈첩들이 

24) 李瀷, 『星湖僿說』 卷18, 宮府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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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모시는 일, 내시들의 집무 상황,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나 말, 의복의 
장식, 그리고 왕의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총재만은 알아야 한
다.25) 

  『조선경국전』의 치전 총서에서는 총재를 위로는 군부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또

한 군주에 대해서는 대중의 경지로 인솔하고, 백관과 만민에게 공평

해야 하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나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모두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宮府

一體論은 宮中의 일을 府中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선에서 많이 인용되는 宮府一體論의 기원은 諸葛亮이 227

년에 劉備의 뜻을 계승하면서 중흥대업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담아 

後主에게 올린 전출사표이다. 제갈량은 宮府一體論을 언급하며 선한 

자는 승진시키고 선하지 않은 자는 벌주기를 같게 할 것을 말하였

다. 또한 忠善한 자나 법을 범한 자 모두 有司에 회부하여 형벌과 

상을 논함으로써 공평하고 밝게 다스릴 것을 권고하며, 사사로이 內

外에 다른 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선왕의 

遺臣에게 宮中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후에 일을 시

행한다면 궐의 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26)  

  주희는 이러한 이념을 ‘옛날의 성왕은 … 飮食, 次舍, 器用, 財賄

와 宦官, 宮妾에 대한 정사를 총재가 통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좌우

전후로 하여금 一動一靜을 有司의 法에 의거하여 제재하지 않는 것

이 없어서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털끝만한 사욕을 숨길 수가 없

었다.’고 하며 다시 한 번 강조 하였다.27) 이처럼 『주례』에서 기

25) 鄭道傳, 『朝鮮經國典』, 治典 總序

26) 『三國志 : 蜀書』 卷35, 「諸葛亮傳」: … 宮中府中。俱爲一體。陟罪臧否。不宜異同。

若有作奸犯科。及爲忠善者。宜付有司。論其刑賞。以昭陛下平明之理。不宜偏私使內外異法

也。侍中侍郞。郭攸之費褘董允等。此皆良實。志慮忠純。是以先帝簡拔。以遺陛下。愚以

爲。宮中之事。事無大小。悉以咨之。然後施行。必能裨補闕漏, 有所廣益。…

27) 『宋史』 列傳 卷188, 道學3 「朱熹」: … 古先聖王兢兢業業。持守此心。是以建師保之

官。列諫諍之職。凡飲食, 酒漿, 衣服, 次舍, 器用, 財賄與夫宦官, 宮妾之政。無一不領於冢
宰。使其左右前後。一動一靜。無不制以有司之法。而無纖芥之隙。瞬息之頃。得以隱其毫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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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제갈량이 명시한 宮府一體論은 주희에 의해 강조됨으로써 

부각되었다.28) 송상기의 문집에서 ‘대개 촉나라는 국력이 약한데, 

公과 私로 나뉘어 마치 두 개의 딴 나라처럼 다르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원을 정벌하려는 것은 마치 梁州나 益州의 

반절만 가지고 吳나라나 魏나라 전부를 정벌하려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런데도 後主 劉禪이 제갈량의 경계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매

우 안타깝다.’고 한 주희의 말을 인용한 것을 통해, 조선에서도 제갈

량과 주희의 宮府一體論을 인지하고 공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29) 이를 통해 또한 조선에서 宮府一體論의 또 다른 의미가 사사

로이 內外에 다른 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宮府一體에서 말하는 宮과 府는 각각 무엇을 말하

는 것일까?30) 이에 대한 실마리를 강규환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之私。…

28)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왕실재정 개혁 구상」 『역사와 담론』, 65, 호서사학

회, pp.19~21

29) 宋相琦(1657(효종 8)∼1723(경종 3)), 『玉吾齋集』 卷8, 辭大司憲兼陳所懷疏: … 臣嘗

見朱子論孔明宮府之言曰。夫以蜀之小。而於其中又以公私自分。彼此如兩國。然則是將以

梁，益之半。圖吳，魏之全。而深歎後主之不能如亮戒。夫宮府一體之義。是在殿下之所自

勉。而朱子此言。推之朝廷。亦可謂至戒。… 이외에도 『정조실록』 6년 6월 2일(정묘)에

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0) 이근호는 宮府一體를 다루며 宮과 府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주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內朝와 外朝와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外朝는 宰相府로서 궁궐 밖에 위치하여 相府

고도 하며 外官이라고도 하였다. 宮=內가 지칭하는 범위를 보면, ① 군주가 궁내에서 한 

번에 불러들일 수 있는 시종신 그룹으로 閹人이나 軍人, 貴戚 등 ② 군주의 근신으로 재

상의 관할에서 벗어난 그룹, ③ 궁내에서 궁정의 사무나 군주의 私務를 담당하는 內臣 

혹은 宦官, 宮官 그룹, ④ 재상의 지휘를 벗어나 군주의 직접 지시를 받는 그룹 등이 포

함된다.(郝铁川, 『經國治民之典-『周禮』与中國文化』, 河南大學出版社, 1995, pp. 36, 

42~43) 따라서 宮=內는 재상의 지휘를 벗어나 군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일군의 세

력이나 혹은 관서 등을 지칭한다. 이에 비해 府=外는 재상의 지휘 아래에 있는 관서나 

관인 등을 지칭한다. 결국 宮府一體 혹은 內外一體는 이것들이 통일된 전일적 국가운영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근호, 2013 위의 글, pp. 3~4)’: 이러한 설명은 조선

왕조가 『주례』를 본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크게 보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재상의 관

할과 군주의 관할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에서 조선의 실제와는 다르다고 사료된다. 따라

서 필자는 조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宮, 內의 범위와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12 -

  대개 內는 宮闈이고 外는 朝廷으로 곧 遠近과 親疎의 구별이 있음으로 말
미암은바 만약 그 사이에 작은 사사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私心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좌우 근습의 무리를 바루지 못하면 私人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私心으로써 私人을 쓰면 宮府가 異體가 됨을 면하지 못하여 內外의 
法이 다르게 된다. 그러면 가까이의 친한 자는 항상 이기고 멀고 소원한 것
은 항상 지니, 內의 私라는 것이 항상 이기고 外의 公이라는 것이 항상 져 
반드시 人國이 禍에 이른 후에 그친다.31)

  강규환의 『비수재집』에서는 6가지의 天下之要를 언급하였다. 그 

중 宮府을 하나로 함으로써 宮衛를 엄하게 하는 것이 제가의 要라

고 하면서 제갈량의 宮府一體論을 말하였다. 강규환은 이 글에서 內

外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內는 宮闈이고, 外는 朝廷이며, 遠近과 親

疎의 구별이 있음에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김수항의 글에서는 ‘宮禁’과 ‘朝廷’을 나누어 각각을 陰·陽에 대응

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늘 陽을 부지하고 陰을 억제하
려고 힘쓰는데, 그 陰陽이라고 일컫는 것은 전적으로 천지의 기운만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의 사물 가운데 어디에도 陰陽이 아닌 것
이 없습니다. 心術에 대해 말하자면 天理는 陽이고 人慾은 陰이며, 國家에 
대해 말하자면 朝廷은 陽이고 宮中은 陰이며, 人物에 대해 말하자면 충성스
럽고 어진 사람은 陽이고 부정하고 간사한 사람은 陰입니다.32)

  김수항의 『문곡집』에서는 임금을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

리며 늘 陽을 부지하고 陰을 억제하려고 힘쓰는 존재라고 하였다. 

31) 姜奎煥(1697(숙종 23)∼1731(영조 7)), 『賁需齋集』 卷2, 擬上時務封事: … 所謂嚴宮

闈以一宮府者。臣聞漢臣諸葛亮之告其君曰。宮中府中。俱爲一體。陟罰臧否。不宜異同。盖

內而宮闈。外而朝廷。旣自有遠近親踈之別。故苟不能克其方寸一念之私。而未免有私心。不

能正其左右近習之昵。而未免有私人。以私心用私人。而未免以宮府異體。內外異法。則近而

親者常伸。遠而踈者常屈。而內之私者常勝。外之公者常負。必至於禍人國而後已。…

32) 金壽恒(1629(인조 7)∼1689(숙종 15)), 『文谷集』 卷15, 因災異陳戒 仍乞策免箚: … 

人君代天理物。常以扶陽抑陰爲務。其所謂陰陽者。本非專指天地之氣也。日用事物之間。無

往而非陰陽也。卽心術而言。則天理陽而人欲陰也。卽國家而言。則朝廷陽而宮禁陰也。卽人

物而言。則忠賢陽而邪佞陰也。一扶一抑。各有其道。懲窒遷改。義理常勝。則心不患不正

矣。陟罰臧否。宮府一體。則國不患不理矣。擧直錯枉。使君子道長。小人道消。則賢才不患

不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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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를 陽인 조정과 陰인 궁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

것은 조정을 부지하고 궁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어지는 구절에서는 선한 자를 높이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에서 宮

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하였다. 김수항의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朝廷을 陽, 宮禁

을 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다수 발견된다.33) 이처럼 사료에서 陰

과 陽으로 宮禁과 朝廷을 상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內와 外로 宮

闈와 朝廷을 나누는 것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外는 곧 朝廷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에서 朝廷은 일단 

공간으로서의 창덕궁 인정전 앞뜰을 일컫는다. 이 공간은 국왕이 禮

를 행하는 공간이자 국가의 禮가 펼쳐지는 장소였다.34) 또한 朝廷

은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기구를 의미한다.35) 안정복에 따르면 漢 武帝이후로 승상부를 外朝

라고 일컬었는데, 이때부터 宮中과 府中에 안팎의 구분이 있게 되었

다고 하였다.36) 이는 漢 武帝가 승상을 비롯한 관료들의 간섭을 배

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근시관들과 함께 궁궐 안에서 

집무를 하면서 內朝가 나타나게 되었고, 丞相, 御史大夫, 太衛, 九卿

으로 구성되어 있던 朝廷이 상대적으로 外朝라고 일컬어지게 되었

음을 설명한 것이다.37)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宮府一體論은 『주례』를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총재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총재는 丞相·宰相·侍中·政丞 등과 같은 용어와 유사한 의미

로 사용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재상의 관부는 의정부였으며, 『경

33) 『중종실록』 2년 1월 12일(병술), 『중종실록』 10년 9월 29일(임자), 『중중실록』 

12년 8월 2일(을사), 『중종실록』 15년 3월 4일(임진), 『명종실록』 9년 11월 1일(무

술) 등

34)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p.140

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조정> 『한국고전용어사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36) 安鼎福, 『順菴集』 卷9, 答李仲命別紙     

37) 서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내조/외조> 『역사용어사전』 , 서울대학교 출판문

화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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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전』에서는 의정부의 역할을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38) 백관을 통솔하는 등의 일이 총재의 직으로 

규정되어있던 것을 고려할 때 조선의 外朝의 영역은 의정부의 영역

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內朝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일컬어진 外朝라기보다는 국왕과 그 예하의 관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무가 행해지는 朝廷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39) 

정리하자면, 조선의 宮府一體論에서 府는 국왕과 그 예하의 관료들

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무가 행해지는 朝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內는 宮闈라고 하였는데, 陰과 陽으로 대응시킬 때 陽인 朝廷에 

대응하는 陰으로 宮禁이라고도 불리는 영역이 宮府一體論에서 언급

되는 宮에 해당한다. 일단 궁위와 궁금은 모두 임금이 거처하는 궁

궐이라는 공간을 의미한다.40) 하지만 宮府一體論에서 宮의 영역이 

단순한 공간의 개념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宮

府一體論에서 宮의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경계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

다.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경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대상은 국왕 

38) 『經國大典』 卷1, 吏典 議政府

39) 정도전의 『朝鮮經國典』은 『周禮』의 六官체제를 기반으로 구상된 총재 중심 정치론

에 입각한 저술이며, 『經國大典』은 국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집권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조선의 국가체제를 정립하려했던 세조에 의해 편찬 준비된 법전이었다. 이 두 저술

은 총재 중심과 국왕 중심이라는 조선 초기 체제 구상 단계에서의 차이를 잘 드러낸다. 

세조 구상 이후 『경국대전』이 최종 완성 되는 거의 30년 간의 과정에서 ‘관리의 남형

의 금지하는 법, 부민의 수령고소를 허락하는 법, 호패법, 正兵法, 典校署’ 등 신료들의 

반발이 있던 세조대의 법은 일부 수정되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왕 중심의 정치이념은 

유지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정무가 행해지는 공식적 공간인 朝廷을 승상부 즉, 의정부로 

한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국왕과 그 예하의 제신들에 의해 정무가 행해지는 공식적 공간

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의 내용에 관한 부

분은 정호훈, 2004 「조선전기 法典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조선건국과 경

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참고. 

4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宮禁> 『한국고전용어사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여기에서는 유사어로 궁우(宮宇), 궁위(宮闈), 금궐(禁闕), 단봉(丹鳳), 대궐(大闕), 봉

성(鳳城), 신궐(宸闕), 어궁(御宮), 용궐(龍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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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무리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귀척과 근신을 시작으로 법을 시행하시
고, 仁을 미루어 나가 백성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소서. 그리고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도록 하시어 환관이 가까이 모심을 믿고 조정의 신하들을 가벼이 
여기게 하지 마시고, 만백성을 한결같이 보시어 內奴가 임금을 사사로이 모
심을 믿고 엿보아서는 안 될 일을 엿보게 하지 마소서.”41)

  위의 글은 선조 7년 우부승지였던 이이가 올린 만언소 중 일부이

다. 이이는 재이를 하늘이 국왕을 견책하는 것으로 보고, 治亂에 관

한 여러 조목을 상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이는 귀척과 근신, 환관과 내노가 왕을 가

까이에서 모심을 믿고 병폐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국왕의 

편벽된 사심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이는 국왕은 至公無私해

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가까이에서부터 법을 시행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 이처럼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부류는 宮府一體論에 

합치되어야 하는 경계 대상으로 조선후기 내내 지목되었다.42) 

41) 『선조수정실록』 7년 1월 1일(정축)

42) 조선에서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부류를 비판한 사례:

近習[近侍]: 『영조실록』 52년 2월 8일(경술), 『순조실록』 8년 윤5월 25일(경인), 『순조

실록』 17년 10월 25일(을미)

宦官[中官, 宦侍, 內侍]: 『선조수정실록』 7년 1월 1일(정축), 『광해군일기』 2년 12월 23

일(갑오), 『현종실록』 5년 윤6월 14일(갑술), 『숙종실록』 11년 5월 13일(임신), 『숙

종보궐실록』 14년 6월 14일(을묘), 『영조실록』 7년 10월 21일(신해), 『영조실록』 

52년 2월 8일(경술), 『정조실록』 즉위년 7월 14일(계미), 『정조실록』 1년 3월 2일

(무진), 『정조실록』 5년 10월 28일(정유), 『정조실록』 8년 7월 2일(을묘), 『정조실

록』 19년 11월 19일(병인), 『순조실록』 27년 4월 10일(을묘)

宮人[宮人, 內人, 宮女]: 『인조실록』 21년 2월 22일(병술), 『인조실록』 21년 3월 3일(병

신), 『숙종보궐실록』 14년 6월 14일(을묘), 『영조실록』 52년 2월 8일(경술), 『정조

실록』 1년 3월 2일(무진), 『순조실록』 1년 7월 13일(정해), 『정조실록』 19년 11월 

19일(병인), 『순조실록』 34년 2월 10일(을사)

掖隷[掖庭, 掖屬]: 『인조실록』 2년 10월 8일(기축), 『숙종실록』 33년 11월 9일(정사), 

『숙종실록』 43년 2월 6일(신묘), 『영조실록』 1년 7월 12일(정미), 『영조실록』 41

년 9월 24일(정유), 『영조실록』 52년 41년 2월 8일(경술), 『정조실록』 즉위년 9월 

1일(기사), 『정조실록』 5년 10월 28일(정유), 『정조실록』  8년 7월 2일(을묘), 『순

조실록』 34년 2월 10일(을사), 『철종실록』 12년 11월 1일(을유)

宮屬[宮掖]: 『인조실록』 2년 10월 8일(기축), 『숙종실록』 30년 5월 30일(무진), 『영조

실록』 52년 2월 8일(경술), 정조 대왕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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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宮府一體論에서 경계되는 宮의 영역으로는 戚屬[近

屬之人, 姻婭·族黨, 椒親私屬, 戚里]이 있다.  

    

  戚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女寵와 宦寺는 … 이따금 많이들 王
室에 連戚이 되어 公卿의 높은 벼슬을 얻으나, 오히려 自臧의 道를 알지 못
하여 안전함을 얻는 이가 적으니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마땅히 人主
로부터 항상 警飭을 더하여, 그 벼슬이나 상을 주는 즈음에 姻婭·族黨의 類
에는 문득 그 용서하거나 후대함을 보여서 物議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대개 약간이라도 이와 같이 한다면 문득 宮府가 一體되고 公平正大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유익한 것은 적고 손해되는 것은 많아서 끝내 治平
에 累가 될 것입니다.43)

  

  숙종 14년 박세채는 시무 12조를 올리며 內治를 바르게 할 것을 

논하였다. 內治를 바르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궁

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궁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는 내수사를 

폐지할 것, 환시를 경계할 것, 척속을 가르칠 것이라는 조목이 포함

되어 있었다. 박세채는 군주가 항상 경계하고 타일러서, 벼슬이나 

상을 줄 때 姻婭·族黨에게 사사롭게 더하지 말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는 것을 宮府一體論을 들어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왕과 姻戚관계

에 있는 戚屬을 宮府一體論을 통해 경계하는 것을 볼 때, 宮의 영역

에 척속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44)

  宮府一體論으로 사사로움의 영역이라고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례

에 內需司와 內奴, 內司獄, 諸 宮家와 그에 딸린 인물들[掌務와 稤
奴, 宮差]을 빼 놓을 수 없다.

43) 『숙종보궐실록』 14년 6월 14일(을묘)

44) 宮府一體論에서 戚屬을 비판대상으로 한 사례: 『숙종실록』 5년 10월 11일(임신) 

近屬之人: 『인조실록』 2년 10월 8일(기축)

姻婭·族黨: 『숙종보궐실록』 14년 6월 14일(을묘) 

椒親私屬: 『숙종실록』 14년 11월 16일(을유)

戚里: 『정조실록』 즉위년 7월 14일(계미), 『정조실록』 19년 3월 10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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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宮府一體의 뜻에 대하여서는 신이 이미 啓辭에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內
間에서 수용되는 金銀·米布 등속을 中官이 한 조각 종이로써 各司에 분부하
니, 虛實을 증명하기 어렵고, 많고 적은 것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가령 승정
원을 關由하더라도 府庫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닌 것이 없고, 사용처를 분
명하게 하는데 불가할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려서 허락하기를 
아끼십니까? 內司와 여러 宮家에서 圖書를 설치함은 대개 소속된 田民에게 
考信하고자 함인데, 지금 곧 圖書를 빙자하여 곧장 邑吏를 刑訊하니, 설혹 
죄줄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문서를 攸司에게 보내고 各道에 關文을 발송함
이 무슨 어려운 일이기에 한낱 圖書를 쓰려 합니까? 이 두 가지 일은 비록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事體를 손상하고 후폐를 열어주는 데는 대단한 것
이니, 삼가 원하건대, 폐단의 근원을 통렬하게 개혁하시어 平明의 정치를 밝
히소서.45)

   

  지평 유태명은 宮府一體論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

나는 內間에서 수용되는 금은과 미포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환

관의 한 조각 종이로 各司에 분부되는 것을 비판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內司와 여러 宮家에서 인장이 찍힌 문서를 이용하여 邑吏를 

刑訊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內間에서 쓰이는 미포와 잡물 및 노비를 內需司에서 

관장하였다.46) 내수사는 조선왕조에서 군주 私家 즉, 국왕이 즉위하

기 전에 거주하던 本宮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부였다. 

본궁을 기원으로 했던 내수사는 원래 內需所라는 명칭으로 불렸으

며, 세종 5년 전곡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47) 이후 내수소는 

세조 12년 관제 개혁으로 정5품의 정식 아문이 되면서 內需司로 개

칭되었다.48) 

  내수사는 『경국대전』에서 실린 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던 기구

였지만, 실상 운영 양상에서는 법 체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바로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체제 내의 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사에서는 환관에 의한 직계로 公事가 처리되고 있었

45) 『숙종실록』 30년 4월 18일(정해)

46) 『經國大典』 吏典 京官職 內需司

47) 『세종실록』 5년 1월 기해

48) 『세조실록』 12년 1월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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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外官의 公事는 반드시 승정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지

만, 내수사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내수사가 조정의 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정규를 지키지 않

는 것이 宮府一體論을 통해 비판되었다.49)

  두 번째로 지적된 ‘圖書를 빙자하여 邑吏를 刑訊한다는 것’은 왕

실 재정 수입의 한 부분인 궁방전과 관련하여 궁방 절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전 침탈 문제와 궁세 수취 과정에서 도장·궁차의 중간수

탈이나 자의적 가렴 문제를 의미한다.50) 궁세 수취 과정에서 처벌

하는 일에 있어, 문서를 有司에게 보내고 해당 지역에 문서를 발송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사와 여러 궁가에서 圖書를 

사용함을 비판한 것이다.

  내수사와 여러 궁가의 사사로움을 지적하는 것은 크게 왕실 재정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궁

방전의 확대 문제, 그것이 행해지는 과정에서의 민전 침탈과 궁차로 

인한 중간 수탈 문제, 내수사 노비와 추쇄관 문제, 內需司 獄의 문

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양란 이후 경작 면적 축소에 따른 수조지 감

소로 인해 부족해진 內間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土地, 漁箭, 鹽

盆, 柴場 등의 折受가 이루어졌다. 절수제의 폐단을 언급하는 여러 

글에서 그 시원을 임진왜란 이후에서 찾는 것을 참고할 때 조선 후

49) 윤인숙, 2013 「조선전기(朝鮮前期) 내수사(內需司) 폐지 논쟁과 군주(君主)의 위상」 

『대동문화연구』 8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춘순, 1999 「明宗代 王室의 內

需司 運用」 『인문학연구』 3,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윤인숙은 내수사가 국가의 공

식기구로 법제화된 이후 내수사 장리 폐지와 내수사 기구 혁파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폐

지 논쟁이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종대부터 제기된 내수사 장리 폐지 논쟁 

때 내수사는 국가 재정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기구이자, 왕실의 사적인 기구로 인정되었

다. 이 때 문제시 되었던 것은 왕이 백성으로부터 부를 축적하는 것과 ‘사사롭게’ 부를 

증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산군대 이후의 폐지 논쟁은 내수사 기구 자체를 ‘私’로 인

식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중종대 이후 그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윤인숙

은 내수사 장리 폐지 논쟁을 가족윤리와 국가-사회윤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유교 윤리

의 일반론이 작용하여 내수사-군주-국가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한편, 내수사 기구 혁파 논쟁은 공적 영역에서의 군주의 행위에 대한 公과 私를 분리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하에 군주를 절대화된 도덕질서 아래 종속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이 

군주의 私權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50) 송양섭, 2011, 위의 글; 박준성, 1984, 위의 글,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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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궁방전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51) 

  내수사와 궁방의 중요한 재원이자 노동력은 노비였다.52) 노비와 

관련한 문제로는 신공 부담으로 인한 노비 이탈과 추쇄관의 횡포라

는 문제와,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 등의 특혜를 과도하게 주고, 그것

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53) 

  내수사가 정규에서 벗어난 부분은 內司獄에서도 확인된다. 내수사

에서는 자체적으로 獄을 설치하여 채무 징수를 독촉하기 위한 구류

간으로 사용하였다. 궁인들을 다스리는 일도 내사옥에서 이루어졌

다.54) 이러한 내사옥은 『경국대전』이 구축한 체제 외적인 것이었

다. 내수사와 내노, 내사옥, 제 궁가와 그에 딸린 인물들은 宮中과 

府中이 一體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판받는 ‘사사로움[私]’으로 규

정되는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宮府一體論의 宮의 영역에 포

함된다고 할 수 있다.55) 

  지금까지 조선에서의 宮府一體論과 그 때 언급 되는 宮中과 府中

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함을 

51) 『현종실록』 4년 12월 기미, 『비변사등록』 42책 숙종 14년 4월 15일, 『비변사등

록』 178책 정조 15년 정월 22일, 『순조실록』 3년 12월 병술: 박준성, 1984, 위의 

글, pp.188~189

52) 內奴는 공노비에 속하지만, 한편으로 공노비와도 구별되는 국왕의 私人에 가까운 존재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20일 (경오): 積曰, 古人有是

言也, 人君無一毫私意, 方可以治國, 自前內奴與公私賤, 一體充定於束伍, 而上年載寧郡, 以

內奴充定束伍事, 鄕所色吏面任等, 至於移囚他道而嚴刑, 臣等, 晩始聞知, 陳達請寢矣。… 

不已而公私賤必定束伍, 則內奴乃一般公賤, 而獨爲偏庇, 此近於偏私, 決非人君一視之道, 非

獨事體之未安而已。

53) 송양섭, 2011, 위의 글, pp.85~86; 노혜경, 2014 「조선후기 형정권의 분화 -구류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pp.281~282

54) 내사옥이 내수사의 식리활동과 채무징수를 위한 구류간이라는 설명은 노혜경, 2014, 위

의 글 참고. 

내사옥이 궁인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사례: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2월 

4일(계묘), 같은 책 숙종 14년 12월 6일(을사)

55) 宮府一體論에서 內需司와 諸 宮家을 비판 대상으로 한 사례: 『영조실록』 38년 7월 

30일(경인)

內奴: 『선조수정실록』 7년 1월 1일(정축)

新本宮의 掌務와 稤奴: 『인조실록』 2년 8월 13일(을미) 

宮差: 『영조실록』 7년 7월 24일(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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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하는 宮府一體論은 宮中의 일을 府中이 알아야 한다는 것과 

사사로이 내외에 다른 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宮府一體論에서 府의 영역은 국왕과 그 예

하의 관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무가 행해지는 朝廷이며, 宮의 영

역은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던 무리, 척속, 내수사와 내노, 내사

옥, 제 궁가, 그리고 그에 딸린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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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신료들의 비판 속 宮府一體論 

  1.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56)

  숙종 즉위 초반에 두드러지는 정치적 특징으로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을 꼽을 수 있다.57) 조선 초부터 척신은 주요 정치세력으로 기

능하여 왔지만, 특히 17세기 후반 붕당정치에서 환국이나 탕평 등

으로 명명되는 급격한 정국 변동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르러 국왕과 

인척관계에 있는 척신세력이 특히 부각되었다.58) 숙종 초기 戚臣家

門으로는 숙종의 外祖父인 金佑明의 淸風 金門, 숙종의 장인인 金萬

基의 光山 金門, 閔維重의 驪興 閔門이 三戚으로 꼽힌다.59)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을 살피기 위해 숙종 초반 병권과 관련한 

인사를 분석하였다. 병권은 권력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

로, 병권과 관련한 인사 분석이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권력행사를 

잘 드러내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숙종 즉위년부터 숙종 10

56) 戚臣세력에 관한 내용은 숙종대 환국과정에서 勳戚세력을 구분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

로 설정한 홍순민,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15, 서울대

학교 국사학과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홍순민은 훈척을 그 출신기반은 관료집단에 두고 

있으면서, 권력기반은 국왕과의 인척관계나 훈공 등을 통하여 왕권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정의하고, 훈척이 일반 관료집단과 학연, 지연, 통혼 등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다른 한편 권귀화, 벌열화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동류의식을 상실하는 이중

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홍순민, 위의 글, pp.133~134, 참조. 

57) 이상식, 2005 「숙종 초기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

사학회; 한지희,  2008 「숙종 초 ‘紅袖의 變’과 明聖王后 金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

사학보』 31, 고려사학회; 정경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 의 시도」 『한국사

론』 3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 『한국학보』 

21-2, 일지사; 숙종대 환국과정에서 척신세력을 구분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설정한 

연구는 홍순민, 1986 위의 글 참고

58) 정경희, 1995 위의 글, p.163: 정경희는 척신을, 국왕이 역량을 갖추었을 때는 가장 가

까이에서 왕을 도와 국왕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국왕이 유약할 경우에는 정권을 

전단하면서 국왕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숙종

대 부상한 척신 가문인 淸風 金門, 光山 金門, 驪興 閔門은 이후 영정조대에도 국왕의 탕

평에 호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순조대에는 약화된 왕권을 누르고 세도정치의 주

역이 된다고 하였다.

59) 『숙종실록』 9년 5월 5일(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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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훈련대장

병조판서

[숙종8년~

영조30년 

금위대장 

겸임]

어영대장 수어사 총융사 도체찰사

숙종 

즉위년.8

유혁연

김만기

신여철
김석주

[加望]

민유중

-

즉위년. 9 이상진

1. 1 권대운

김만기

[擬入]

1. 2

김석주

[擢拜]

1. 4 김석주 

대리[1.4

~2.4]
1. 11

허적
2. 4

유혁연

3. 2
이여발

3. 5

*혁파4. 윤3

김익훈

[中批/除

授]

민회
4. 4

김석주

[命]

4. 11 허적[6.4]

*부체찰사 

김석주[上

命]

5. 11

6. 3

김만기

6. 4

조사석

6. 5

6. 10 정재숭

6. 12
민유중

7. 1

신여철
7. 4 이숙

7. 12

김석주8. 1 정재숭

8. 2 김석주 신여철

여성제

김익훈

8. 5

신여철

정재숭
김익훈 구익8. 6

8. 9

남구만9. 1

윤지완
이인하

9. 2

10. 1 여성제

10. 8 조사석 서문중

<표 1> 숙종 즉위년~10년까지의 군영대장과 도체찰사 인사

년까지 병권과 관련한 인사를 분석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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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김석주

[特命]

김석익

[中批]

비고: 배우성, 1991 「정조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p.264 부표1 숙종-정조연간 군영대장에 대한 <登壇年表>의 기록

과 홍순민,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165의 표 각 아문 최고책임자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숙종대 초반 三戚으로 꼽히는 가문 중 청풍 김

문과 광산 김문은 색을 넣어 표시하였고, 여흥 민문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간택

된 것이 숙종 7년 이후의 일이므로 숙종 7년 이후에만 색을 넣어 표시하였다. 실록

에서 중비특제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름 하단에 표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숙종 초년 척신들의 군권 장악은 지적되어왔다. 

위의 <표 1>은 김석주가 죽은 숙종 10년 9월 이후로 척신 세력이 

퇴조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숙종 10년까지의 척신의 병권

장악을 분석한 것이다.60) 

  척신들의 병권 장악은 위의 <표 1>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여

기에서는 숙종 초기 三戚으로 꼽히는 척신 가문의 인물인, 김석주, 

민유중, 김만중, 김만기, 김익훈, 김석익이 눈에 띈다. 숙종 즉위년에

는 선왕대부터 재임하던 병조판서 김만기가 잠시 직을 유지하다 체

차되었다. 이후 김만기는 숙종 원년 1월에 총융사직에 擬入되었으

며, 6년 3월에는 김석주와 국왕의 뜻으로 훈련대장직에 임명되었

다.61) 김익훈은 중비로 숙종 4년 윤3월에 어영대장에 임명되었다가 

신료들의 반대로 체차 되었고, 8년 2월에 총융사에 8년 5월에 어영

대장에 임명되었다. 

  숙종 초반 척신의 병권장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

석주이다. 김석주는 숙종 즉위년부터 수어사에 加望되었으며, 숙종 

원년에는 병조판서에 擢拜되었다. 김석주는 훈련대장 유혁연이 大興

60) 홍순민은 김석주의 죽음을 훈척 세력의 퇴조로 설명하였다.: 홍순민, 1986, 위의 글, 

pp.190~191

61) 『승정원일기』 숙종 6년 5월 7일: 壽恒曰, 兩局大將例兼備局堂上, 而訓鍊大將金萬基, 

旣是國舅, 且資級爲正一品, 拘於坐次, 未及啓下矣。更思之, 宰臣中正一品, 曾有兼之者, 訓

鍊大將金萬基, 差下備局堂上, 何如? 錫胄曰, 反正後, 西平府院君以訓鍊大將, 兼察備局堂上

矣。上曰, 訓鍊大將, 差下備局堂上,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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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城 축성 감독을 위해 잠시 비운 훈련대장의 자리 또한 숙종 원년 

4월부터 약 1년 간 대리하기도 하였다.62) 김석주는 숙종 원년부터 

6년까지 병조판서직을 맡았으며, 숙종 4년부터 8년에는 어영대장직

을 겸하기도 하였다.63) 도체찰사가 복설되고 난 이후에는 숙종의 

명으로 부체찰사에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남인의 병권 장악을 경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64) 김석주는 숙종 7년 말부터 8년 초에 

다시 병조판서직을 맡고, 8년 초에는 훈련대장까지 맡았다. 금위영

을 창설한 이후에 김석주는 우의정으로 임명되는데, 국왕은 김석주

가 우의정이 된 후 대장을 겸하지 못하므로 수하에 친병이 없다는 

이유로 특지로 호위대장에 임명한다.65) 이를 통해 숙종이 김석주에

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것과 더불어 김석주가 병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김석주는 특명에 의해 10년 9월에 호위대

장으로서 병조판서를 겸임하게 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으

며, 이후 훈척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정치권력 기반으로 군사 지휘권을 갖는 것이 권력체계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척신들의 병권 장악은 그들

의 정치적 부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석주

는 숙종에게 勳庸이 현저하다고 인정받으며,66) 숙종 초년부터 숙종 

10년 그가 죽기까지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약하며 정국의 변동을 주

도하였다. 

  한편,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에 대한 비판은 

박태보의 상소에서 잘 드러난다. 박태보는 숙종 7년 여양부원군 민

유중의 딸이 숙종의 계비로 간택이 되며 國舅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병조판서직을 유지할 것을 명한 숙종의 처사를67) ‘조정의 大防을 

62)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4월 13일 柳赫然이 잠시 비운 訓鍊大將 직임을 金錫胄로 하

여금 대리하게 하였다. 유혁연은 숙종 2년 4월까지 大興山城 축성을 감독하였다.

63)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13일: 上曰, 兵曹判書, 旣是本兵之長, 而又兼御營大將, 俱

爲緊重, 疏批已下之後, 不可一向引入, 以曠廢職事, 卽爲牌招, 使之察任, 可也。

64) 홍순민, 1986, 위의 글, p.174

65) 『숙종실록』 8년 8월 7일(임오)

66) 『숙종실록』 7년 5월 3일(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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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뜨리는 것이며 외척이 정치에 간여하는 폐단을 여는 것’이라고 

하였다.68) 

  여양부원군 민유중은 병조 판서가 되자마자 바야흐로 옛 폐단을 혁파하고 
軍政을 수정하여 거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한가하게 제택으로 나아가게 되
니, 전하께서 애석해 하시는 바 신도 또한 애석합니다. 지금 신이 말한 바 
革弊廳堂上은 재주와 식견이 있으면서 閑秩에 있는 자가 겸해야 하는데, 온 
조정에서 구해 보아도 민유중보다 나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이 
직임은 이미 國典에 실린 것도 아니므로, 비록 國舅라 하더라도 또한 겸할 
수 없는 이치가 없습니다. 그런 즉 정사를 잡는다는 혐의도 없을 것이며, 그 
재주를 국사를 위해 다 쓸 것입니다.69)

  반면에 숙종의 뜻을 지지하는 견해도 발견된다. 이단하는 혁폐청

당상을 맡기기에 민유중 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직임이 國典에 실린 것도 아니므로, 國舅라 하더라도 겸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태보는 남의 귀와 눈을 가리고 위아래 사

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이른바 勳戚의 신하가 士類에서 나오므로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
고 안팎의 간격이 없다고 한 것은 말이 더욱 어긋나고 잘못되었습니다. 옛
날 사람이 이른바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었다는 것은, 人君이 훌륭한 사
람을 올리고 나쁜 사람을 내쫓는 즈음에 宮中과 府中의 안팎이 다를 수 없
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하의 말처럼 사람을 임명하고 정사를 
맡길 때에 宮中과 府中을 합하여 안팎을 혼합시켜 멋대로 다시 간격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70)

  박태보는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단하가 직접적으로 宮府一體

論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하가 宮府一體論을 ‘훈척의 

67) 『승정원일기』 숙종 7년 3월 26일(기묘): 答曰, 不允。本兵還收事, 予實未曉也。國舅之

仍帶重任, 實多祖宗朝可據之例, 故仰體慈旨之丁寧, 俯念時事之孔艱, 特命勿遞, 蓋出於爲國

惜才之意, 亦慮日後之弊。備忘中, 有不可人人授之, 後弊亦無可慮等語, 則其嚴防後弊之意, 

灼然可知, 而猶且膠守常規, 至請還收, 終未知其穩當也。斷無允從之理, 亟停勿煩。

68) 『숙종실록』 7년 12월 20일(기해)

69) 『숙종실록』 7년 4월 3일(병술)

70) 『숙종실록』 7년 12월 20일(기해) 



- 26 -

신하가 사류에서 나오므로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고 안팎의 간격

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것이 매우 어긋나고 잘못되

었다고 하였다. 박태보는 宮府一體論이 이단하의 말처럼 사람을 임

명하고 정사를 맡길 때 宮中과 府中을 합하고 안팎을 혼합시켜 멋

대로 다시 간격을 둘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人君이 출척할 

때에 宮中과 府中이 다르지 않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단하가 宮府一體論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박태보는 이단하가 國典에 실린 것이 아니므로 國舅 민유

중에게 혁폐청당상을 맡겨도 된다고 주장한 것을 宮府一體論을 잘 

못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단하의 말을 비판하면서 외척

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의 위험을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71)

  이와 같은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에 대한 경계는 지속되었다.72)

  전하께서 籌司에서 議薦한 사람을 버리고, 中批로 김익훈을 특별히 제수
하여 大將을 삼은 것은, 어찌 그가 椒房의 친척이라서 倚重할 만하다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외척의 兵權이 지나치게 중한 禍根은 往年의 牒案을 상고
하면 뚜렷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國舅 김만기는 바야흐로 총융대장이 되고, 
김석주는 兵判으로서 수어대장을 삼았는데, 이번에는 김익훈도 또 禁營을 
총괄하게 하시니, 외척 병권의 성함이 이에 이르러 극진하였습니다.73) 

  이조판서 홍우원은 숙종이 用人하는 常規에 따라 의천한 데서 낙

점하지 않고 中批로 김익훈을 특별히 어영대장으로 제수한 것이 그

71) 이단하의 宮府一體論을 비판한 박태보의 宮府一體論을 언급한 비슷한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7년 12월 20일(기해), 朴泰輔(1675(숙종 1)∼1728(영조 

4)), 『定齋集』 卷3, 諡狀[趙泰億]; 같은 책, 卷5, 坎流編[下] 辛酉十二月; 같은 책, 卷5, 

辭校理附論文廟黜陟及吏曹判書李端夏䟽; 吳道一(1645(인조 23)∼1703(숙종 29)), 『西坡

集』 卷9, 辭諫職兼陳所懷疏; 趙泰億(1675(숙종 1)∼1728(영조 4)), 『謙齋集』 卷38, 

贈吏曹判書行弘文館副應敎定齋朴公諡狀

72) 『숙종실록』 4년 윤3월 21일(신유), 『숙종실록』 5년 10월 11일(임신), 『숙종보궐실

록』 7년 5월 3일(을묘), 『숙종실록』 8년 6월 19일(을미), 『숙종실록』 10년 6월 2

일(병신), 『숙종실록』 14년 6월 14일(을묘), 『숙종실록』 17년 1월 28일(갑인), 『숙

종실록』 22년 2월 28일(갑인), 『숙종실록』 25년 4월 9일(무신), 『숙종실록』 25년 

8월 23일(무자), 『숙종실록』 29년 7월 20일(갑자),  『숙종보궐실록』 43년 9월 2일

(계축)

73) 『숙종실록』 4년 윤3월 21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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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척신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냐고 비

판하였다. 

  척신의 정치적 부상은 병권 장악에서 뿐만 아니라, 관직 임명이나 

공신 책록 과정에서도 확인된다.74) 앞서 병권을 장악한 척신으로 

부각되었던 김석주, 김익훈, 김만기 등은 척신이면서 숙종 6년 경신

환국 시 남인 축출의 주역이 됨으로써 훈신의 지위까지 더하였다. 

  척신에게 훈신의 지위까지 더하여 주었던 것은 경신환국 이후에 

시행된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녹훈이었다. 처음에 보사공신 녹

훈을 살펴보면 1등은 김만기·김석주, 2등은 이입신, 3등은 남두북·

정원로·박빈이다.75) 이 때 신범화, 김익훈, 이사명 등은 별단에 들어

가 있었으며, 김석주가 이들에 대한 추가 녹훈을 요청하자, 숙종이 

이를 허락하고 추가로 감훈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윤8월 21일 영

의정 김수항과 우의정 민정중을 인견한 자리에서 숙종은 이원정, 김

익훈, 신범하 등에 대해서 정사공신의 별단례에 의해 시행토록 하

고, 이외에도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석주와 의논하여 뽑아 

아뢰도록 지시하였다.76)

  이후 최종 임명된 보사공신을 살펴보면, 1등은 김만기, 김석주, 2

등은 이입신, 이사명, 김익훈, 조태상, 신범화, 3등은 남두북, 정원

로, 박빈, 이광한, 이원성이다. 공신들은 인적관계를 기준으로 이입

신, 김익훈은 김만기 계열, 조태상, 신범화, 남두북, 박빈, 이광한, 

이원성은 김석주 계열이라는 점에서 보사공신과 훈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77) 특히, 이사명 같은 경우는 김석주의 조카사위이

면서 처조카로 김석주의 추천으로 훈신의 지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척신 김석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74) 『숙종실록』 5년 11월 9일(경자), 보사공신 임명과 관련하여 ‘대개 추록한 일은 오로

지 김석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에서 척신과의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실록』 

10년 9월 20일(계미) 청성 부원군 김석주의 졸기  

75) 『숙종실록』 6년 5월 18일(병오)

76) 『숙종실록』 6년 윤8월 21일(정미)

77) 보사공신에 관한 부분은 이상식, 2005 위의 글, 2장 2절; 2011 「숙종대 保社功臣의 

錄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 『한국사연구』 155, 한국사연구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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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녹훈

비고: 김만기 계열은 이탤릭체로, 김석주 계열은 밑줄을 넣어 표시하였다.

  척신세력의 정치적 부상은 숙종의 비호를 받은 경향이 다분하다. 

숙종 초반기 국왕의 비호를 바탕으로 한 척신의 군사 지휘권 획득

은 척신의 권력 기반이 국왕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

고 동시에 이것은 숙종이 환국 상황에서 척신이라는 인척 관계에 

있는, 일반 관료와는 구별되는 집단을 끌어들임으로써 국왕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자, 남인이라는 특정 세력의 독주를 경

계하는 것이었다.78) 척신을 비호하여 정치적으로 부상시킴으로써 

숙종은 ‘환국’이라는 정치 상황 속에서 병권을 비롯한 자신의 토대

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였다.79) 이것은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이 특

히 병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한편, 앞서 살폈던 홍우원의 상소에서 외척의 병권이 지나치게 성

하였다며 이를 경계할 것을 진달할 때, 함께 지적되었던 것이 中批

라는 점이 주목된다.80) 중비는 ‘常規가 아닌 私情’으로 비판받는 것

78) 특히 도체찰사부의 복설과정에서 보이는 복설을 주장한 남인 윤휴가 아닌 척신 김석주

를 부체찰사에 왕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휴를 부체찰사로 임명하는 

것은 도체찰사부 복설시 관례상 영의정이 도체찰사가 되어야 하므로 허적이 영의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남인에게 매우 힘을 실어주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79) 차장섭, 1997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pp.227~231

80) 이근호, 2007 「영조대 중비 제수의 내용과 성격」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이근

호는 中批를 통한 관직 제수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며 중국 송나라의 사례

부터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경우 中批는 『명종실록』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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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81) 用人할 때 ‘人主가 홀로 운용한다면 편파적인 私心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公論에 부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겨졌다.82)

  특히, 이조정랑 임영의 글에서 척신이 私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영은 국왕이 훈척의 신하를 대우함에 있어 편벽됨이 있

기 때문에 훈척을 私人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개 훈척의 신하는 본래 私人으로 지목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노고에 
보답하는 거조가 혹 여러 사람의 의논에 어긋나기도 하고, 발탁하는 명령이 
혹 여러 사람의 기대 밖에서 나오기도 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公道로써 보
지 않게 되었습니다. 除拜하는 은혜가 간혹 공적인 信望에 앞서기도 하고, 
臨照하는 아래에 간혹 편벽된 생각이 없지 않으시니, 사람들이 또한 비로소 
私人으로써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83) 

  일반 신료들은 국왕이 ‘척신’이라는 왕과 인척관계에 있는 특정 

세력을 ‘中批’라는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사용하면서까지 비

호하는 것을 사사로움[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宮府를 하나

로 보지 못하여 戚屬에게 사랑이 치우치고 있다.’84)고 하는 등 宮府

一體論을 활용하여 국왕권의 전제적 행사를 제약하고자 하였다. 

  척신정치 대한 비판은 주로 대관을 중심으로, 박세채 등 소론계열

에게서 제기되었다.85) 박세채 등 소론계열을 탕평세력으로 설정하

기록을 최초로 시행된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中批가 特敍, 特擢 등과 유사한 의미

이므로 그 시작은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소급되며, 특제 혹은 特擢의 용례는 태종조부터 

발견된다.(『태종실록』 17년 윤 5월 23일(무인)) 『명종실록』부터 새롭게 등장한 中批

제수 사례는 한동안 찾아지지 않다가 현종대 이후 다시 등장하며, 숙종대에 들어서면 그 

횟수가 더욱 빈번해지며 고종 때까지 이어진다. 中批와 함께 혹은 그것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로는 特敍, 特授, 特擢, 除擢, 特宣, 特除, 陞擢, 寵擢 등이 있다.

81) 『숙종실록』 8년 7월 14일(기미)

82) 『숙종실록』 즉위년 10월 29일(기미), 중비 비판의 다른 사례: 『숙종실록』 9년 3월 

23일(을축), 『숙종실록』 11년 11월 17일(계유), 『숙종실록』 11년 12월 7일(계사), 

『숙종실록』 13년 6월 4일(경술), 『숙종실록』 27년 2월 10일(무진) 등

83) 『숙종실록』 8년 8월 14일(기축)

84) 『숙종실록』 5년 10월 11일(임신) 

85) 훈척신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론과 소론이 분기됨을 지적한 연구를 고려할 때 숙종의 

척신 비호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종이 척신들을 비호하며 정치적으로 부상시키

고, 譏察이라는 非法的 방법을 통해 경신환국을 주도한 훈척들을 보사공신으로 책록한 

것은 훈척을 비판하는 소론이라는 새로운 정파가 분파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훈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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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蕩平과 堯舜之治, 『周禮』를 그와 연결하여 설명한 기존 연구

는,86) 궁부일체론과 숙종대를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周禮』에 기원을 둔 宮府一體論이 탕평의 시초라고 언급되는 숙

종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서경』

「홍범」에 근거하며 ‘三代 이상사회’를 모델로 삼는 황극탕평론은 

박세채에 의해 정리되어, 숙종 20년 갑술환국 이래 본격적으로 표

방되었다. 이후 탕평정국에서는 君臣을 망라하고 堯舜을 표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87) 요순을 표방하는 것은 국왕과 신료에게서 모

두 언급되는 당연한 전제논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먼저 탕평을 표방하는 것과 같은 논리였는데, 『周

禮』에서 발원한 宮府一體論 또한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다. 숙

종 23년 무렵 이루어진 『주례』의 판각 또한 숙종대 宮府一體論이 

효과적인 논리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바탕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88)

  게다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척신의 평판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

았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김익훈은 ‘평생 몸가짐에 관한 일들

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퍼져 있어, 천한 하인들까지도 다 안다.’고 

로 인해 노론과 소론이 분기되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홍순민, 1986, 위의 글; 우경섭, 

2011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尊王論과 老少分岐-管仲에 대한 인식과 勳戚 문제를 중

심으로」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사학회 참조.

86) 김백철, 2005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정경희, 1998 「영조전반기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 『한국

사연구』 103, 한국사연구회, pp.187~203

87) 김백철, 2005 위의 글, pp.278, 294

88) 정조 즉위년 하교에서 정조가 宮府一體論을 색목의 분쟁을 금할 것을 말하는 데 활용한 

것을 볼 때, 탕평과 宮府一體論은 후대로 갈수록 더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 즉위년 9월 22일(경인) ‘대개 忠逆이 이미 나누어지고 是非가 크게 정하여

진 뒤에는 이른바 노론도 또한 나의 臣子이고 이른바 소론도 또한 나의 臣子이다. 위에

서 본다면 균등한 한 집안의 사람이고 다같은 한 동포이다.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에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그 景色을 살펴보건대 

자못 秦나라와 越나라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나라가 능

히 나라답게 되겠는가? 옛날 諸葛亮은 오히려 말하기를, ‘宮中과 府中이 함께 一體가 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한 하늘 아래와 한 나라 안에서 함께 한 사람을 높이며 같

이 한 임금을 섬기는 경우이겠는가? 더구나 이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의리가 더욱 

굳어졌으니, 어찌 털끝만큼의 앙금이라도 그 사이에 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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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간특한 인물로 악행을 자행하였다.’고 할 만큼 평판이 좋지 않

았다. 또한 김익훈이 과거를 치지 않고 문벌에 의해 대장직을 차지

한 것에 대하여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89) 

  김석주 또한 ‘교만하고 자부심이 많으며 스스로 방자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둔전을 넓게 만들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을 

나누어 두었으며, 걸핏하면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군사와 백성을 피곤

하게 하였다.’고 하며 나라를 병들게 하고 정치를 해치는 일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90) 김석주의 졸기에서 보사

공신추록을 운운하며 ‘대개 추록한 일은 오로지 김석주에게서 나왔

는데, 倖門을 크게 열어서 거듭 國體를 손상하므로, 公議가 매우 이

를 비난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그에 대한 평판이 긍정적이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91) 숙종대 宮府一體論이 척신세력 비판에 쓰

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척신 개개인의 비리나 부정적인 평판은 척

신을 비호하는 국왕을 향한 경계가 더욱 빈번히 제기되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92) 

  일반 신료들이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그것을 비호하는 국왕의 

처사를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비판할 때 핵심은 ‘사사로움[私]’에 

있었다. 이것은 일반 신료들이 ‘천리의 公’·‘인욕의 私’라는 公私 관

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93) 국왕의 행위가 무조건적인 公이 

89) 『숙종실록』 8년 12월 22일(을미), 『숙종실록』 8년 12월 14일(정해): ‘공을 탐하였

다.’, ‘하는 짓이 음흉하고 은밀하다.’, 『숙종실록』 8년 12월 10일(계미): ‘흉년에 군문

의 5백금의 돈을 내어 집을 지었다.’

90) 『숙종보궐실록』 3년 6월 3일(무신) 

91) 『숙종실록』 10년 9월 20일(계미) 청성 부원군 김석주의 졸기  

92) 성종대 사림에 의한 훈구 비판이 훈구 개개인의 비리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정

치집단인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척신 개인의 비

리나 부정적 평판이 척신세력을 향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대 사림에 의한 훈구 비판에 관하여서는 최이돈, 1996 「성종대 사림

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정치 모색」 『한국문화』 17,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참조. 기존연

구에서는 16세기 이후 宮府一體論이 제기되었던 원인을 ‘사림세력이 서서히 등장하는 가

운데 척신세력의 정치 주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척신 정치로 인한 정치 사회적 모순

이 심화되자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이근호, 2013 위의 글, 

p.4 

93) 公私에 대한 다양한 관념은 미조구치 유조 저, 정태섭 역, 2004 『중국의 공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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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私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군주에게 至公無私를 

요구하였던 성리학적 公私 관념에 입각하여 국왕권의 전제적 행사

를 제약하고자 한 것이었다. 

2. 宮에 대한 숙종의 비호

  숙종의 宮에 대한 비호를 비판하는 宮府一體論이 잘 드러난 사건

으로 張昭儀 母 옥교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 14년 11월 훗날 

희빈 장씨가 되는 장 소의가 아들[훗날의 경종: 필자]를 출산하였을 

때, 張昭儀 母가 8인이 메는 屋轎를 타고 입궐하였다. 윤덕준의 상

신서원; 미조구치 유조 등 지금 김석근 등 역, 2003 <公私>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

문화문고; 서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공과 사> 위의 책 등: 미조구치 유조는 중

국의 公私 개념의 변화를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公은 신분 칭호의 하나이며, 군주를 비

롯한 통치자 그 자신 혹은 통치자와 관련된 사물을, 私는 사람들 자신의 것(사유 또는 

사용), 신변의 그것, 혈연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랜 시대의 보통 용법이었다. 

맹자시대에 이르러 私를 公에 따르게 하고, 公을 私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이 점차 명확해

졌다고 하였으며, 순자를 公私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公私論을 전개한 최

초의 사상가라고 보았다. 순자 이후로 公은 통치자나 그와 관련된 사물이라는 구상적 의

미에서 확대되어 윤리화·정치화된 공공·공평·공정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고, 

군신이 지켜야 할 보편과 관련된 덕목의 하나가 되었다. 私는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

람들의 개별적인 감정·욕망 또는 일부 사람의 이해와 국가 내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

는 세력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며, 公은 선이며 긍정되어야 할 것, 私는 악이며 부정되

어야 할 것으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법가에서는 군주권력의 강대화에 의한 부국강병

에 도움이 되는 것을 公으로, 그것에 반하는 신하나 민중의 개별적인 이해를 私로 불렀

으며, 도가에서는 公을 천지자연과 인간사회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인 도

나 천지의 속성으로, 私를 보편적인 도를 포착할 수 없는 인간 개별 감정·욕망·지식 등으

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한대부터 수당시대의 公과 私는 사회생활에서의 서로 다른 두 개

의 영역으로 기능하는 場이었으며, 公의 압도적 우위 하에서 私가 용인될 수 있었다. 송

대에는 천리·인욕 관념과 연결되어 ‘천리의 公’, ‘인욕의 私’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생겨났

으며, 자연적인 행위를 公, 작위적인 의도를 私라고 하였다. 명말청초에는 자연적 욕망을 

公이라 보는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사적 소유욕에까지 확대되었다. 사적 소유욕

이 공공연하게 긍정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私를 ‘인욕의 私’로 부정해 온 송학 이래의 전

통에서 볼 때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私가 무제약적으로 긍정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천리의 조화 상태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욕이 긍정되는 

것이었다. 私가 상호간에 어떤 조화를 전제로 비로소 긍정되었다는 것은 황종희와 고염

무에게서 잘 드러난다. 미조구치 유조는 명말 청초의 公이 私를 포함한, 혹은 私를 조화

시킨 새로운 조화의 公이라는 국면을 맞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청말 혁명파의 논

의에 이르면, 소수자를 私, 다수자를 公으로 보는 公私觀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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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면, 그는 崇德門 앞에 張昭儀 母가 入闕할 때에 탔던 8인이 

메는 옥교가 있는 것을 보고, 堂下官인 譯官의 妻가 뚜껑이 있는 교

자를 탄 것을 참람하다고 여기어, 憲臣에게 書簡을 보내 법에 의거

하여 추문해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지평 이익수가 禁吏를 보내어 

그 종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고, ‘張昭儀 母는 한 賤人일 뿐인데, 

옥교를 타고 대궐에 드나들기를 어찌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할 수 있

겠느냐’고 상소하였다. 이에 숙종은 해산할 때를 당하여 들어와 보

도록 허락한 것은 옛 규례이며, 轎子를 타는 것도 전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행하게 한 것으로 그 자신이 제멋대로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는 답을 내렸다.94)  

  그러나 이 사건은 숙종이 환관으로 하여금 내사옥에서 사헌부 금

리와 조례를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게 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숙종

은 金貴人 母에게는 이러한 모욕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옛 

규례에 의거하여 왕자의 외가에서 전교로 인하여 출입하였음에도 

대간의 상소에서 賤人이라 하고, 徒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

라고 하였다. 이 일이 ‘한 장의 서간이 玉堂으로부터 나와서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음흉하고 간교하다

고 하며 형벌을 가해 기필코 추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 

결국 두 명의 禁吏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죽게 되었다.95) 

  이 일에 대하여 신료들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다.96) 신료들은 

먼저 禁吏들이 법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다. 

  『經國大典』의 「禁制條」에 宗親의 아내와 딸, 당상관의 어미와 아내·
딸·며느리, 그리고 有蔭 新婦 이외에 지붕 있는 가마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소의가 비록 귀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 母는 
천한 사람이니 어찌 법으로 금지한 일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며, 주제넘
고 함부로 한다는 기롱이 생길 수 있음을 염려하지 않고 멋대로 지붕 있는 

94) 『숙종실록』 14년 11월 12일(신사), 『숙종실록』 14년 11월 13일(임오)

95) 『숙종실록』 14년 11월 12일(신사), 『숙종실록』 14년 11월 13일(임오)

96) 『숙종실록』 14년 11월 13일(임오), 『숙종실록』 14년 11월 15일(갑신), 『숙종실

록』 14년 11월 16일(을유), 『숙종실록』 14년 11월 21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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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를 타고 궁궐에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까. … 후궁의 母를 위해 선왕께
서 정한 법을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위계질서와 명분은 본래 엄
격하니 하나라도 삼가지 않는다면 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왕이라도 마음
대로 아랫사람에게 허락해 줄 수 없으며, 신분 낮은 사람은 감히 요행을 바
라서 범하지 못합니다. 지금 府夫人이 궁궐에 들어올 때 지붕 있는 가마를 
이용하는데, 소의의 어미에게도 지붕 있는 가마를 타게 한다면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못하고 명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
까.97)

  옥당에서 올린 차자에서는 이 일이 『경국대전』「금제조」에 실

린 대로, 張昭儀 母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

다.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왕께서 정한 법을 후궁의 母를 위해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하며, 전례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고 

진달하였다. 특히 위계질서와 명분에 관한 일은 하나라도 삼가지 않

으면 혼란이 뒤따르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은 숙종이 환관으로 하여

금 내사옥에서 금리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형신한 것이었다. 옥당 차

자에서는 사람을 가두고 형벌하는 일은 사헌부의 일이지 내수사에

서 할 일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헌부 관원의 죄를 환관에게 밝히도

록 한 일이 조정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후

궁 母의 일로 인한 국왕의 지나친 거조로,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견

책을 받고 죄 없는 관리가 혹독한 심문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하였

다. 이미 저지른 과오는 만회할 수 없다고 하며, 이후로는 저들이 

반드시 은총에 의지하고 권세를 믿어서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비록 법에 어긋나고 분수를 범하는 일을 하더라도 끝내 바로잡아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98) 여기에서 우려하는 대상은 

좁게는 후궁의 친속이 될 것이며, 넓게는 내수사의 옥에서 금리를 

치죄한 환관까지로 모두 宮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어 시비의 분별을 깊이 살피고 公私의 구분을 밝게 헤아릴 것

97) 宋相琦(1657(효종 8)∼1723(경종 3)), 『玉吾齋集』卷6, 疏箚 玉堂陳所懷箚

98) 宋相琦(1657(효종 8)∼1723(경종 3)),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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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특별히 위계질서와 분수를 어지럽힐 수 없고, 나라의 법

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진달하였다. 또한 張

昭儀 母가 타고 왔던 가마를 불태워 다시는 법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할 것과 왕실의 친속이라도 자주 입궐하지 못하게 하여 

궁궐을 엄숙히 할 것을 덧붙였다. 이러한 옥당의 차자에 대해 숙종

은 이 일이 이미 傳敎로 인한 것이고 또 前例에 의거한 것인데도 

臺官이 끝내 믿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한 자를 추문한 것이며, 

宮闈는 안과 밖이 확실히 구분되어 원래 규범 외에 왕래하는 일이 

없으니,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답하였다.99)

  이 사건과 관련하여 宮府一體論에 입각한 논의가 여러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張昭儀 母에게 다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

다는 방향이었다. 張昭儀 母 옥교 사건에 대한 所懷를 진달하고 아

울러 削職과 正罪를 청하는 이익수의 啓에서는 尊卑를 판별하고 나

라의 기강을 지탱한다는 것은 명분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며, 이 일

을 명분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이익수는 張昭儀 母가 비록 宮掖의 

친속이지만 관작에 봉해진 바가 없고 또 등품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으니 賤人이라고 한 것이며, 원래 爵品이 없는데 宮禁의 땅에 옥

교를 濫乘하여 들어왔다는 것이 이미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法官이 그 종을 추치하는 것은 곧 君父를 높이고 國體를 

엄히 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私意가 없었으며, 분수에 넘치게 꾸미

는 것을 금하는 것이 직임이라고 하였다. 宮掖의 친속과 관련한 일

이면 禮에 어둡고 분수를 넘음이 있어도 감히 말하여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국왕이 대각을 설치한 뜻이 과연 어디 있겠으며, 宮中과 府

中이 一體라는 뜻 역시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운운하면서 宮府一體

論을 들어 비판하였다.1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년 11월 28일 승정원의 응지계문에서는 宮

府一體論을 활용하여 私慾과 天理의 구분에 맹성하고 公私의 분별

99) 『숙종실록』 14년 11월 13일(임오)

100)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1월 13일(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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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필 것을 말하였다. 이 글에서는 숙종이 宮中과 府中을 똑같이 

보지 않아서 승낙과 거부의 대답이 항상 公과 私에서 판별되며, 한 

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말하는 사이에 폭발되고 私心을 이기지 

못하여 처리가 거꾸로 시행된다고 하였다. 특히, 宮禁을 엄하게 해

야 함이 마땅한데도 內外의 방한이 혹 소홀하고, 成憲이 마땅히 지

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조종의 전장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비판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張昭儀 母의 옥교 사건의 처리를 비판하는 옥당

에서 올린 차자의 내용과 유사하다.101) 

  또 다른 맥락에서 宮府一體論은 내사옥에서 禁吏를 치죄한 것을 

비판하며 사용되었다. 張昭儀 母 옥교 사건으로 刑訊을 받다 죽은 

禁吏에게 恤典을 擧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유득일은 有司에

게 맡기지 않고 오로지 환관에 맡기어 法吏를 죽이는 데 이른 일을 

漢·唐의 혼란한 때의 일에 비견하며 비판하였다. 국왕으로부터 매번 

과중한 거조가 있으니 애석하다고 하며, 이후에 죄를 지은 자가 있

다면 비록 內間의 죄인이라도 진실로 마땅히 法司에 출부하여 처치

를 밝게 하고 그 죄를 바르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체 다시는 私

獄에서 사람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여 밝고 공평한 다스림이 있은 

연후에야 모든 것이 宮府一體의 뜻에 맞을 것이라고 하였다.102) 宮

府一體論을 끌어다가 有司에 맡기지 않고 내사옥에서 치죄하는 것

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후 이 일의 여파로 宮府一體論에 입각한 내사옥 혁파론이 제기

된다.103) 引見에 심평 등이 입시한 자리에서 사간 박세준이 올린 계

101) 『숙종실록』 14년 11월 28일

102)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1월 13 (임오): 得一曰, 聖批中, 今姑二字, 旣命刪去, 而內

司問目, 亦令還收, 轉環之量, 實光聖德, 反有大於初無過擧之日, 咫尺之下, 非阿謏之言也。

內司問目, 晩始得見, 不勝驚愕, 終宵繞壁, 曉上一疏, 而狂妄之言, 幸荷採納, 曷勝感幸? 缺

除非漢唐昏亂之世, 則曷嘗有不任有司, 專付中人而殺法吏者哉? 殿下聖明出天, 堯·舜可期, 

而只緣缺急, 每有過中之擧, 臣竊惜之。今日咫尺之下, 溫諭十行, 快示悔悟, 在廷之臣, 孰不

欽仰, 而遠外之人, 豈能盡知聖意之若此乎? 此後如有可罪之人, 則雖內間罪人, 固宜出付法

司, 光明處置, 以正其罪, 切勿更令私獄治人, 以昭平明之治, 然後庶合於宮府一體之義矣。

103) 이전에도 내수사옥 설치에 대한 비판과 폐지론이 있었다.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인

조 4년 9월 13일 기사에도 내수사옥의 설치에 대해 비판하는 계사가 있다. 다만, 숙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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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獄이라는 것은 천하의 大命이므로 모든 옥사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書經에 실려 있고,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늦춘다는 것이 周易에 관
계된 것인 즉, 왕이 된 자가 私獄을 설치하여 환관으로써 그것을 주관하게 
하는 일이 불가함은 명백합니다. … 생각함을 더하시어 내수사옥을 혁파할 
것을 명하여 지금 이후 무릇 내간의 간악한 짓을 하고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자를 外獄에 맡기어 有司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명하여 주시길 청합니다.104)

  박세준은 내사옥을 宮府一體의 뜻에 어그러진 것으로 지적하였다. 

동시에 ‘환관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

게 한’ 張昭儀 母 옥교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수사옥을 혁파할 것을 

명하여 이후로는 內間 죄인이라도 外獄에 맡겨서 有司로 하여 다스

리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숙종은 안으로부터 일찍이 미세한 죄를 다스리고 치

죄한 후에 도로 일을 맡겨서 부리었으니, 곧 모두 外司에 맡길 필요

가 없고, 內司에서 치죄한 예가 있으니 혁파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

겠다고 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도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내사옥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숙종은 이미 

논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105) 

  張昭儀 母 옥교 사건과 관련하여 숙종 14년 11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앞서 살펴 본 두 방향으로 宮府一體論에 부합되어야 한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때의 비판 제기는 대관 이수언, 이후정, 

이태룡, 남유성, 안규, 이유, 이익수, 유득일, 이언기, 윤덕준, 이징

내사옥 혁파논의는 張昭儀 母 옥교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104)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2월 4일 (계묘): 司諫朴世所啓, 獄者, 天下之大命也, 故

勿誤庶獄, 載之於書, 議獄緩死, 系之於易, 則王者之不可置私獄, 而以閹宦主之也, 明矣。國

家, 自前別設一獄於內需司, 有乖於宮府一體之義, 只使數三內官掌之, 書之勿誤, 易之緩死之

道, 何可責之於此輩乎? 雖以向日事言之, 閹人, 畏㤼威命, 不知執奏, 終使無罪之人, 枉死拷

掠之下, 殿下若於伊時, 出付外獄, 使攸司治之, 則設有一時過擧, 豈貽無窮之悔恨乎? 秦之永

巷, 漢之北寺, 俱是暴君亂代之事, 臣以唐·虞望今日, 堯·舜期殿下, 殿下若亟革私獄之設, 毋

效暴亂之迹, 則聖德可以度越前古, 而人心可以悅服矣。請加三思, 命罷內需司獄, 自今以後, 

凡內間作奸犯科者, 付諸外獄, 令攸司治之。

105)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2월 6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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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황흠, 김성적, 이태룡부터 좌의정 조사석, 대사헌 이수언, 총호사 

조사석, 대사헌 이규령, 그리고 옥당[송상기], 사간원에 이르기까지 

신료층 전체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국왕 숙종의 宮의 영역, 특히 후궁과 그 친속 그리고 

내수사옥에 대한 비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국왕의 비호를 지

척하는 맥락에서 宮府一體論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신료들

은 국왕에게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신료들은 宮의 영역을 국왕의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

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국왕에 의한 宮의 영역 비호

를 비판하였다. 신료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張昭儀 母 옥교사건과 관

련한 宮府一體論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숙종대 宮府一體論의 차별성은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국왕이 사사

로운 영역을 비호하는 것을 지적하는 언급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과 

국왕 숙종이 직접 宮府一體論을 표방하였다는 것에 있다. 숙종의 宮

府一體論 표방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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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숙종의 宮府一體論 표방

  1. 왕실 재정을 이용한 국왕의 진휼 

  국왕에 의한 최초의 宮府一體論 활용은 숙종 8년에 있었던 하교

에서 찾을 수 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八路가 이처럼 흉년을 만났으니, 구원할 수 있는 모
든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각 衙門의 재화도 
예전의 例에 따라 참작하여 가져다 사용해야 할 것이나, 內司에는 연이은 
흉년으로 인하여 稅入이 크게 줄어, 진실로 轉用하여 덜어 낼만 한 방도가 
없다. 비록 사세가 그렇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宮中과 府中이 一體라
는 뜻에 어긋나니, 그 중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남은 胡椒 1백 말, 丹木 1천 
근, 白磻 3백 근, 虎皮 10령을 該廳에 특별히 내려 진휼의 비용에 조금이나
마 보태려 한다.” 하였다.106)

  

  조선시대의 진휼 정책은 빈민 구제의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유교

적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중앙에서 진휼 정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

고 진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지시·감독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 

실무는 지방관이 맡았다.107) 진휼곡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환

곡 취용, 국가 재용 활용, 모곡을 통한 민간 구휼 기금을 조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중 국가 재용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확보

한 재원을 여유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 전세나 대

동미 등을 포함한 부세의 상납곡 일부를 그대로 두어 지방에서 사

용하도록 하는 것, 왕실 기금을 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숙종

대 이후에는 화폐를 주조하는 일이 포함된다.108) 

106) 『숙종실록』 8년 12월 28일(신축) 

107) 정형지, 1993, 「조선후기 진휼정책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p. 28~29

108) 진휼곡의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양진석, 1999 위의 글, pp. 41~48; 정형지, 

1993 위의 글 참조. 화폐 주조를 통한 재정 확보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동전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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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 8년의 하교에서 숙종은 내수사의 세입이 연이은 흉년으로 

크게 줄어 쓸 곳에 쓰지 않고 돌려 다른 곳에 쓸 방법이 없지만, 宮

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맞게 내사의 물품을 내어 

진휼 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태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진휼 재원 확

보를 위한 여러 방법 중 왕실의 재정을 하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왕실 기금을 진휼 비용에 보태는 일은 조선 초기부터 

전례가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태종 15년에는 宮室의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宮司田에서 거둔 곡식 중 반드시 해야 할 상

납분 외에 나머지를 모두 그 고을에 납부하여 다음 해 농사를 지을 

동안 먹을 양식과 종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109) 이외에도 조선 초

에는 還上의 예에 따라 왕실 재정을 활용하여 진휼하는 사례가 다

수 있었다.110) 세종은 10년과 17년, 18년에 왕실 재정인 本宮의 곡

식을 還上의 예에 의거하여 진휼하였으며,111) 성종은 內需司에서 長

利를 놓고 있는 蕎麥을 민간에 내어주어 종자를 갖추도록 하였

다.112) 선조는 御飯米를 나누어 진휼하도록 하였으며,113) 효종은 내

수사의 米布·皮物과 그에 소속된 염분을 民曹에 내주어 세금을 가볍

게 하는 조처를 취하였다.114)

  현종은 선대의 왕들보다 더 자주 내수사의 물품을 하사하였는

데,115) 그 한 사례를 옮겨보면 이러하다.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양의 동전을 생산하여 은전비가를 실제와 다르게 하는 것이었

다. 화폐 주조를 통한 재정 확보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유현재, 2014 「조선 후기 鑄錢정

책과 財政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28~129, 164 참조. 

109) 『태종실록』 15년 11월 15일(무신)

110) 조선에서 흉년이나 변란 시 왕실 농장곡에 의존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는 양택관, 

2004 「朝鮮前期 王室農莊의 擴大와 財政運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5~66

을 참조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른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111) 『세종실록』 10년 1월 29일(임자), 『세종실록』 17년 4월 8일(기유), 『세종실록』 

18년 12월 15일(병자)

112) 『성종실록』 16년 6월 13일(임진) 

113) 『선조실록』 27년 11월 16일(경인)

114) 효종 대왕 행장 

115) 『현종실록』 11년 8월 2일(병술), 현종 대왕 행장, 『현종개수실록』 2년 윤7월 11

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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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정 원두표가 삼남의 재해가 더욱 극심한 고을에 대해서는 水陸軍布를 
견감시켜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도승지 김좌명이 아뢰기를, “삼남의 
민생들이 현재 하루도 보전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새로 제수된 수령들
에 대하여 明年 가을까지 가솔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西路에서 내수사에 바치는 명주 공물을 쌀로 대신 납부하게 
하여 진휼할 밑천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공
물 또한 진휼하는 데로 돌리시니, 듣는 자로서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
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의원의 명주 공물 수효도 많으니, 본원 제조
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시행하게 하라.”하였다.116)

  현종은 三南 지방의 극심한 재해에 대한 진휼책으로 수륙군포를 

견감시켜 줄 것과 새로 제수된 수령들이 다음해 가을까지 가솔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내수사와 

상의원에 바치는 명주 공물을 쌀로 납부하도록 하여 賑資로 사용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왕실의 재

정을 활용하여 진휼하는데 보태도록 하는 조처에서 宮府一體論이 

국왕에게서 표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왕은 백성들을 

‘가엽게 여겨서’117), ‘백성을 구제하는 마음이 절실하여서’118) 혹은 

‘공물의 수효가 많으므로’119) 왕실 기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숙종이 이전과는 다르게 왕실 재정을 활용하여 진휼하

도록 할 때 宮府一體論을 표방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연관

된 숙종이 宮府一體論을 표방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숙종대 잦은 

자연재해를 꼽을 수 있다.120) 기존 연구에서는 재이와 관련하여 특

히 17세기를 주목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종11~12년(1670~71)의 

‘경신대기근’과 숙종 21~25년(1695~99)의 이른바 ‘을병대기근’ 때

를 서리·우박·눈·한파를 비롯한 각종 냉해·한발 혹은 홍수와 같은 각

종 재해가 집중된 시기로 꼽는다. 구체적으로 숙종대에 한정하여 보

116) 『현종개수실록』 2년 윤7월 11일(무자) 

117) 『선조실록』 27년 11월 16일(경인)

118) 『인조실록』 6년 9월 6일(계해)

119) 『현종개수실록』 2년 윤7월 11일(무자) 

120) 숙종대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하여서는 정형지, 1997 「[특집:조선 숙종대 사회경제정

책]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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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숙종 8~9년, 숙종 11~13년, 숙종 21~25년, 숙종 30~34년, 숙

종 43~44년에 재해가 크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특히 숙종 21년부

터 시작된 대재난의 여파는 숙종 34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기근 

발생과 전염병 창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121) 

이와 같은 재이의 지속은 진휼 방식을 변모시켰다. 숙종대 이전의 

진휼 방식은 곡식을 빌려주는 식이었지만, 이 시기 진휼은 절반 혹

은 3분의 1의 진휼곡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

다.122) 대재난의 지속은 재정에서 진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재이의 발생은 오래전부터 人事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

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董子가 말하기를 ‘임금 된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百官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사방을 바르
게 하고, 사방이 바르게 되면 원근이 다 正에 歸一되어, 陰陽이 고르고 풍우
가 때를 맞추어서, 모든 생물이 성숙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마음은 한 
몸의 主宰요, 萬化의 근원이라 할 것입니다.123)

  연산군대 우의정 신승선은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 陰陽이 

고르고 풍우가 때를 맞추어 모든 생물이 성숙한다는 동중서의 말을 

인용하여 正心으로써 본을 삼고, 無逸로써 행함이 한결 같기를 서계

하였다. 이러한 天人相關說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 災異說이었다. 

재이설은 천하를 다스리는 天子는 하늘로부터의 명을 받은 有德者

여야 한다는 天命論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 ‘有德者’는 다름 

아닌 五事를 中에 맞게 행동한 군주를 의미한다.124) 재이설은 천명

121) 농작황과 전염병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발생 횟수가 빈번했던 천연두나 홍역과 

같은 만성전염병은 특별히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국지적․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기근이 닥치면, 농민들의 영양 상태가 약화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

되어 소강 상태에 있던 각종 질병들이 유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김성우, 1997 위의 글, 

pp.20~21, 39

122) 송찬섭, 2000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양전」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p.116

123) 『연산군일기』 1년 2월 8일(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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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군주 개인의 정치적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재

이설에 따르면, 재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군주 개인에게 있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재이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국왕의 다스림이 음양

의 조화를 잃어 발생한다고 인식되었다.125) 이러한 인식은 宮府一體

論을 둘러싼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지식인들은 朝廷을 陽으로, 宮禁을 陰으로 인식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재이가 발생하였을 때 궁금과 조정이 조화를 잃어서, 다시 

말해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지 않아서 재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

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부록 1>에서 정리한대로, 숙종대 宮府

一體論 관련 논의가 있던 날의 기사 총 57개 중 19개에서 재이가 

직접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숙종이 宮府一體論을 표방하며 내수사의 물품을 

내어 진휼하도록 한 조처가 있기 얼마 전 척신 김익훈에 대한 비판

이 가해지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閭巷에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전익대
가 大將[김익훈: 필자]을 통하여 上變하였는데, 대장은 勳戚이므로 임금이 
돌봐준다’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이 그럴 듯합니다.” 한태
동이 임금의 전교로 인하여 引避하고, 안식·유득일도 일찍이 김익훈을 논박
하였던 일126)로 인하여 인피하여 함께 물러났다. 玉堂의 여러 신료들이 모
두 聖德에 흠이 된다고 아뢰고, 이이명이 청하기를, “입시한 諫官들에게 바
로 처치하게 하여, 곧 들어오도록 다시 명하소서.”하니, 임금이 마침내 그 
말을 옳게 받아들였다.127)

  집의 한태동에 따르면 김익훈이 훈척이므로 임금이 돌봐준다는 

124) 이민정, 2011 「朴世采의 ‘皇極’ 인식과 君主像」 『한국사론』 57, 서울대학교 국사

학과, p.37

125) 『태종실록』 1년 11월 16일(경자), 『성종실록』 5년 9월 6일(무오), 『중종실록』 

10년 5월 4일(경인),  『선조실록』 1년 12월 2일(병자), 『연산군일기』 2년 4월 6일

(계미),  『영조실록』 즉위년 11월 9일(기유) 등

126) 『숙종실록』 8년 12월 22일(을미)

127) 『숙종실록』 8년 12월 27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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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여항에 떠돌았다. 또 김익훈에 대하여 인품이 간악하고 과

거에 급제하지 않았음에도 훈척이기에 중요한 직분인 대장직을 맡

고 있다고 논박하였던 대간들이 인피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옥당의 여러 신료들은 이러한 일들이 성덕에 흠이 될 것을 우

려하였다. 

  특히 ‘戚里가 가뭄을 불러들이고 있다’128)거나, ‘훈척에 치우쳐 김

익훈을 너무 총애하여 小人이 君子의 지위를 차지하여 재앙을 이루

게 되었다’129)고 하는 것에서 宮府一體論과 재이론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다.130) 국왕의 사사로운 비호를 宮府一體論을 들어 논척하

는 일이 많았다는 것과 음양의 조화를 잃어 발생한 재이에 대응하

여 이전과 같이 왕실 자금을 진휼 비용에 보태면서도 이전과 다르

게 宮府一體論을 언급하는 숙종의 모습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소위 宮府一體論을 표방하며 왕실의 재정을 진휼비용에 보태는 

일은 정조에 의해서 더욱 본격적으로 행해진다.

  상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명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內需司의 혁파를 말하
였는데,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존폐에 뜻을 기울였다. 內帑庫는 1년의 
수입으로 그 당해 연도의 지출분을 계산하니 매번 부족함을 근심한다. 내가 
충분히 씀씀이를 절약하여 조금 잉여를 남겨 따로 다른 창고에 비축해 두고
서 매양 흉년을 당하게 되면 가져다가 진휼할 물자에 보태고 터럭만큼도 사
사로이 쓴 적이 없으니, 이것이 곧 宮府가 一體라는 뜻이다. 이름은 비록 내
탕고라 하지만 실제는 백성을 위하여 비축한 것이다. 나는 이에 실로 우러
러보고 굽어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였다.131)

  즉위 초반부터 宮府一體論을 표방하던 정조는 왕의 사사로운 영

128) 『숙종실록』 3년 6월 10일(을묘) 

129) 『숙종실록』 9년 1월 16일(무오) 

130) 그밖에도 『숙종실록』 9년 6월 2일(계유)에서 ‘오늘날 훈척의 권세가 날로 성하여져 

온 조정이 붙좇고 다투어 서로 덮어주고 비호해 주니, 형정이 문란해지고, 시비가 어긋나

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경책을 보여 해가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이것이 어떤 氣

象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한 것에서도 훈척신 비호와 재이를 연관하여 인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131) 『弘齋全書』 卷167, 「日得錄」 7 政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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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대표로 인식되어온 내수사의 私的 성격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정조는 내수사를 혁파하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경비를 호조에서 감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내수사가 사적인 재물이 아닌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재해에 대비하여 진휼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사에 설치한 補恤庫를 들어 더 이상 내수사

를 사사로운 것이라는 명목으로 혁파할 것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

라고 하였다.132) 정조는 사사로움을 골자로 하는 내수사 혁파 논의

에 대한 대응논리로 왕실 재정을 이용한 국왕의 진휼을 내세웠으며, 

진휼하는 군주의 행위를 통해 내수사라는 기구의 ‘사사로움’이라는 

성격을 탈각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듯 내수사의 재물을 

진휼 비용에 보태는 것은 사사로움[私]을 대표하는 내수사의 혁파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간의 왕실 자금을 보태는 것은 실제로 내수사 존립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왕실 자금을 진휼 비용에 

보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 내수사에 남겨둔 약간의 물자를 

모두 호조로 내려 보내서 더러는 경비에도 보태어 쓰고 더러는 진

휼에도 보태어 쓴다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지 않는 성상의 거룩하신 마음을 다 같이 알도록 할 수 있을 

것’133)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다.

 

  左議政 閔鼎重과 領中樞 宋時烈과 行知中樞 李尙眞이 청대하여 입시하였
다. 송시열이 내수사를 혁파할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사사로운 것은 내수
사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헤아리시어 혁파하고, 그것으로써 진
휼하는 물자에 도와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야 여러 신하들에게 사사로움이 
없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하고, 민정중도 이를 말하였다. 이상진은 말
하기를, “성상께서 송시열을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면서도 그의 말을 적용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어찌 어진 이를 머물러 있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어렵게 여겼다. 134)

132) 『정조실록』 10년 7월 16일(정사)

133) 『현종개수실록』 1년 10월 26일(무신)

134) 『숙종실록』 19년 1월 21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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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열과 민유중은 내수사를 사사로움의 대표로 지목하고 그것을 

혁파하여 진휼하는데 보태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그 이후에야 신하

들에게 사사로움이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 건국 초

부터 왕실 재정으로 하여금 진휼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종

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내수사 혁파론은 숙종대에도 계속되었다.135) 

  이러한 양상은 補恤庫를 만들어 내수사의 재물을 진휼 비용에 활

용했던 정조대에도 지속되었다. 정조는 ‘왕위를 계승한 뒤로 내수사

에 관계되는 용도를 일체 줄여서 별도로 하나의 내탕고에 저축해 

두었는데, 이는 그 재물을 사사로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수재나 한재를 당하였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 밑천을 삼기 

위해서였다.’136)라고 하는 등 내수사의 재물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에도 내수사 폐지 요구는 지속

되었다.

  신이 듣건대, 제갈량이 後主에게 고하기를, ‘宮中과 府中은 一體입니다.’ 
하였고, 주자가 宋 孝宗에게 고하기를, ‘옛 聖王들은 飮食·次舍·器用·財賄에 
대해 모두 有司의 법에 의거 통제하였으므로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릇 내수사를 설치한 것은 그 유
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名碩들이 건의하여 파기시킬 것을 청한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王者는 사사로운 저축이 없어도 府庫의 재물이 
모두 임금의 재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큰 일을 할 때를 당하여 
不世의 치적을 이루려 한다면 오직 의당 宸衷으로 결단을 내려 혁연히 파기
시킴으로써 공평하고 광명한 덕을 밝히시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폐단을 
제거하소서. 그리하여 內間의 需用에 관계된 모든 것은 아울러 밖에서 進供
하게 한다면 恢蕩시키는 정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137)

  정술조는 宮府一體論과 王者無私藏을 들어 사사로움을 없애야 한

다는 맥락에서 내수사를 혁파할 것을 말하였다. 왕실 재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휼에 보태고 宮府一體論을 표방한 정조 또한 이전의 

135) 윤인숙, 2013, 위의 글 참조.

136) 『정조실록』 7년 1월 8일(경자) 

137) 『정조실록』 6년 6월 2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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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들과 마찬가지로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도

록 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진휼에 왕실 재정을 보태는 

것이 내수사의 존립 근거가 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는 왕실 재정을 진휼 등 공적인 부분에 지출하는 

것을 통해 공적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 왕실 私藏 

존재의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았다.138) 이 때의 公은 ‘진휼을 위해 

설치한 보휼고가 존재하는 사사로움을 떨쳐낸 내수사’라는 정조가 

표방한 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왕에 

의한 宮府一體論 표방과 함께 이루어지는 왕실 재정을 활용한 진휼

은 국왕 스스로가 기존 신료들의 사사로움을 극복할 것을 말하는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는 곧 

국왕이 스스로를 宮中과 府中을 다스리는 주체로 인식하고, 재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宮府一體論을 이야기

함으로써 내수사에 대하여 사사로움을 지적하는 宮府一體論에 응수

하는 것이었다. 이 때 국왕이 표방하는 公은 군신이 지켜야 할 보편

과 관련된 덕목이자 ‘천리의 公’이었다. 이 公은 자연적 욕망을 公이

라 보는 관점에서 이후 사적 소유욕의 긍정으로 연결되는 ‘이어짐의 

公’에 이르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자의 공공·공평·공정이라

는 개별적인 감정·욕망 또는 일부 사람의 이해와 국가 내부의 공권

력 행사를 저해를 私로 보는 것에 대응하는 公의 방향에 가까웠

다.139)

138) 양택관, 2004 위의 글; 송양섭, 2011, 위의 글; 이근호, 2014, 위의 글

139) 公私 관념과 관련하여서는 각주 93) 참조. 이 때 ‘공공·공평·공정’이라는 公관념이 지

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근저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부터의 현안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민생을 위협하는 요

소로 지적되어온 良役 문제는 현종대부터 양역변통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때 양역 문제의 원인을 양정의 부족과 양역 부담의 不均에서 찾았다는 것은 宮府一體論

을 표방한 국왕의 公관념이 국왕에 의한 시혜적 조치, 공평과 공정과 같은 公 관념 발휘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역변통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정만조, 1997 「조선

후기의 양역변통론-정치상황과 관련해 본 하나의 시론」 『동양학』 27권 1호, 단국대

학교 동양학연구원; 1977, 「朝鮮後期의 良役變通論議에 對한 檢討: 均役法成立의 背

景」 『동대논총』 7 참조.

특히 정조대에는 명말 청초에 개개인의 私를 긍정하고, 公이 평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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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왕실 재정에서 진휼 비용을 보탠다는 것은 아무리 宮

府一體論을 표방하였다 하더라도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군주 개

인의 ‘私財’에서 ‘기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지속성과 실효성을 가

진 정책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조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수사의 재물을 賑資에 보태는 일은 ‘재물을 아끼고 私情을 버린 

德’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왕이 공

적 권한을 점유하는데 기여했다.140)

  특히 정조는 萬川明月主人翁을 자호로 삼고 太極을 자임하면서 

公論을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권한 점유한 국왕의 모습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국왕이 중심이 되는 황극탕평론에 입각한 정조의 

탕평은 강력한 권위에 의존하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적

으로 공론의 활성화를 억누르는 반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시혜적 공공성을 제외한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것이었다.141) 다시 말

해, 이것은 오히려 기존의 宮府一體論 보다 더 많은 신료들이 더 많

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국왕이 왕실 재정을 보태며 진휼하면서 宮府一體論을 표방은 지

속적으로 기존 신료들의 사사로움을 극복할 것을 말하는 宮府一體

論을 활용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다. 동시에 국왕은 왕실 재정을 

진휼에 보태도록 함으로써 사사로움의 대표격으로 지적되는 내수사

의 존립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왕은 宮府一體論을 내세우며 

진휼함으로써 공평과 균등의 公을 표방하였다. 

로운 公私觀을 담은 황종희나 고염무의 서적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의 

公私 관념이 국왕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황종희의 『명이대방록』 

등은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정약용은 황종희와 고염무 

등 청대 학자들의 저작을 상당히 인용한 저술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는 

철저히 성리학적 公私 관념에 입각하여 公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황종희와 고염무의 서

적 유입과 관련하여서는 황원구, 1976 「<여유당전서> 소인 청학관계기사고Ⅰ·Ⅱ」 

『동아시아사연구』, 일조각 참조.

140) 『숙종실록』 39년 11월 20일(갑자) 

141) 안효성, 2015 「정조탕평책(正祖蕩平策)의 공공성(公共性)과 공론정치(公論政治)의 좌

표(座標)」 『해석학연구』 제36집, 한국해석학회,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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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

  숙종은 37년 6월 22일(경진)에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린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內需司의 獄事가 漢北寺의 옥사와 같이 流來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마음은 항상 편안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內司獄을 혁파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옛날의 梨峴宮은 곧 지금의 淑嬪房이다. 주위의 넓고 큼
이 다른 궁에 비교할 바가 아니어서 輦을 타고 지날 때마다 마음이 항상 편
치 않다. 이제는 延礽君의 第宅으로 이미 정하였으니, 이 집에 동거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다. 이러한 뜻으로 분부하라.”하였다.142)

  앞서 張昭儀 母 옥교 사건 때 禁吏가 장살되었던 일로 인하여 宮

府一體論으로 무수한 비판을 받고 혁파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논

척 대상이 되었던 내수사의 옥사를 혁파한다는 것과 숙빈방인 이현

궁을 연잉군의 제택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전교를 내린 것이다. 이러

한 조치를 취하면서 숙종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못하다’고 그 까

닭을 밝히고 있다. 

  이 전교에 대해 사관은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의 환수가 진실로 

宮中과 府中이 一體이며 왕이 된 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을 얻

은 처사라고 하며, 국왕이 마음으로 판단하였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내수사를 혁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애석하다고 

덧붙였다.143)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라는 조처에 대하여 영의정 

서종태와 부제학 유봉휘도 찬하하였다.144)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일 중 후자인 이현궁 환수에 관한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45) 이현궁은 동부 蓮花坊(현재 연지동 

142) 『숙종실록』 37년 6월 22일(경진)

143) 『숙종실록』 37년 6월 22일(경진)

144) 『숙종실록』 37년 7월 2일(기축), 『숙종실록』 37년 7월 4일(신묘)

145) 내사옥의 혁파에 관하여서는 그 인과 관계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내사옥 혁파와 관련된 숙종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사헌부와 오군영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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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변)에 있던 광해군의 잠저로,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啓運

宮으로 개칭되어 인조의 어머니였던 連珠府夫人 綾城具氏가 거주하

도록 한 곳이었다.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이현궁은 인조의 

아우였던 능원군에게 하사되었다가 다시 왕실에 귀속되었다. 이후 

1699년(숙종 25) 숙빈이 정 1품 빈으로 승격되었을 무렵 이현궁은 

숙빈의 사저로 하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46) 

  교리 이건명은 妃嬪들의 第宅은 값이 수천 금을 넘고 있다고 하

며, 숙종이 先祖의 大君의 제택을 비빈에게 하사하는 것을 비판하였

다.147) 이현궁에 대한 언급은 연잉군의 제택 값을 주도록 내린 전교

에 관한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숙종은 연잉군이 길례를 이미 올렸음

에도 제택이 없어 출합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큰 役事가 한참이어서 

營造하기 어렵더라도 먼저 제택 값을 줄 것을 명하였다. 연잉군이 

가례를 올리며 제택을 따로 마련하게 되자 조정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연잉군의 母 숙빈 최씨의 이현궁이 있음에도 숙종이 또 별

도의 제택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148) 그

러나 숙종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順化坊(현재 종로구 통의동 일대)

에 있던 淑徽公主와 寅平尉 鄭齊賢의 옛 집터를 사 들여 彰義宮을 

신축하였다.

  그동안 왕자의 제택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숙종은 37년 6월에 연잉군의 출합을 앞두고 돌연 숙빈의 이현궁을 

내수사에 환수하고 연잉군의 집에 동거하도록 명하였다. 창의궁은 

사실상 연잉군과 숙빈의 공동 제택이 된 것이다. 숙종의 연잉군에 

대한 과한 비호를 생각할 때149) 이현궁을 환수하고 연잉군의 제택

이 설치된 것을 보고, 구류관과 같은 사옥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인 

듯 하다고 하였다. 폐단의 단서를 끊기 위해 숙종은 과감히 내사옥을 혁파하였지만, 기대

와 달리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1725년경에는 전 관청에서 구류관이 설치되었다고 하였

다.: 노혜경, 2014, 위의 글 참조

146) 이영춘, 2013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47) 『숙종실록』 20년 10월 7일(신축) 

148) 『숙종실록』 30년 4월 17일(병술); 연잉군이 제택이 없으니 값을 내어주라는 내용은 

『숙종실록』 33년 8월 29일(무신)에서도 보인다.

149) 연잉군이 관례를 치를 때가 되자 숙종이 예조에 명하여 구례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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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숙빈방으로 삼은 조치는 큰 궁가였던 이현궁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여론에서 숙빈과 국왕 자신이 어느 정도 비켜나고자 한 것뿐

만 아니라 연잉궁과 숙빈 최씨가 함께 살 가능성을 열어준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연잉군이 출합할 무렵 숙빈이 병에 들자, 숙

종은 숙빈이 창의궁에서 연잉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였다.150)

  한편, 사료에서 명시된 이현궁에 대한 숙종의 불편함은 큰 규모 

때문이었다. 서명균은 이현궁이 어의궁보다도 크다고 하였는데,151) 

어의궁은 영구존속궁이었던 1사 4궁 중 하나로 왕실의 수요를 담당

한 내탕이자 제사궁이었다.152) 숙종 28년 4월 『비변사등록』에 실

려 있는 이현궁 役事에서 말 30필이 3개월 동안 토석이 운반되었다

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현궁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

다.153) 숙종 30년의 이현궁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신료들로부터 많

은 비판이 제기되었다.154) 숙종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굶주리

는 백성들을 위해 진휼의 목적으로 왕실의 재정을 일부 내어주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궁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宮家의 제택이 너무 호화스럽고 하사

하는 재물도 분수에 넘쳐 古制에 비하면 몇 갑절이나 많음을 지적

하며 국왕이 재물을 물같이 쓰면서 비용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155) 그러나 국왕 숙종은 왕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지출을 멈추지 않았다. 숙빈방이었던 이현궁과 왕자의 제택

때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상고하였던 것이 문제시 되었던 것[『숙종실록』 29년 11월 18

일(기미)], 연잉군이 숙종 30년에 가례를 올렸음에도 숙종의 명에 의해 실제 출합은 숙

종 38년 2월에 이루어진 것[『숙종실록』 38년 2월 12일(을축)] 등에서 숙종의 연잉군 

비호를 확인할 수 있다. 

150) 이영춘, 2013 위의 책

151) 『영조실록』 11년 4월 4일(갑진)

152) 조영준, 2008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1-3호 통권 112호, 한

국학중앙연구원 참고

153) 『비변사등록』 숙종 28년 4월 18일; 최선경, 2007 『왕을 낳은 후궁들』, 김영사, p. 

137

154) 『숙종실록』 30년 5월 17일(을묘), 『숙종실록』 30년 5월 26일(갑자), 『숙종실

록』 30년 5월 28일(병인)

155) 『숙종실록』 27년 5월 18일(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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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용을 절약하지 않고 사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56) 교리 오명항은 연잉군의 제택을 2천금을 들여 사준 것

을 꼬집었다.157) 특히 백성이 궁핍하고 재화가 없어진 때를 당하여 

천 냥이 넘는 돈을 써서 집터를 샀으니, 앞으로 경영하여 짓는 데 

또 기천 금을 소비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급하지 않은 곳에 

재화를 소모하는 거조를 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후궁이 모두 제택

이 있고 왕자도 새로운 제택 1구가 있는데, 다시 제택을 지으려는 

것을, 宮中과 府中이 一體이므로 본시 내외의 구별이 없음에도, 내

수사에서 취하여 세우고 호조에서 취하여 세운 후에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며 宮府一體論을 끌어다가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오명항은 왕자의 제택을 사 주는 명령을 중지하고, 절약을 행하며 

공경하고 검약할 것을 주장하였다.158) 이명언 또한 ‘왕자에게 돌아

간 先朝 때의 宮主의 집이 많고, 혹은 팔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마

침내 사들인 것도 있다.’고 하며 절검을 숭상할 것에 대해 상소하였

다.159)

  숙종이 숙빈방인 이현궁을 환수하여 연잉군의 제택으로 삼은 것

은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큰 규모만큼 비판받아온 

이현궁을 환수함으로써, 후궁과 왕자가 하나의 제택에 살도록 한 것

은 절검이라는 명목에 한 걸음 가까워진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오명

항의 말처럼 각각 따로 제택을 마련하였다면 내수사와 호조에서 각

각 비용을 취하여 세웠을 것이니, 宮中과 府中에서 각각 비용을 들

이게 되는 것이고, 宮中과 府中이 一體라는 뜻에 비추어서는 비용이 

두 배로 들게 되었을 일을 막은 조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가와 관련된, 宮의 영역에 대한 숙종의 비호가 누그러진 조치였다

는 점에서 宮府一體論의 맥락에서 지적되어 오던 여타의 문제들이 

156) 『숙종실록』 30년 5월 17일(을묘), 『숙종실록』 30년 5월 30일(무진), 『숙종실

록』 33년 8월 29일(무신), 『숙종실록』 34년 12월 20일(임술) 

157) 연잉군의 제택이 2천냥이라는 것은 『숙종실록』 34년 12월 20일(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158) 『숙종실록』 34년 12월 20일(임술)

159) 『숙종실록』 39년 10월 19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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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영의정 서종태가 차자를 올려, 제일 먼저 일전의 內司獄을 特罷하고 梨峴
宮을 還收하라는 하교를 가지고 聖德을 찬하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로부
터 宮家의 모든 일을 재량하여 減損할 수 있을 것이며 무릇 백성에게 害가 
되는 것도 推類하여 釐革할 수 있을 것이니, 원하건대 더욱 이 뜻에 힘쓰셔
서 무릇 허물을 범한 자가 있으면 사사로운 정으로 혹시라도 용서하지 마소
서.”하고, 또 말하기를, “요즈음에 宮差가 백성을 해롭게 하고 宮屯이 폐단이 
되는 것이 巡撫使의 계문에서 많이 나왔으니, 다 엄중한 법령으로 무겁게 
궁구하고 그 완급을 헤아려서 특별히 명하여 혁파하시면,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그칠 줄을 알아서 나라의 근본이 영구토록 굳어질 것입니다. 왕자와 
여러 후궁의 제택이 거의 모두가 지나치게 성대하니, 이제부터는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을 깊이 경계하여 혹 증가하지 말도록 하여 항상 절약하는 마
음이 있게 하시면, 오늘 특별히 내리신 교지의 성대한 아름다움을 미루어 
넓혀서 능히 끝맺음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160)

  영의정 서종태는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를 궁가의 모든 일을 

재량하여 감손하고,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도 추류하여 이혁할 수 

있는 시초로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궁차로 인한 궁둔의 폐단을 

없앨 것과 왕자와 빈첩들의 제택을 절약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제학 유봉휘가 특별히 內獄을 혁파하고 梨峴宮을 환수하게 한 명령을 
칭하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내수사를 이로 인해 혁파할 뜻을 비록 갑자기 
진달하지는 못하겠으나, 듣건대 內司와 尙方奴婢의 貢木이 品數가 지극히 
높아서 혹 稱冤이 많다고 이르니, 특별히 명하여 조금 강등한다면 은혜로움
이 클 것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전부터 이조 낭관으로 하여금 內司를 句管
하게 하였다고 이르는데, 이 뒤로는 內司의 모든 일이 만일 그 폐해가 백성
에게 미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吏曹로 하여금 覆奏하게 하소서.”161)  

  부제학 이봉휘도 내사와 상방노비의 공목의 품수를 강등할 것과 

내사의 일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면 이조로 하여금 복주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서종태와 이봉휘는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라는 

160) 『숙종실록』 37년 7월 2일(기축)

161) 『숙종실록』 37년 7월 4일(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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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처분이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전에도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 사례와 같이 宮中과 府中이 

一體라는 뜻에 합치되는 처사라고 칭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영의정 

유봉휘는 ‘內司의 手本으로 인하여 上께서 외방의 폐단을 통찰하시

고 備局에 移報하도록 한 하교는 실로 宮府가 一體라는 聖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162) 

  왕의 결정으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오던 사항들이 시정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이념적 지향이었

던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

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는 분명 宮의 영

역의 비호가 완화되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단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숙종 43년 홍문관에서 올린 차자에서 宮의 영역에 속하는 

掖屬을 宮府一體論을 들어 비판한 것이 숙종에게 받아들여졌다. 掖

庭別監이 夜禁을 어기고 다니다가 捕廳에 잡히자, 그 무리가 나졸을 

때리고 잡힌 자를 폭력을 써 빼내갔다. 그러자 大將이 계품하여 죄

주기를 청하였는데, 별감들이 환관에게 청하여 牒狀을 바쳐 국왕의 

題旨를 받아 승정원에 주었다. 이에 홍문관에서 ‘有司에 회부하여 

宮府가 一體라는 뜻을 보여 群下로 하여금 모두 공평하고 밝은 도

리를 우러르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에 숙종도 宮府一體論을 들

어 가납하였다.

  너희들의 차자는 바로잡으려는 정성에서 나왔고, 宮府가 一體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좋으니, 내가 가납한다. 이번에 써서 내린 것이 사사로이 
비호하는 것은 아니나, 과연 대단한 실착임을 깨달았다. 해당 승지는 推考하
고, 승전색은 파직하고, 狀頭인 별감은 유사로 하여금 科罪하게 하라.

162) 『승정원일기』 25년 7월 20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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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은 액속들에게 제지를 내린 것이 사사로이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宮府가 一體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좋으니 홍문

관에서 올린 차자를 가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비판 수용은 꾸준히 이어지

지 못했다. 영조 1년 夜禁을 범한 掖隷를 稟告하지 않고 먼저 구속

하였다며 국왕이 크게 비난과 책망을 가하고 牌將을 곤장으로 다스

리게 하자, 병조판서 홍치중이 宮中과 府中이 一體라는 뜻에 어긋난

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길에서 임금의 말을 보았을 때 

읍하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을 확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라

고 하며 이것이 법을 굽힌 것이 아니라 事體를 중시한 뜻이라고 반

박하였다.163) 액례가 夜禁을 범한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宮府一體論

을 들어 비판하였을 때 숙종과 영조의 대응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왕에 의한 궁부일체론 수용 및 구현이 후대까지 일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숙종대 宮府一體論은 君臣 모두에게서 

표방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신료들이 추구했던 宮府一體論이 

국왕에 의해 수용되고 구현될 정도로 효과적인 논리로 부상하였음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은 국왕을 성리학적 군주로 권면하는 것이었으며, 宮府一體論의 

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논리였다. 신료들은 국왕이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내린 결단을 흠송하였으며, 宮中과 

府中이 一體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행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숙종대에는 국왕이 宮府一體論을 말한 것

이 좋다며 홍문관의 차자를 가납하기도 하였고, ‘宮府一體’라는 지향

은 후대까지도 지속되었지만, 국왕에 의해 일관적으로 구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63) 『영조실록』1년 7월 12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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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宮府一體論’은 조선의 이념적 지향으로 국가 운영의 주체인 국왕

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이다. 본 논문은 국왕이 부상하였던 숙종대에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국왕의 사사로움을 지적하는 언급이 많다는 

것과 군신 모두가 宮府一體論을 표방하였다는 것에서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숙종대 宮府一體論을 둘러싼 논의에 주목하여, 宮府一體論

의 논의 양상을 살펴보고, 군신 모두가 宮府一體論를 표방했던 이 

시기 宮府一體論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1장에서는 조선에서의 宮府一體論이 조선에서 宮中의 일을 府中

이 알아야 한다는 것, 사사로이 內外에 다른 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의미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內/外, 宮/府, 陰/陽으로 待對되는 

宮의 영역과 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의 宮府一體

論에서 府는 국왕과 그 예하의 관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무가 

행해지는 朝廷이며, 宮의 영역은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던 무

리, 척속, 내수사와 내노, 내사옥, 제 궁가, 그리고 그에 딸린 인물들

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료들의 비판 속에 등장하는 宮

府一體論의 구체적 맥락을 숙종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숙종대 

초반의 정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후궁

과 관련하여 발생한 張昭儀 母 옥교 사건 속에서 제기되는 宮府一

體論을 검토하였다. 일반 신료들은 척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그것을 

비호하는 국왕의 처사를 사사로움[私]으로 규정하고 宮府一體論을 

활용하여 비판하였다. 이것은 국가와 군주의 행위가 무조건적인 公

이 아니며 私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군주에게 至公無私

가 요구되었던 성리학적 公私 관념에 입각하여 국왕권의 전제적 행

사를 제약하고자 한 것이었다. 張昭儀 母 옥교사건은 국왕 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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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의 영역, 특히 후궁과 그 친속 그리고 내수사옥에 대한 비호를 보

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국왕의 비호를 지적하는 맥락에서 宮府一體

論이 활용되었다. 이 때 신료들의 宮府一體論은 군주에게 至公無私

를 요구하였던 성리학적 公私 관념에 입각하여 국왕권의 전제적 행

사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3장에서는 국왕에 의한 宮府一體論 표방을 살펴보았다. 숙종의 재

위 시기는 대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때였다. 특히 陰陽의 부

조화로 인해 재이가 발생한다고 여겼던 조선에서 재이의 지속적 발

생은 宮府一體論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국왕의 宮府一體論 언급이 ‘宮府一體의 뜻에 맞게 진휼비

용을 보태겠다.’고 한 것 또한 재이와 국왕 그리고 宮府一體論의 연

관성을 보여준다. 국왕에 의한 宮府一體論 표방과 함께 이루어지는 

왕실 재정을 활용한 진휼은 국왕 스스로가 기존 신료들의 사사로움

을 극복할 것을 말하는 宮府一體論을 활용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었다. 국왕 스스로가 宮中과 府中을 다스리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재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宮府一體

論을 이야기함으로써 내수사의 사사로움을 지적하는 宮府一體論에 

응수하는 것이었다. 국왕은 왕실 재정을 진휼에 보태는 행위를 내수

사의 존립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왕은 宮府一體論을 내

세우며 진휼함으로써 ‘공평과 균등의 公’을 표방하였다. 이 때 국왕

이 표방하는 公은 군신이 지켜야 할 보편과 관련된 덕목이자 ‘천리

의 公’이었다. 국왕에 의해 이루어진 시혜적 성격의 조치는 국왕이 

공적 권한을 점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것은 오히려 기존의 宮府

一體論이 宮의 영역에 법을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과 宮의 영역에

서의 所用을 밝혀 환히 알도록 할 것을 말하면서 더 많은 신료들이 

더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

였다. 

  숙종 37년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라는 국왕이 宮府一體論을 

표방한 결단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왕의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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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오던 사항들이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치’라고 비판받던 후궁과 왕자의 제택 문제를 ‘절검’이라는 명목

에 가깝게 개선한 조처였다.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는 분명 국

왕이 宮의 영역에 대한 비호가 완화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宮府一體論에 합치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단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숙종대 宮府一體論은 군신 모두에게서 표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신료들이 추구했던 宮府一體論이 국왕에 

의해 수용되고 구현될 정도로 효과적인 논리로 부상하였음을 나타

낸다. 『周禮』에 기원을 둔 宮府一體論은 蕩平과 堯舜之治와 더불

어 국왕과 신료에게서 당연하게 언급되는 전제논리처럼 활용되었다. 

  신료들은 宮中과 府中이 일체가 되도록 추구하며 국왕을 성리학

적 군주로 권면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왕은 宮府一體論을 표방하며 

신료들의 사사로움을 경계하는 비판에 응수하고자 하였으며, 강력한 

권위에 의존하는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국왕의 宮府一體論에 

대하여 신료들은 그 결단을 흠송하며, ‘宮府一體’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宮府一體’를 향한 

지향은 후대까지도 지속되었지만, 국왕에 의해 일관적으로 구현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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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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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2년 8월 20일
병조판

서
김석주

공노비의 속오군 편성에 內奴를 배제하

지 말 것

(승)2년 10월 24일 영의정 허적 내수사 公事의 吏曹 關由

(승)4년 5월 25일
병조판

서
김덕원

대신과 죄의 경중을 논해 曠蕩之典을 

입을 수 있게 할 것

가 뭄

대처

(실록)5년 10월 

11일

대사헌

장령

지평

이원록

이만봉

안여악

宮部를 차별이 없이 못하기 때문에 척

속에게 사랑이 치우침

정 사 

경계

(실록)6년 7월 5일 영부사 김수흥 번잡한 법령의 폐단에 관한 차자 말미

(승)7년 4월 8일 부수찬 송광운 宮中복식의 사치 비판 가뭄

(실록)7년 10월 

23일
영부사 김수항 궁가의 차인무리가 박동명의 전지침탈 재이

(실록)7년 12월 

20일

(승)7년 12월 20일

교리 박태보

민유중과 관련한 이단하의 글에 쓰인 

宮府一體論은 옛 사람이 쓴 宮府一體가 

아님

재이

(승)8년 8월 9일
판중추

부사
김수흥 사사로움을 버리고 本原을 바로잡을 것 재해

(실록)8년 12월 

28일
국왕 숙종

흉년을 만나 內司에서 宮府一體論에 맞

게 진휼 비용을 보태도록 함
흉년*

(실록)9년 1월 13일
형조판

서
김덕원

수진궁 작란자 처벌을 내사 형추 후 형

조에 명하여 정배한 것은 宮府一體가 

아님

흉년

(실록)10년 7월 

12일
우의정 남구만

誣告를 입어 惡名이 몸에 있는 자[김

환]와 大逆으로 무함하고서 마침내 몸

을 온전히 하여 살아남은 자[김중하]의 

처분을 바로잡을 것

재앙

(실록)11년 5월 

13일
지평 최규서

환시에게 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宮府一體論에 맞지 않음

(승)11년 6월 23일 정언 서문유

장예원 김석창 등의 결송 문서 처리 문

제-수진궁에 결급한다는 명을 환수할 

것

(승)11년 6월 24일 사헌부 위와 동일

(승)11년 8월 23일 정언 이징명
내관 김삼달을 有司에 맡겨 법을 살펴 

처결하지 않은 것은 宮府一體가 아님

(승)11년 12월 27일 정언 이윤수

숙안공주방의 절수한 것 외의 민전을 

본도로 하여금 계문한 뒤에 품처하기를 

청했던 臺論에 대해 矇矓하다는 질책을 

당하자 체직을 청함-至公無私라는 뜻

<부록 1>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숙종대 宮府一體

論 논의 정리 



- 60 -

의 말은 宮府一體라는 것임

(승)11년 12월 28일 헌납 이국방 위와 유사

(승)11년 12월 28일 장령 안세징 위와 유사

(승)12년 4월 6일 승정원
修省-사사로움을 끊고 절약을 숭상하

고 비용을 아끼며, 상벌에 신중해야 함

눈 비

의 변

이

(승)12년 6월 13일 영의정 김수항 군신상하가 私意를 없애야 함

(승)12년 6월 18일
우부승

지
신엽

명례, 수진, 어의, 용동 4궁 및 명안공

주방의 임자년 이후 절수지를 제외하는 

일에 一體로 하교한 후 특교로 첨입하

여 다시 제외한 것을 비판

(실록)12년 6월 

19일
지평 한성우 위와 유사

(승)12년 6월 21일 지평 한성우 위와 유사

(실록)12년 7월 

13일

(승)12년 7월 13일 

영의정 김수항
상의원 서리를 차비문에서 죄준 것을 

비판
수재

(승)12년 7월 25일

대사헌

집의 

장령

임상원

이국방

이일익

명례, 수진, 어의, 용동 4궁 및 명안공

주방의 임자년 이후 절수지를 제외하는 

일에 一體로 하교한 후 특교로 첨입하

여 다시 제외한 것을 비판

한재

(승)14년 6월 9일 좌승지 이현석
博飛筒·補民筒 등의 송사에서 同宮에 

속하게 할 것으로 처결한 것을 비판

(보궐실록)14년 6월 

14일

이조판

서
박세채

척속을 가르쳐야 함-姻婭·族黨의 류엔

용서하거나 후대함을 보여 물의를 초래

해서는 안 됨

시 무 

12조

(승)14년 11월 13일 지평 이익수

宮掖之親이 분수를 넘었을 때 대각이 

감히 말하여 바로잡을 수 없으면 宮府

一體의 뜻이 있지 않은 것

장 소

의 母

(승)14년 11월 13일 교리 유득일

私獄에서 治人하지말고, 內間 죄인이라

도 마땅히 내보내어 法司에 맡겨 정죄

하는 것이 宮府一體의 뜻에 합당함

장 소

의 母

天災

(실록)14년 11월 

16일

교리

지평

유득일

이익수

宮掖之親을 엄히 다스려 宮府一體의 뜻

을 보여야 마땅함

장 소

의 母

(승)14년 11월 19일 교리 유득일

內間 죄인이라도 마땅히 내보내어 法司

에 맡겨 정죄하는 것이 宮府一體의 뜻

에 합당함

(실록)14년 11월 

28일
승정원

宮中과 府中을 똑같이 보지 않아 승낙

과 거부의 답이 항상 공과 사에서 판별

됨

(승)14년 12월 4일 사간 박세준
내수사에 별도로 옥을 설치한 것은 宮

府一體의 뜻에 어그러짐-내사옥 혁파

(승)14년 12월 6일 사간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有司에 맡겨

야 함-내사옥 혁파
재이

(실록)17년 4월 2일 승정원 상언을 내사에 곧바로 내리는 것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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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어그러짐

(실록)20년 윤5월 

11일

양주유

학
박상경

영숙과 정숙을 궁금에서 처결함은 부당

하며, 有司에 맡겨야 함

(실록)22년 4월 

24일
사간원 재물을 아낄 것

(실록)22년 10월 

3일

(승)22년 10월 3일

영의정 유상운

여러 가지 身役은 당년 것만을 바치는

데, 내수사에서만 지난해 바치지 못한 

곡식을 바치는 것을 비판

(승)25년 7월 20일 영의정 유상운

內司手本으로 외방의 폐단을 통찰하고 

備局에 移報한 것은 宮府一體의 성의에

서 나온 것-국왕 행위 칭송

재 해 

흉년

(승)26년 7월 24일 영의정 서문중
露兒島의 소나무를 斫伐하라는 명을 취

소할 것

(실록)27년 11월 

6일
지평 이동언

궁금을 교화하여 기미를 탐색하고 틈을 

엿보는 무리를 버려 宮府 간을 숙연히 

할 것

(승)28년 7월 5일 승정원

私意가 이기는 때에는 宮府一體의 아름

다움을 볼 수 없고 표본이 서지 안하 

百官을 바르게 할 수 없음

재이

(실록)29년 9월 1일 정언 김흥경

들은 대로 아뢴 것은 宮府一體로 다스

림을 환히 알게 하려는 것인데 진노함

이 엄하였으니 성인의 도량에 흠이 됨

(실록)30년 4월 5일

(승)30년 4월 5일
지평 유태명

內司로부터 모든 수용을 中官에게 전언

하여 下吏에게 분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宮中비용을 승정원에서 관장하

도록 할 것, 궁금을 엄하게 할 것

(실록)30년 4월 

18일
지평 유태명 위와 유사

(실록)30년 5월 

17일
교리 이관명

宮中에서 쓰는 바가 반드시 喉司를 거

치게 할 것과 宮家의 丘史가 금정에 들

어오지 못하게 할 것

재이

(실록)30년 5월 

30일
지평 이동언

宮中에서 쓰는 바가 반드시 喉司를 거

치게 할 것
재이

(승)31년 1월 7일 정언 한중희

宮府一體論을 끌어 羅碩寶에 대한 조사

를 요청한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고 체직을 요청함

(실록)32년 1월 2일
공조참

판
이광적

中正, 純粹, 光大, 含弘할 것. 宮府一體

가 되어 正路가 열리면 私竇는 막힐 것

(실록)33년 11월 

9일
지평 이대성

호조와 병조의 저축을 마땅히 써야할 

것을 쓴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니 정원

을 경유하도록 할 것

(실록)34년 12월 

20일
교리 오명항

후궁의 사제가 있음에도 왕자의 제택을 

세우는 것을 비판

(실록)37년 6월 사관 내사옥 혁파와 이현궁 환수는 宮府一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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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와 왕자무사의 뜻을 얻은 처사임-국왕 

행위 칭송

(승)37년 7월 13일 참찬관 권이진
安時相 등이 받은 처벌의 타당 여부에 

대해 논의함 
재이

(승)38년 2월 28일 사간 이하원

바깥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의 말

이 나가지 못하도록 궁금을 엄하게 할 

것

재이

(실록)43년 2월 6일

응교

부교리

부수찬

어유귀

김재로

홍계적

액례를 有司에 회부하여 宮府一體의 뜻

을 보일 것

(실록)43년 2월 6일

(승)43년 2월 7일
국왕

홍문관의 차자가 宮府一體의 설에 이르

니 더욱 좋으니 가납함

위 의 

일*

비고: 국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궁부일체론 관련 기록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그 중 국왕이 발언자일 경우 비고에 *을 덧붙여 표시하였다.



- 63 -

참 고 문 헌

Ⅰ. 사료

1. 연대기․법전․열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經國大典』

『三國志 : 蜀書』 卷35, 「諸葛亮傳」

『宋史』 列傳 卷188, 道學3 「朱熹」

2. 개인 문집 

姜奎煥, 『賁需齋集』

金壽恒, 『文谷集』

朴泰輔, 『定齋集』

宋相琦, 『玉吾齋集』

宋時烈, 『宋子大全』

安鼎福, 『順菴集』 

吳道一, 『西坡集』

李瀷, 『星湖僿說』 

正祖, 『弘齋全書』

鄭道傳, 『朝鮮經國典』

趙泰億, 『謙齋集』

Ⅱ. 연구논저

1. 단행본

김무진, 2006 『한국 전통사회의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인걸 외, 2011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64 -

미조구치 유조 저, 정태섭 역, 2004 『중국의 공과 사』, 신서원

미조구치 유조 등 저, 김석근 등 역, 2003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문

화문고

서울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역사용어사전』 , 서울대학교 출판문

화연구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오영교 편, 2004 『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이성무․정만조 외, 1992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이영춘, 1998 『조선후기 왕위계승연구』, 집문당

이영춘, 2013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이태진, 1992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09 『국왕, 의례, 정치』, 태학사

이희환, 2015 『조선정치사』, 혜안

조선시대사학회, 1999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차장섭, 1997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최선경, 2007 『왕을 낳은 후궁들』, 김영사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한국역사연구회17세기정치사연구반, 2003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

카넷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2. 논문

강석화, 2013 「특집논문 1: 다산의 『경세유표』와 국가의 공공성; 다산

의 중앙정부 조직안」 『다산과 현대』 6,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

학연구원

김백철, 2005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

론』 5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노혜경, 2014 「조선후기 형정권의 분화 -구류간을 중심으로-」 『조선시

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 65 -

박경하, 1998 「조선중기 진휼정책과 지방지배」 『중앙사론』 제10, 11 

합집, 중앙사학연구회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

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배우성, 1991 「정조연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송양섭, 2005 「藥泉 南九萬의 王室財政改革論」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송양섭,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송양섭, 2014 「18세기 ‘공(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안효성, 2015 「정조탕평책(正祖蕩平策)의 공공성(公共性)과 공론정치(公論

政治)의 좌표(座標)」 『해석학연구』 제36집, 한국해석학회

양진석, 1999 「17, 18세기 還穀制度의 운영과 機能변화」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양택관, 2004 「朝鮮前期 王室農莊의 擴大와 財政運營」,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오수창, 2012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맥락」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오종록, 2001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역사비평사

우경섭, 2011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尊王論과 老少分岐. 管仲에 대한 

인식과 勳戚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사

학회

유현재, 2014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인숙, 2013 「조선전기(朝鮮前期) 내수사(內需司) 폐지 논쟁과 군주(君

主)의 위상」 『대동문화연구』 8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윤정, 2010a 「18세기 ‘단종제신’포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

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윤정, 2010b 「숙종 후반기 북도 사적인식과 정비 논의」 『역사와 경

계』 76, 경남사학회

이경식, 1987 「17세기 토지절수제와 직전복구론」 『동방학지』 54․55․
5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66 -

이근호, 2007 「영조대 중비 제수의 내용과 성격」 『진단학보』 103, 진

단학회

이근호, 2013 「조선시대 宮府一體論의 정치적 함의」, 『조선시대 공사관

념과 제도개혁론』, 호서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이근호, 2013 「영조대 君師論의 정치적 의의」 『북악사론』 10, 북악사

학회 

이근호, 2014 「조선후기 '공(公)' 담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

실』 93, 한국역사연구회

이민정, 2011 「朴世采의 '皇極' 인식과 君主像」 『한국사론』 57,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이방섭, 2010 「정조(正祖)의 장용영(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조

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이상식, 2005a 「朝鮮後期 肅宗의 政局運營과 王權 硏究」,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이상식, 2005b 「숙종초기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학회 

이상식, 2005c 「조선 肅宗代 君師父一體論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

사학보』 20, 고려사학회

이상식, 2011 「숙종대 保社功臣의 錄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 

『한국사연구』 155, 한국사연구회 

이성임, 2013 「정조대의 丙申定式과 『內需司及各宮房田畓總結與奴婢總

口都案』」『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 출

판부

이태진, 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서울대

학교 국사학과

이현진, 2010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98, 한

국사학회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 『전북사학』 8, 전북대 사학회

이희환, 1989 「갑술환국과 숙종」 『전북사학』 11·12 합집, 전북대 사

학회

정경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 의 시도」 『한국사론』 30,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정경희, 1995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 『한국학보』 21, 일지사

정경희, 1998 「영조전반기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 『한국사연



- 67 -

구』 103, 한국사연구회

정만조, 1977 「朝鮮後期의 良役變通論議에 對한 檢討 : 均役法成立의 背

景」 『동대논총』 7 

정만조, 1997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론- 정치상황과 관련해 본 하나의 시

론」 『동양학』 27권 1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정형지, 1993 「조선후기 진휼정책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형지, 1997 「[특집:조선 숙종대 사회경제정책]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

격」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조영준, 2008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1-3호 통

권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최이돈, 1996 「성종대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정치 모색」 『한국문

화』 17,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한지희, 2008 「숙종 초 ‘紅袖의 變'과 明聖王后 金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사학보』 31, 고려사학회

한춘순, 1999 「明宗代 王室의 內需司 運用」 『인문학연구』 3, 경희대학

교 인문학연구소 

홍순민, 1986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15, 서

울대학교 국사학과

황원구, 1976 「<여유당전서> 소인 청학관계기사고Ⅰ·Ⅱ」 『동아시아사

연구』, 일조각



- 68 -

[Abstract]

The Goongbuilcheron and the 

King-Vassal Relationship in the 

time of King Sukjong

 Kim, Seul-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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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per the author intends to examine the argumentation 

on Goongbuilcheron(宮府一體論) with focus on the 

Goongbuilcheron in the time of King Sukjong and identify the 

mean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Goongbuilcheron in the time 

where both the king and vassals claimed to support 

Goongbuilcheron.

  Goongbuilcheron argues that Gung(宮) and Bu(府) must be 

united, emphasizing the territory of Gung(宮) must not the 

private territory of the king which exists independently beside 

the law. Goongbuilcheron originated from ‘Jurye’. 

Goongbuilcheron specified by Zhuge Liang was magnified 

because it was emphasized by ‘Chu Hsi’. The territory of 

Gung(宮) and of Bu(府), contrasted with each oth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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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External(內/外), Gung/Bu(宮/府) and Eum/Yang(陰/陽) in 

Goongbuilcheron in the Chosun Dynasty, can be defined as 

Public/Private(公/私), where the territory of Bu(府) means the 

royal court where the state affairs are dealt with officially by 

the king and vassals and the territory of Gung(宮) means the 

people who waited on the king, Cheoksin(戚臣), Naesusa(內需

司), Naeno(內奴), Naesaok(內司獄), Gungga(宮家) and the 

persons accompanying these persons. 

  More specifically, the argumentation on Goongbuilcheron 

frequently took place when the ordinary vassal was criticizing 

the political surfacing of Choeksin. The ordinary vassal 

criticized the political surfacing of Choeksin and the measures 

of the king to protect it as ‘Personal(私)’ using 

Goongbuilcheron, with the aim of restricting the despotic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king based on the Public and 

Private concept of the Confucianism requesting the king 

Jigongmusa(至公無私). 

  Goongbuilcheron tightening guard against the King Suking’ s 

protection on Gung is well presented in Chang Soui’s mother 

Okgyo case. At this time, the argument was that different 

laws should not be applied to Chang Soui the mother’s case; 

and Naesaok should be broken down; and the criminal should 

be left to Yoosa(有司), criticizing the punishment of Geumri(禁

吏) by Naesaok. 

  In the time of King Sukjong in the Chosun Dynasty where it 

was believed that the mismatch of Eum and Yang caused 

natural disasters, the situations accelerated the argumentation 

of Goongbuilcheron. The mentioning of Goongbuilcheron by 

the king, which was first found in the record, was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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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he expenditure on relief”, which also shows the 

connectivity among natural disasters, the king and 

Goongbuilcheron. 

  The king supplemented the expenditure on relief with royal 

finance, claiming to stand for Goongbuilcheron, which was a 

response to the criticism against ‘personal affairs’ by way of 

Goongbuilcheron. The king made a decision to supplement the 

expenditure on relief with the royal fiancé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the existence of Naesusa which was criticized as 

‘personal affairs’ and claimed to advocate Gong; Public(公) of 

fairness and equality. 

  The redemption of Ihyungung and the breakdown of 

Naesaok in the 37thyear of King Sukjong(1711) was 

considered a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a housing 

of the royal concubine and princes criticized as‘ extravagance’ 

closely to the pretext ‘thrift’. In addition, this measure 

softened the king’s protection on the territory of Gung, 

implying there was the possibility that the other issues 

pointed out in the context of Goongbuilcheron would be 

resolved.

  Goongbuilcheron in the time of King Sukjong was supported 

by both the king and vassals, implying Goongbuilcheron 

became an effective logic to the extent that Goongbuilcheron 

was accommodated and implemented by the king. Vassals 

pursued a unity between Gung and Bu, and encouraged the 

king to be the k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the king supported Goongbuilcheron and 

responded to vassals’ criticism against ‘personal affairs’ and 

pursue the publicness dependent of powerfu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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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sals praised the decision of the king towards 

Goongbuilcheron, considering it would serve as a momentum 

to realize their ideals. Goongbuilch had continued across many 

generations, but it was not consistently implemented by the 

king. 

Key Words: the Goongbuilcheron, King, Sukjong, Public and 

Private, Cheoksin, natural disasters, relief, Naes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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