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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현판의 역사와 특징*1)

조 계 **

 

록: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선원보각과 이문원에 걸었던 

 9 을 소장하고 있다. 선원보각은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안한 건물이

다. 이문원은 규장각 각신들이 근무하는 건물이다. 본 논문은 규장각 소장 

의 역사와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규장각에 하는 선원보각 편액은 1696년 9월에 종부시 제조 던 낭원

군 이간이 쓴 것이다. 이간은 선원계보기략을 처음으로 편찬하 으며, 
1697년에는 안사가 되어 정족산 사고 선원보각의 편액을 직  걸었다. 규
장각의 선원보각 편액은 315년 에 제작된 것으로 복제할만한 가치가 있다. 

규장각에 하는 수교 들은 1781년에 이문원에 걸었던 것으로 각신

들의 근무 자세에 한 것이다. 규장각 각신들이 이문원에서 근무할 때 지켜

야 할 규례들을 으로 만들어 검속하 던 것이 수교 의 효력이다. 수
교 이 걸려 있었던 이문원에서 수교는 각신들에게 이문원의 상과 질

서에 한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 다.

핵심어: 선원보각, 이문원, 편액, , 각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NRF-2008-361-A00007).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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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의 내용(형태1)) 크기(세로x가로)

假1 奎章閣學士之署(낙양형 편액/양각) 95 x 255

假2 提學以下･･･受敎(낙양형 /음각) 57 x 93

假3 聚奎樓(모 형 편액/양각) 58 x 124

假4 璿源寶閣(편액/양각) 44 x 129

假5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 (주련형 /양각) 201 x 24

假6 受敎 凡閣臣在直 非公事毋得下廳(주련형 /양각) 201 x 24

假7 受敎 閣臣在直 戴冠坐椅(모 형 /양각) 173 x 36

假8 受敎 客來不起(모 형 /양각) 173 x 36

假21 國忌板(음각) 39 x 125  

<표 1> 규장각 소장 의 황

1. 머리말

오랜 시간 동안 기록물은 돌･쇠･ ･옥･나무･천･종이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

여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었다. 기록물의 재질은 기록물에 담겨질 정보에 따라 특

별하게 선택되어지기도 하며, 재질이 해당 기록물의 계를 반 하기도 한다. 

하는 조선시 의 기록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재질은 종이와 나무이다. 목재 기

록물로는 서책을 어내는 목 인 ‘冊板’과 씨를 새겨 건물에 거는 ‘懸板’을 들 

수 있다.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책  102종 17,821 과  9 을 소장하고 

있다.2) 규장각에 하는 책 에 해서는 2004년에 奎章閣所藏 冊板目 을 

간행하여 서지사항과 간략해제를 수록하 다.3) 그러나 에 해서는 소장 

황이나 가치에 해 소개된 바가 없다. 규장각에서는 2011년에 ‘규장각 고문헌 보

존 리 사업’의 일환으로 ‘  수리 복원 사업’을 추진하 다. 이 사업은 규장각 

시실에 걸려 있었던 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복원

하 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에 한 자문을 의뢰 받았고, 그를 바탕으

 1)  형태에 한 서술은 와우목공방의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2)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규장각’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3)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4, 奎章閣所藏 冊板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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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에서 殿閣과 門樓 는 서 등의 건물 명칭을 나타내는 扁額과 기둥에 

걸어 놓은 柱聯은 보통 건물 외부에 걸게 된다. 건물의 건립 과정이나 역사를 기

록한 記文과 서에서 수해야 할 규례나 節目 등을 은 은 주로 건물 내부

에 건다. 규장각에 하는 은 <표 1>과 같이 모두 9 으로 ‘假’로 시작되는 

등록번호를 달고 있다. 

규장각 소장 은 학 미경을 이용하여 목재 내 구성세포의 종류와 배열

형태를 찰한 결과, 의 수종은 피나무속(피나무과-피나무속, Tiliaceae-Tilia)

으로 확인되었다.4) 보존 처리를 시행하기 의  상태는 假1･假2･假7･假8의 

경우 못 구멍이나 균열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후면의 흰곰팡이 등 오염이 심

각한 부분을 제외하면 체로 양호하 다.  假5･假6･假21은 목재 뒤틀림이 

일어나면서 재가 갈라진 부분이 많았고 쪼개진 부분도 있었다.  假3･假4는 

목재의 열화와 부후로 인한 자연 열화로 목재의 강도가 하된 상태 고 해충으

로 인한 훼손도 심각하여 충해 구멍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르 다.5)

이상의  상태에 근거하여 먼  클리닝을 한 뒤 의 균열과 충해 부분을 

보존 처리하 다. 후 에 에 사용한 속성 못과 착제 등을 제거하고, 

의 원형을 유지하기 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무못과 천연 아교를 사용하 다.6) 

의 뒤틀림은 부목과 조임쇠로 고정한 후 을 비닐에 넣고 스 을 주입하

다. 총 7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평형을 찾도록 조임쇠의 강도를 올려가

며 균열 부분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처리하 다.7)

규장각 소장 은 선원록을 안한 璿源寶閣과 규장각 각신들의 근무처인 摛

文院에 걸었던 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선원보각 편액의 역사와 가치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이문원에 걸었던 수교 의 역사와 기능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  9  가운데 ‘假2’과 ‘假3’을 제외한 

7 은 국립고궁박물 에 동일한 내용의 이 소장되어 있다.8) 따라서 본 논문

 4)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50면.

 5)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11면.

 6)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1면.

 7)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16면.

 8) 국립고궁박물 에 소장되어 있는 류는 약 800 에 달하는데 부분이 조선시  서울의 

궁궐에 걸려 있던 것이다.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국립고궁박물 ’을 ‘고궁’으로 약칭하고자 



192   奎 章 閣  39

에서는 해당 을 상호 비교하여 규장각 소장 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 다.

2. 선원보각 편액의 역사와 가치

1) 선원보각 건립과 편액의 역사

 

선원보각은 왕실 족보인 璿源 을 안한 건물이다. 선원록은 列聖八高祖圖･
國朝御牒･璿源系譜紀略 등의 다양한 왕실 족보를 통칭한 것이다. 선원보각은 

보통 선원각으로 부르는데, 璿閣･譜閣･璿源 閣으로도 부른다. 선원보각은 선원

록의 편찬과 보존을 담당한 종부시와 지방 네 곳의 史庫에 건립되어 모두 다섯 

곳이 있다. 

종부시는 한양의 북부 鎭長坊( 재 삼청동과 가회동)에 있었는데, 선원보첩을 

기록하거나 종실의 잘못을 살피는 일을 장하 다. 종부시와 오 산･태백산 사

고의 선원각은 1629년부터 선원록을 안하 고, 상산 사고의 선원각은 1641년

부터 선원록을 안하 다. 정족산 사고의 선원각은 가장 늦은 1682년에 건립되

어 선원록을 안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종부시의 선원보각을 제외한 사고 선원각에는 1696년까지 편액이 없었

다. 사고의 선원각은 한 담장 안에 실록을 안한 史閣과 나란히 있는데, 선원각 

건물을 분별할 수 있는 편액이 없었던 것이다. 1696년에 이르러서야 선원록청에

서 건의하여 종부시의 선원보각에 편액을 건 에 따라 사고 선원각에 편액을 걸

게 되었다.9) 

사고 선원각 가운데 편액을 맨 처음 건 곳은 오 산 사고의 선원각이다. 1696년 

10월 30일에 式年 선원록(1696년분)을 선원각에 안하고, 편액을 선원각의 면 

상층에 걸었다.10) 오 산 선원각에 안을 마친 안사행은 바로 태백산 사고 선

한다. 궁 유물 시 , 2001,  조 왕 ･ 씨, 25면.

 9) ｢康熙三十五年十一月初一日 五臺山形止案｣(奎9325, 1696년) “本廳啓辭內 凡諸公廨必爲懸額 

蓋所以表別之意也 本寺璿源寶閣 亦嘗揭額 而獨於外四處璿閣 則尙未擧行 此或似出於未遑之

致 其在事體恐爲欠典 且 史庫 同在一墻之內 不可無分辨之道 外方璿閣 竝依本寺璿源寶閣

例 令該曹趁卽造作 以爲今年璿 奉安時 扁揭之地 何如 傳曰允敎是置 扁額揭于寶閣前面上

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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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으로 향하여 11월 17일에 태백산에 도착하 다. 안사행은 11월 18일에 선

원록을 안한 후 선원보각의 편액을 걸었다.11) 이 때 오 산과 태백산의 안을 

담당한 안낭청은 종부시 直長인 鄭撢이다. 

오 산･태백산･ 상산 사고는 선원각에 어첩을 안할 때에도 보통 낭청이 

안을 담당하 다. 그러나 정족산 사고 선원각은 당상이 奉安使가 되어 선원록을 

안하 다. 1696년에 해당하는 식년 선원록을 정족산 선원각에 안한 것은 다

음해인 1697년 3월 3일이었다. 정족산 선원각의 편액은 이 때 비로소 걸게 되는

데, 오 산과 태백산의 선원각과는 달리 ‘서울에서 비해 온 을 선원보각의 

면에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12) 당시의 안사는 종부시 제조를 맡았던 종친 朗

原君 李偘(1640-1699)이다. 상산 사고 선원각은 1695년 형지안 이후 1703년 형

지안 이 까지 해당 형지안이 하지 않아 편액에 해 알 수 없다.

2) 선원보각 편액의 특징과 가치

규장각 소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선원보각 편액이다. 이 편액은 

오랜 세월의 열화로 인해 부후가 심각하고, 충해로 인한 구멍이 수 천 개에 이를 

정도로 훼손 상태가 상이었다. 따라서 편액의 목재 강도가 히 낮아 솔질의 

결에 따라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메스를 이용하여 오염 부 를 조 씩 떼어

내는 방법으로 건식 클리닝을 진행하 다. 충해 구멍은 목분을 아교에 개어 주사

기에 주입한 후 충진하는 작업을 문가 1인이 7일 동안 시행하 다. 이와 같은 

보존 처리를 마친 후에야 편액 뒷면의 음각 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13)

선원보각 편액의 뒷면에는 ‘崇禎紀元後丙子秋九月 宗簿寺提調朗原君臣 偘謹

書’가 음각되어 있다. 숭정 연호는 1628년부터 사용되어 숭정 기원후 첫 번째 병

자년은 1636년이다. 그런데 편액을 쓴 이간의 생존 기간이 1640년에서 1699년이

니, 편액 뒷면의 병자년은 1696년이 된다. 즉 이 편액은 1696년 가을 9월에 종부시 

10) ｢康熙三十五年十一月初一日 五臺山形止案｣(奎9325, 1696년). 단층으로 건립한 정족산 사고

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의 사각과 선원각은 모두 이층으로 건립하 다.

11) ｢康熙三十五年十一月十八日 太白山形止案｣(奎9182, 1696년).

12) ｢康熙三十六年三月初三日 江華府鼎足山形止案｣(奎9217, 1697년) ‘同懸板自京備來 懸揭于寶

閣前面’.

13)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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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의 앞면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의 뒷면

<표 2> 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 

제조 던 낭원군 이간이 쓴 것이다.14)  

본 연구자는 정족산 사고의 선원각을 연구하여 1697년에 선원보각의 편액을 걸

었다고 밝힌 바 있다.15) 그러나 1697년의 形止案에는 특별히 편액을 쓴 書寫 에 

해 언 하지 않아, 이간이 선원보각의 편액을 썼다는 사실은 미처 알 수 없었

다.16) 그런데 이번에 규장각  수리 복원 사업을 통해 선원보각 편액의 존재를 

14)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宗簿寺提調先生案(藏K2-594, 藏K2-595, 藏K2-596)에
는 이간의 이름 아래에 종부시 제조를 역임했던 기간이 註로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보면 1693년 6월 29일에 종부시 제조에 제수되어, 1699년 9월 3일 卒하기까

지 종부시 제조를 역임하 다. 하는 사고 선원각 형지안에는 1693년(11월 29일, 태백

산)･1694년(10월 28일, 태백산)･1697년(3월 3일, 정족산)에 종부시 제조로서 안사를 수행했

음이 坐目에서 확인된다.

15) 조계 , 2010,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朝鮮時代史學報 55輯, 朝鮮時

代史學 , 201면.

16) ｢康熙三十六年三月初三日 江華府鼎足山形止案｣(奎9217, 16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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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고, 뒷면의 기록까지 발견하여 형지안의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을 찾게 

되었다. 규장각 소장 선원보각 편액은 1696년에 제작된 315년의 역사를 지닌 것이다.

선원보각의 편액을 쓴 낭원군 이간은 宣祖의 열두 번째 아들인 仁 君 李瑛

(1604-1651)의 차남이다. 이간의 字는 和叔이고 호는 으로 낭선군 李俁

(1637-1693)의 아우이다. 인흥군의 술  재능은 낭선군과 낭원군에게 수되어 

형제가 서와 서를 잘 써서 이름이 높았다. 이간의 작품으로는 ｢寶月寺重修碑｣･｢松

廣寺嗣院寺蹟碑｣･｢白蓮庵事蹟碑｣ 등이 있다.17) 

낭원군은 집안의 서체를 이어받아 섬세하고 유려한 왕희지풍을 구사한 비문을 

많이 남겼으나, 선원보각 편액처럼 획이 두텁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편액서도 남

겨 주목된다. 조선시  편액서는 고려 말 두텁고 웅장한 필치를 추구한 원나라 雪

菴體를 수용하 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석  한호의 편액서를 혼용한 흐름을 보

다. 이간이 쓴 굵은 획의 서체는 편액서의 보편 인 특징이지만 날렵한 필획과 

반듯한 字形이 돋보이는 씨이다.

규장각에 하는 선원보각 편액은 오 산･태백산･정족산･ 상산  어느 사

고 선원각에 걸었던 것일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종부시 제조 던 낭원군 이간

은 1697년 3월 3일에 안사가 되어 정족산 사고 선원각에 선원록을 안하

다.18) 이간은 선원록을 안한 후에 서울에서 만들어 간 편액을 정족산 선원각에 

걸었다. 1679년에 선원계보기략을 처음으로 편찬하 던 이간이 안사가 되어 

자신의 씨로 새긴 선원보각 편액을 선원각에 걸었을 때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

이다. 

오 산과 태백산의 선원보각 편액도 정족산과 마찬가지로 繕工監에서 이간의 

서체로 편액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만 이간이 아닌 안 낭청이었던 정탐이 편액

을 걸었다는 이 다르다. 재로서는 더 이상의 고증은 어려우나 정족산 선원각

에 ‘서울에서 비해 온 을 선원보각의 면에 걸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규

장각에 하는 선원보각 편액이 정족산 선원각에 걸었던 편액일 가능성이 높을 

17) 이간은 1662년에 낭선군 이우와 함께 열성어필을 간행하 으며, 1679년에 열성의 世系와 

자손을 정리한 선원계보기략을 처음으로 편찬하여, 왕실족보인 선원록이 체계 으로 편

찬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간은 1676년에 謝恩使로, 1686년에 冬至兼陳奏使로 청에 다녀

왔다.

18) 정족산 선원각은 다른 선원각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종부시 당상이 

안사가 되었다. 英祖 한 延礽君 시 에 종부시 도제조를 지냈는데 1713년에 안사가 

되어 정족산 선원각에 선원록을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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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璿源寶閣] 편액

국립고궁박물  소장 [璿源寶閣] 편액

<표 3> [璿源寶閣] 편액의 비교

것으로 생각된다.

궁궐의 각에 걸렸던 수많은 을 소장하고 있는 고궁에도 선원보각 편액이 

한다. 고궁의 홈페이지에서 ‘소장유물 → 유물검색 → ’ 순으로 유물을 검

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원보각을 御眞을 안하

던 ‘璿源殿’의 별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璿源’이라는 동일한 단

어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창덕궁 인정 의 서쪽에 치한 선원 의 옛 

이름은 ‘春輝殿’이다. 춘휘 은 1656년에 慶德宮의 景華 을 뜯어다가 지었는데, 

1695년에 선원 으로 이름을 고치고 어진을 안하 다.19)

규장각과 고궁에 하는 선원보각 편액의 이미지를 조해보면 이간의 씨

와는 다른 서체임을 알 수 있다. 실물 조사를 통하여 고궁의 편액 뒷면까지 면

하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규장각의 편액과는 다름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宮闕志(奎3950, 헌종연간) “璿源殿 在仁政殿西･･･孝宗七年丙申 撤慶德宮景華  移建于此 

而揭號春輝殿 肅宗二十一年乙亥改名曰璿源 奉安御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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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에 하는 선원보각 편액은 지 으로부터 315년 에 이간의 씨로 제

작된 것으로 복제할만한 가치를 지닌다. 

3. 수교 의 역사와 기능
  

1) 이문원의 건물 구성과 업무 

  

‘규장각’의 명칭은 세조 연간에 양성지에 의해 御製를 안하는 건물로 처음 제

기되었으나 실 되지는 못하 다. 이후 숙종이 1694년에 列聖의 어제를 안하기 

해 종부시에 閣을 세우고 어필로 [奎章閣] 3자의 편액을 걸었으나 規制는 갖

추어지지 못하 다. 창덕궁 내에 규장각을 건립하는 役事는 1776년 3월 19일에 시

작하여 7월 20일에 완공하 고, 9월 25일에는 제학･직제학･직각･ 교 등의 직

을 두었다.20)

규장각의 조직은 內閣･直院･外閣으로 구성되었다. 내각에는 규장각과 함께 건

립된 奉謨 ･閱古觀･皆有窩･移安閣･西庫･奎章外閣이 있다. 강화의 외규장각을 

제외한 내각의 건물들은 규장각을 정 앙에 두고 북･서･남쪽 방향으로 배치되었

다. 규장각의 直院은 摛文院이며 外閣은 규장각의 屬司로 교서 이다. 규장각의 

조직과 업무를 건물 구성을 통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21)

<표 4>에서 보듯이 규장각의 내각에 속한 건물들은 기록물을 안･수장하거나 

포쇄하는 곳이다. 어제를 비롯한 서책의 繕寫와 간인 등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

는 각신들이 근무하는 이문원과 교서 이다. 재 규장각에 소장된 수교 은 

정조의 어제로 이문원에 걸었던 것이다.

이문원은 호문 안 홍문 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옛날 都摠府가 있던 자리이

다.22) 이문원은 이 에 숙문 밖의 局別 廳에 있었으나 지세가 기울어져 불편

하 다. 이에 규장각 제학 유언호의 건의로 1781년에 闕內各司가 치한 이곳으

로 옮겨 각신들이 당직하는 곳으로 삼았다.23) 1781년 3월 15일에 정조의 어필인 

20) 奎章閣志(奎貴1400) 卷一, 建置第一.

21) 奎章閣志(奎82, 1784년) 卷一, 建置第一.

22) 이문원은 내각이나 규장각과 혼용하여 지칭하기 때문에, 주합루의 1층에 치한 규장각과 

변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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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건물명 건물의 치 업  무

내각

규장각･주합루 창덕궁 禁苑의 北 當宁의 어진･어제･어필･寶冊･印章 안

모당 규장각의 西南
列朝의 어제･어필･御畵･顧命･遺誥･密敎･璿

譜･世譜･寶鑑･狀誌을 안

열고 ･개유와 규장각의 正南 華本 圖籍 수장

이안각 규장각의 正西 어진･어제･어필을 포쇄하는 곳

서고 규장각의 西北 東本 圖籍 수장

규장외각
江都行宮의 東,
長寧殿의 西

정조의 敎命･冊寶와 列朝의 어제･어필을 

안, 고 서 ･圖畵 수장

직원 이문원 金虎門內, 弘文館의 右 각신이 근무하는 곳

외각 교서 창덕궁 돈화문 밖
經籍을 인출하여 반사하는 것을 장, 香祝･

印篆의 책임을 담당

<표 4> 규장각의 조직과 업무

[摛文之院] 4자의 편액을 옮겨 걸을 때 수교 도 제작하여 걸었다. 이문원 권역

의 건물들은 모두 이문원의 왼쪽으로 북에서부터 大酉齋･ 酉齋･檢書廳･領籤廳･

司卷廳･監書廳･書吏廳으로 배치되었다.

당시 이문원 권역의 모습은 동궐도에서 확인되고, 문헌 기록은 궁궐지와 
漢京識略 그리고 內閣繕寫日 을 참고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내각선사

일록(古4254-53)은 경상감 의 書寫營吏인 權啓萬이 五經百篇의 刊本을 正書

하기 해 규장각에 올라왔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24) 내각선사일록은 권계만

이 오경백편을 목 으로 간인하는 과정에 참여하 기 때문에 여타의 문헌에서 

볼 수 없는 이문원의 실상을 담고 있다.      

이문원의 권역으로 들어서는 문 안쪽에는 [內閣]의 편액이 걸려 있었다. 문 

안에는 中門이 있는데 三升의 푸른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문 에는 [內閣秘

府非閣屬毋得出入]의 이 걸려 있었다. 長房과 亞房을 비롯한 서리들이 근무

하는 書吏廳의 이름은 ‘司戶軒’이다. 사호헌의 정청은 서가에 가득 찬 서책과 사

23) 奎章閣志(奎82, 1784년) 卷一,  建置第一, ｢直院｣.

24) 내각선사일록은 규장각에서 오경백편의 草本을 경상감 에 내려 보낸 1795년 8월 5일
부터, 권계만이 목 으로 인출한 오경백편을 하사받은 1798년 10월 5일까지의 과정을 상

세하게 기록하 다. 권계만은 1797년 6월 15일에 오경백편을 선사하기 해 규장각을 향

해 안동에서 출발하 다. 양윤정･조계 ･김수진, 2011, 조선을 그리다, 조선을 만나다, 서
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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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벽에는 座目이 힌 들이 있었다.25) 사호헌의 아방은 서쪽이고, 장방은 동

쪽인데 도랑 머 옥당과 처마를 잇닿아 있다.26) 

유재와 소유재는 모두 御齋室이다. 정조는 선원 과 황단에 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재숙하 다. 유재는 이문원의 권역에서 가장 북쪽에 치하 다. 

유재 건물은 왼쪽 편을 丁字 모양의 樓로 만들었는데 일명 ‘東二樓’라고 칭한다. 

동이루의 는 樓이고 아래는 서고인데 서책이 가득했다. 동이루의 잠자는 방은 

한 칸 남직, 청은 두 칸 쯤 되었다. 유재와 後宮과의 거리는 도랑 하나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27)

소유재는 이문원 왼쪽에 있는데 御齋室이었다가 1783년 여름에 검서 이 수직

하는 곳인 검서청이 되었다. 1779년에 검서  4명을 두어 규장각에 속한 리로 

삼았을 때는 廳 가 없어서 임시로 이문원의 동쪽 방에서 입직하 었다.28) 즉 

유재와 동이루가 한 채의 건물이듯이 소유재와 검서청도 같은 건물인 것이다. 그

런데 동궐도에는 유재와 소유재를 그린 건물의 치와 묘사는 정확한데 건물

명이 서로 바꾸어 표기되어 있다.29) 즉 동궐도에 표기된 ‘소유재’는 실제로는 

‘ 유재’이고, ‘ 유재’는 ‘소유재’이다.

이문원은 첨청과 떨어져 나란히 동서로 나뉘어 늘어서 있는데 푸른 씨의 

[奎章閣學士之署]의 편액를 걸었다. 바깥 기둥에는 흰 자로 쓴 [受敎 雖大官文

衡 非先生毋得升 ] 과  씨로 쓴 [受敎 客來不起] 을 걸었다. 두 기둥

에는 鍾과 磬을 매달았고, 內 에는 玉燈 6매와 정조의 어필인 [摛文之院] 편액을 

걸었는데 靑紗로 덮여 있었다.30) 

25) 內閣繕寫日 (古4254-53, 1798년) “始入大門 門內揭內閣二字 大門內有中門 垂三升靑帳 門

上揭內閣秘府非閣屬毋得出入十一字矣･･･司戶軒 書吏廳･･･環顧左右 書冊盈架 四壁懸板 皆

是座目”

26) 의 책, “啓門後 入定役所于領籤廳 中有大門而亞房西也 長房東也 越溝而連簷玉 ”

27) 의 책, “是日入大酉齋 大酉齋卽奎章之北也 一名東二樓也 以丁字㨾作爲制度 上樓下庫書冊

充溢 寢房一間餘廳二間餘 距後宮間一溝隔一墻”

28) 雅亭遺稿 卷之三 ｢檢書廳記｣. 국립고궁박물 에 ｢검서청기｣(No.950)의 이 한다.

29) 창덕궁에 한 문헌에서 동궐도의 오류를 그 로 따라 소유재와 유재를 잘못 소개하고 

있다. 동궐도읽기, 2005, 문화재청 창덕궁 리소, 30면. 문화재청, 2007, 궁궐의 과 주

련 2, 수류산방, 57-59면. 그러나 최종덕은 동궐도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

다. 최종덕, 2011, 창덕궁, (주) 와, 63면.

30) 內閣繕寫日 (古4254-53, 1798년), “啓門後 入定役所于領籤廳 中有大門而亞房西也 長房東

也 越溝而連簷玉  大酉齋在北 奎章閣距領籤廳 竝分列東西 而靑揭奎章閣學士之署 外柱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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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건물의 치 직 과 업무

摛文院 소유재의 오른쪽 제학 2원･직제학 2원･직각 1원･ 교 1원/각신들의 근무처

大酉齋･東二樓 이문원의 북쪽 御齋室･서고

酉齋 이문원의 왼쪽 御齋室

檢書廳 이문원의 왼쪽 검서  4원/校書･寫書･差備官

領籤廳 소유재의 남쪽 첨 2원/御製의 필사･교열･ 안

書吏廳=司戶軒 홍문 의 오른쪽 兼吏 6인/傳敎를 이문원에 보고

司卷廳 - 사권 2원/傳令･禀啓

監書廳 - 감서 6원/啓下文書･應製文字 리

<표 5> 이문원의 건물 구성과 업무

이문원은 궐내각사에서 가장 큰 건물 규모를 갖추었다.31) 이문원의 조직과 업

무를 건물 구성을 통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32) <그림 3>은 동궐도에 그려진 

이문원 권역에서 각 건물의 명칭을 넣어 본 것이다.

2) 수교 의 형태와 기능

앞 에서 이문원 권역에 있는 각 건물과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살펴보

았다. 규장각 소장 수교 들은 紅袍와 靑衣를 입은 료들이 이문원에서 업무

를 보는 모습을 생생하게 해 다. 은 처음에 종이로 작성되었던 문서와 동

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으로 제작하여 앞에 게시함으로써 달하는 

메시지의 효과는 배가 된다.33) 본 에서는 각 의 뜻과 형태를 살펴보고 나아

가 수교 의 기능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①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粉字書 受敎雖大臣文衡非先生毋得升 十二字 又以金字書受敎客來不起四字 兩柱懸鍾磬 內

懸六玉燈 又揭摛文之院四字 覆以靑紗”

31) 이문원의 건물 규모는 동궐도에서도 확인된다. 柳本藝 著/權泰益 譯, 1975, 漢京識略, 探
求 , 80-85면. 

32) 감서청과 사권청의 치는 이문원과 소유재 사이에 남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행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그 로 節目･完議･完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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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국립고궁박물  소장 [奎章閣學士之署] 편액

<표 6> [奎章閣學士之署] 편액의 비교 

의 뜻: ‘규장각 학사의 서’

의 씨: 提學 金鍾秀

규장각에 하는 [奎章閣學士之署] 편액은 白粉을 칠한 바닥 과 양각으로 

얕게 돋을새김을 하고 푸른 칠을 한 書刻의 형태이다. 이 형태는 내각일력에서 

‘粉質靑字’, 즉 흰 바탕에 푸른 자로 새기도록 한 기록과 일치한다. 편액의 자 

크기는 殿의 편액과 같게 하고 一提學이 써서 걸게 하 다.34) 이 때 김종수는 지

방에 있었으나 편액을 써서 올렸고 정조에게 筒介 1부를 하사받았다.35) 편액의 서

체는 김종수의 筆力과 行書의 유려함이 느껴지는 씨이다. 

이에 반해 국립고궁박물 에 하는 [奎章閣學士之署](No.1171) 편액은 흰 

씨로 새겼으며 바탕색은 이미지로 단하기가 어렵다. 해제에는 ｢金鍾秀印｣의 낙

이 있다고 하는데 楷書로 쓰여진 것으로 규장각의 편액과는 완연히 다르다.

②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 ]

34) 내각일력 1781년 3월 11일.

35) 일성록 178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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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 ‘비록 과 문형일지라도 임 각신이 아니면 당 에 오르지 말

라’ 

의 씨: 미상36)

문헌 기록에는 이 에 해 어필은 아니지만 어제이므로, 紗籠과 金字로 만

들어야 한다고 하 다.37) 그러나 1797년에 권계만이 이문원을 방문했을 때 이 

은 자가 아닌 粉字書로 이문원의 바깥 기둥에 걸려 있었다.38) 규장각에 

하는  역시 흰 씨로 되어 있어 당 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③ [受敎 凡閣臣在直 非公事毋得下廳]

의 뜻: ‘모든 각신은 근무 에 공무가 아니면 청을 떠나지 말라’39)

의 씨: 미상40)

주련형 수교  ②와 ③은 는 연잎을 아래에는 연꽃을 부조로 새겨 단청한 

것이다. 이 들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목을 어 수리하고 단청의 안

료를 분석하여 연단･연백･수은주로 補彩하 다.41)

④ [受敎 閣臣在直 戴冠坐椅] 

의 뜻: ‘각신은 근무 에 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

의 씨: 直閣 徐鼎修42)

⑤ [受敎 客來不起] 

의 뜻: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라’  

의 씨: 直閣 鄭志 43)

1797년 권계만이 이문원을 방문했을 때 이 은 金字書로 [受敎 雖大官文衡 

36) 규장각의 ｢자료원부｣에는 鄭志 으로 기록되어 있다.

37) 내각일력 1781년 3월 11일.

38) 각주 30) 참조.

39) 내각일력 1781년 3월 20일.

40) 규장각의 ｢자료원부｣에는 徐東俊으로 기록되어 있다.

41)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17면.

42) 내각일력 1781년 3월 20일.

43) 내각일력 178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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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표 7> 규장각 소장 수교  

非先生毋得升 ] 과 함께 이문원의 바깥 기둥에 걸려 있었다.44) 규장각에 소

장된 이 은 재 흰 자이므로 정조 연간에 제작된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提學以下 每初五日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仕進 春夏卯進午  秋

冬辰進未  上之五年秋九月受敎] 

의 뜻: 제학 이하는 매달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에 근무하라. 과 

여름에는 묘시(오  5시~7시)에 출근하고, 오시(오  11시~오후 1시)에 퇴근하라. 

가을과 겨울에는 진시(오  7시~9시)에 출근하고, 미시(오후 1시~오후 3시)에 퇴

근하라. 1781년 가을 9월 수교.

44) 각주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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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장각 소장 수교  ⑥

의 씨: 미상45)

이 수교 은 규장각 각신들의 근무 일자와 출퇴근 시간에 한 규정이다. 계

에 따라 해의 길이를 감안하여 과 여름에는 가을과 겨울 보다 두 시간 일  

출근하여 일  퇴근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각일력의 1781년 2월 13일 기사에 ｢本

閣應行節目｣이 있는데, 이것은 규장각에서 지켜야 할 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에는 ‘어필로 쓴 이문원 편액을 안한 正廳에는 임 각신이 아니면 신과 

문형이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으며,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고 손님과 

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46) 이러한 규장각의 體例는 승정원보다도 하 다. 

규장각 각신들이 이문원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으로 만들어 검

속하 던 것이 수교 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1>은 규장각의 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립고궁박물 에 소장된 

의 목록이다. 규장각에 하는 수교  ②번에서 ⑤번까지는 <부록 1>의 순

번 3에서 6에 해당한다. 국립고궁박물 의 홈페이지 ‘소장유물→유물검색→ ’

에서 유물을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  소

장 수교 의 제작 연 는 <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850년에서 1874년 사

이이다. 규장각에 하는 수교 은 목재의 상태로 보아 1781년에 제작된 230

45) 규장각의 ｢자료원부｣에는 鄭志 으로 기록되어 있다.

46) 내각일력 1781년 2월 13일. “御筆院額所奉正廳 則非先生雖大臣文衡毋得出入 而客來不起 

客不得說 公服亦依銀臺之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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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규장각 소장 國忌板 

년 의 이며, 국립고궁박물 의 과는 90여년의 시차가 있다.47)

⑦ 國忌板

국기 은 조선왕실의 왕과 왕후가 돌아가신 날, 곧 제사일인 忌日과 왕릉의 명

칭･왕릉의 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기 의 끝부분에는 ‘誕日’이 있어 ‘大殿･中宮

殿･世子宮･嬪宮’ 등의 생일을 기록하기도 한다. 규장각에 하는 국기 은 ‘眞

宗孝章大王’과 ‘孝純王后趙氏’의 기일까지 기록되어 있고, ‘탄일’에 ‘大殿’의 생일

이 9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어 정조 연간의 국기 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국

기 은 이문원에 걸어두고 각신들이 국기일을 참고하 을 것이다.

고궁에는 20 이나 되는 국기 이 소장되어 있으며 제작시기와 기재 사항이 각

기 조 씩 다르다. 그  정조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는 No.1421의 인데 규장

각 소장 국기 과는 세부 내용이 다르다.48) 규장각의 국기 은 목재가 얇아 뒤틀

림 상으로 2.5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이다. 규장각에서는 쪼개져 나간 부분은 복

원하지 않고 더 이상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열 부분을 아교로 합하거나 목

분으로 충진하 다.49)

⑧ [聚奎樓] 편액

취규루 편액의 뒷면에는 ‘同治七年戊辰 移御時 自慶熙宮內閣 移來□□’라는 墨

47) ‘규장각  수리 복원 사업’을 담당했던 와우목공방의 결과보고서에는  목재의 수령

에 한 언 이 없어 양석  표에게 문의하 는데 300년은 될 것으로 추정하 다.

48) 고궁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과 宮中懸板에 수록된 은 동일 유물이어도 유물번호가 

다르다. 宮中懸板, 1999, 文化財廳, 384면.

49) 와우목공방, 2011, ｢  수리 복원 사업 결과 보고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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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聚奎樓] 의 앞면  [聚奎樓] 의 뒷면

<표 8> 규장각 소장 취규루 편액 

書가 있다. 이는 ‘1868년 임 이 거처를 옮기실 때 경희궁 내각에서 옮겨 와 □□’

라는 의미이다. 1864년 경복궁 건의 명이 있은 후 4년 뒤인 1868년 7월 2일에 

경복궁이 건되어, 고종은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 다. 고종이 경복궁으

로 옮겨 옴에 따라 규장각은 경회루 남쪽에 한 건물의 서쪽 끝에 자리를 잡았

다. 내각의 청사 북쪽 담장에 취류루가 있고, 청사 동쪽에는 검서청과 소유재가 

있었다.50) 이 때 경희궁 내각에 있던 취규루의 편액도 경복궁으로 옮겨진 것이다.

궁궐지에 의하면 취규루는 경희궁에서 이문원의 남쪽에 있었고, 이문원은 爲

善  남쪽에 치하 다.51) 한경지략에는 경희궁의 규장각은 金商門 안에 있으

며, 額은 ‘摛文院’인데 정조의 御書라고 나와 있다. 한 취규루가 있는데 서책

을 수장한 곳이라고 하 다.52) 그런데 한경지략의 번역서에서 ‘正宗大王御書’

를 뒤의 문장에 붙여 번역하여 ‘정종의 어필인 취규루가 있고 서 을 보 하는 

곳이다’라고 오역을 하 다.53) 보통 어필 편액일 경우는 ‘御筆’이라고 명기하며, 

御製일 경우는 명을 받들어 쓴 신하의 이름을 기록한다. 따라서 취규루 편액은 정

조의 어필이 아니다

1834년 9월 6일 순조가 경희궁에 있을 때 사자 의 取才에 榜額體로 ‘聚奎樓’를 

50) 김문식･연갑수･김태웅･강문식･신병주, 2009,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 학

교출 문화원, 55면. 

51) 宮闕志, ｢慶熙宮志｣ ‘摛文院 在爲善 南 聚奎樓 卽摛文院南’. 선당은 재 남아 있는 경

희궁의 靈冽泉 부근에 있었다.

52) 漢京識略 卷之一, 闕內各司, ｢慶熙宮內各司｣, “奎章閣 在金商門內 額摛文院 正宗大王御

書 有聚奎樓 藏書之所也”(서울特別 史編纂委員 刊 影印本, 151면).

53) 柳本藝 著/權泰益 譯, 1975, 漢京識略, 探求 , 104면. 번역서의 오류를 따라서인지 규장각

의 ｢자료원부｣에도 취규루 편액을 정조 어필로 기록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 의 역사와 특징 207

<그림 3> 동궐도에 그려진 이문원 권역 

쓰게 하 다.54) 임하필기에도 취규루가 ‘이문원서목’이라는 항목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취규루와 함께 주합루･융문루･융무루･동이루에 수장된 서책의 분류와 

종수가 기록하 다.5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규루는 처음에 경희궁에 있

다가 경복궁으로 옮긴 서책 수장처인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올해는 고려 종 2년인 1011년에 初雕大藏經을 각한 지 천년이 되는 해이

54) 내각일력 1834년 9월 6일. 

55) 林下筆記 제30권, 春明逸史, 摛文院書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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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조 장경을 다시 새긴 再雕大藏經은 총 

81,258 으로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이 경

은 1488년에 건립한 해인사 藏經板殿에 온 하게 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

안 목재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존해온 선인들의 솜씨와 력에 경탄스럽고 책임감

이 든다. 

목재 기록물인 이 지닌 효력은 공간과 사람에게 있다. 이 걸려 있었던 

건물의 내외 공간에서 은 그곳에 존재하 던 사람들에게 당시의 메시지를 환

기시켰다. 규장각에 하는  9 은 선원보각과 이문원에 걸었던 것이다.

규장각 소장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사고 선원보각의 편액이다. 선원보

각은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안하 던 건물이다. 사고 선원보각에 편액을 건 것

은 1696년인데, 이 때 편액의 서사자가 종부시 제조 던 낭원군 이간이다. 그는 

선원계보기략을 처음으로 편찬하 으며, 1697년에는 안사가 되어 정족산 사

고 선원보각의 편액을 걸었다. 규장각에 하는 선원보각의 편액은 315년 에 

제작된 것으로 복제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문원은 규장각 각신들이 근무하는 건물로 1781년 옛 도총부로 자리를 옮겼

다. 이문원 권역에는 유재･소유재･검서청･염첨청･사권청･감서청･서리청이 있

었다. 수교 은 이문원을 옮길 때 편액과 함께 걸었던 것이다. 규장각 각신들

이 이문원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으로 만들어 검속하 던 것이 

수교 의 효력이다. 수교 이 걸려 있었던 이문원에서 수교는 각신들에게 

이문원의 상과 질서에 한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 다.

본 논문은 규장각 소장 의 역사와 특징을 문헌 기록과 실물을 조하여 면

하게 고찰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원보각 편액의 가치를 밝히고, 이문원의 

조직과 건물 배치를 재구성하여 동궐도에 기록된 유재와 소유재의 오류를 수

정하 다. 하는 많은 에 비해 아직까지 이 걸렸던 각의 치나 기

능에 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이 의 역사와 가치에 해 새

롭게 조명하는 연구에 거름이 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11. 10. 29), 심사일(2011. 11. 28), 게재확정일(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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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 물 명 유물 번호(제작연 ) 유물크기(세로x가로)

1 璿源寶閣 No.1049 41.5x129.2

2 奎章閣學士之署 No.1171 83.5x238

3 受敎 雖大官文衡 非先生毋得升
No.1528(1864년)
No.1529(1874년)

208x23.5
208x30

4 受敎 凡閣臣在直 非公事毋得下廳
No.1526(1850년)
No.1527(1874년)

205x30.5
207x29.2

5 受敎 閣臣在直 戴冠坐椅 No.1532(1850년) 167x31.2

6 客來不起 No.1533(1874년) 166x30.5

7 聚奎門 No.1251(고종연간) 30.5x64.9

8 國忌板 No.1421(정조연간) 49.8x157

<부록 1> 국립고궁박물  소장  목록

<부록 2> 국립고궁박물  소장 수교  사진

(2)번/No.1528 (3)번/No.1526 (4)번/No.1532 (5)번/No.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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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Signboards housed in 
Kyujanggak

Jo Gye-young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possesses nine signboards that had 

been hung at Seonweonbogak (璿源寶閣) and Imunweon (摛文院). Seonweonrok (璿

源 ), the genealogical record of Joseon's royal family, was enshrined in 

Seonweonbogak. Imunweon was the building where the officers of Kyujanggak had 

worked.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signboards 

possessed by Kyujanggak. 

The tablet of Seonweonbogak, now housed in Kyujanggak, was written by 

Nangweongun Lee Gan on the September of 1696 during his term of Jongbusi Jejo. 

Lee Gan first compiled Seonweongyebogiryak (璿源系譜紀略) and hung in person 

the tablet of Seonweonbogak of Jeongjok mountain national history library in 1697 

during his term of Bongansa. The tablet was made 315 years ago and is worth 

duplicating.  

King’s disciplines (受敎) tablets, stating the working attitudes and time for 

Kyujanggak officers, were hung on Imunweon in 1781. The effect of King’s 

disciplines tablets were to remind Kyujanggak officers of what they should abide by 

when working at Imunweon. King’s disciplines of Imunweon functioned to reinforce 

the position of Imunweon and a sense of order in the minds of Kyujanggak officers. 

Keywords: Seonweonbogak (璿源寶閣), Imunweon (摛文院), tablet (扁額), 

signboard (懸板), Kyujanggak officers (閣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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