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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승정원은 조선왕조에서 왕명(王命) 출납(出納)을 담당하는 서 다. 왕명은 문서의 형

태를 띠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궐내각사(闕內各司)의 핵심으로서 창덕궁 안 임 의 거처 가까

운 곳에 그 청사가 있었다.

승정원의 조선 기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조선왕조 내내 거의 같은 구성으로 존속하 다. 정

규 원은 주로 정3품 당상 이 맡았던 승지(承旨) 6명과 정7품의 주서(注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고 직의 수효가 고 하 로 가면서 많아지던 다른 서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

이었다.

승지들은 왕명 출납만이 아니라 임 과 료기구를 연결하는 정무 인 업무 반을 담당하

다. 임 을 측근에서 모심으로써 임 이 임 으로서 체통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자이기도 하 다. 주서는 승지가 임 의 국정 운 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생하는 보조 업무

를 담당하 다. 주서의 업무 가운데 주축을 이루는 것은 기록에 련된 일이었다. �승정원일기�

는 주서가 담당한 기록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다. 서리(書吏)는 주서를 도와 승정원의 문서 작성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 다. 사령(使令)을 비롯하여 평민 혹은 천민 신분의 보조 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배치되었다.

승정원은 창덕궁의 인정 동쪽 회랑의 바깥쪽에 붙어 있었다. 그곳은 임 이 기거하며 활동

하는 과 가까운 곳으로서 주 에 비변사(備邊司) 당상(堂上)들의 회의 공간인 빈청(賓廳)과

언론을 담당하는 간(臺諫)들의 직소(直所)인 청(臺廳)이 있었다. 빈청과 청은 임 을 정

으로 하고 료제를 심으로 작동되었던 조선왕조 국정 운 체계에서 매우 큰 비 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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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이 수행되는 공간이었다. 승정원은 이들과 임 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 다.

인정 동쪽 회랑의 윗층 일부에 (樓) 형태를 띠고 동향을 하고 있던 육선루(六仙樓)는 승

정원의 승지들의 공식 업무 공간인 정청(正廳)으로서 엄격한 규율이 통용되는 공간이었다. 승정

원의 승지들의 공간 뒤편에는 주서의 공식 회의 공간인 당후(堂後), 사 (史官)의 공간인 우사

(右史)가 배치되어 있었다. 우사의 동편에 주서와 사 들이 기록 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사선각(四仙閣), 기거주실(起居注室), 곽방(槨房) 등이 있었다. 사 들은 문 소속이지만 실제

활동 공간은 임 의 거처와 가까운 승정원에 배치되어 있었다.

승정원은 개인이 올리는 상소와 서에서 올리는 각종 문서를 임 께 올리고, 이에 한 처분

을 포함하여 임 이 내리는 문서를 다시 해당자에 되돌리는 방향의 연결 업무를 담당하 다.

승정원은 조선왕조 료제의 목구멍�인후(咽喉)요, 임 이 �후설(喉舌)과 같은 존재로서 국정

운 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서 다.

핵심어 : 승정원(承政院), 궐내각사(闕內各司), 왕명(王命) 출납(出納), 승지(承旨), 주서(注

書), 사 (史官), 육선루(六仙樓), 당후(堂後), 우사(右史)

1. 머리말

승정원은 조선왕조의 문반(文班) 경 직(京官職) 정3품 아문(衙門)이다. 법 에

규정된 승정원의 직무는 왕명(王命) 출납(出納)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

는 왕명이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서를 출납하는 일은 단순한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문서의 요건을 검토하고, 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

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서 유통은 조선왕조 국정 운 의 심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자연히 승정원은 그 업무의 폭이 매우 넓었다. 승정원의 직무를 이해하는

것은 국정 운 의 실상을 악하는 데 매우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승정원은 당상 인 승지(承旨) 여섯 명이 이방(吏房)에서 공방(工房)까지 육방

(六房)을 분담하여 당해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 다.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일

은 정7품의 주서(注書) 두 명과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한 명이 맡았다. 이 게

정규 원으로 당상 (堂上官)이 여섯에 참하 (參下官)이 세 자리가 있는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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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를 찾을 수 없는 매우 특이한 구성이다. 승정원이 매우 독특한 성격의

서임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정규 원의 구성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승정원에는

다른 서에 비해서 상 으로 많은 이서(吏胥)와 도 (徒隸)가 배치되어 있었

다. 이들의 구체 인 직무와 활동은 승정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요한 착안

이 된다.

승정원은 그 청사가 궁궐 안, (大殿) 가까이 있었다. 그 공간 치는 임

의 일정 리를 비롯하여 임 의 측근에서 임 이 하는 일 반을 보필하는 승

정원의 직능, 임 과 료기구를 연결하는 후설(喉舌), 인후(咽喉)의 서인 승정

원의 상과 직결된다. 승정원의 치만이 아니라 그 공간 구성을 세 하게 들여

다보는 작업은 승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된다.

승정원이 조선 왕조 국정운 을 이해하는 데 매우 긴요한 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연구는 그 요도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것도 조선 기에 비

해서 조선후기 승정원에 한 연구는 1960년 기본 인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거

의 진 이 없는 실정이다.1)1)이 게 된 이유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우

선 승정원에 한 정리된 자료가 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

으로 서에 한 정리된 자료로 표 인 것이 서지(官署志)인데 승정원에

한 서지가 없다.

승정원 련 주요 자료로는 법 집 형태의 �은 편고(銀臺便攷)�와 �은 조례

(銀臺條例)�가 있다. �은 편고�는 19세기 반의 헌종 와 철종 두 차례 만들

어졌지만,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고 간행되지 않았던 사실로 보면 그리 리 활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은 편고�는 내용과 체제가 덜 정비되어 있어서 오늘

날에도 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자료와 비하여 검토하면 승정원

에 한 당 의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은 조례�

는 흥선 원군이 실권을 행사하던 1870(고종 7)년에 간행되었다. � 회통�의 수

1) 해종, 1964 ｢承政院攷��銀臺條例�와 �六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任務와 職制｣, �진단학

보� 25․2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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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修補)와 �육 조례(六典條例)�의 간행 등 이 시기 법 편찬의 흐름을 잇는

것이었다. �육 조례�에는 승정원조의 분량이 다른 서에 비해 단히 많아서 역

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은 이러한 조건 가운데 승정원에 한 본격 인 근을 해 승정원을 개

할 목 으로 썼다. 승정원이라는 서의 명칭은 조선 정종 에 처음 나타나지만

실질 으로는 태조 부터 추원이라는 서에 포함되어 존재하 고, 조선 기간

에 걸쳐 존속하 다. 조선 정치사의 흐름과 국가 경 , 좁게는 료제 운 과 궐내

각사의 구성과 기능에 따라 승정원의 구체 인 실상도 변천을 겪었다. 이 에서는

궐내각사의 구성과 배치에 큰 변동이 일어난 숙종 부터 고종 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상으로 삼으면서, 주된 상 시기는 숙종 에서 정조 까지 조선후기로 한

정하고자 한다.

승정원이 료기구 체계, 특히 궐내각사 가운데 차지하는 상, 직제와 기능, 창

덕궁내 치와 승정원 내부의 공간구성 그리고 다른 서와의 계 등을 으

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에서 말한 법 들을 기본 자료로 활용한 법제 인 근

과 창덕궁 련 문헌 자료와 도면 자료들을 활용한 공간 인 근을 병행하 다.

앞으로 연 기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승정원을 좀더 깊이 규명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 한다.

2. 승정원 원역(員役) 구성과 직임

1) 승정원 원역 구성의 연

승정원은 다른 서와 마찬가지로 유품 (流品官)과 이서(吏胥)와 도 (徒隸)

로 구성되었다. 이서는 인(中人) 신분의 행정 실무자요, 도 는 평민이나 천민

신분의 허드렛일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 체를 지칭하여 원역(員役)이라고 하

다. 승정원의 원역 구성은 조선 기의 모색 단계를 거쳐 �경국 �에 정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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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조선왕조 내내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임 이 국정을 운 하는 정 에 있는 왕정체제에서 임 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직책은 필수 인 요소 다. 하지만 그러한 직책들을 하나로 조직한 서의 존재는

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태조 에 제를 정할 때는 승

정원이 없었고, 승정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은 문하부(門下府)에 기

거주(起居注)와 주서(注書), 추원(中樞院)에 승지(承旨)와 당후 (堂後官)으로

나뉘어 있었다. 기거주(起居注)는 1392(태조 1)년 처음 문무 백 의 제를 정했

을 때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 가운데 하나로서 정5품이었다. 낭사는 헌납

(獻納), 간쟁(諫諍), 박정(駁正), 차제(差除), 교지(敎旨)의 수발(受發), 계 (啓

牋)의 소통과 진달(進達) 등의 일을 장하 다. 낭사 가운데는 정7품의 주서(注

書)도 한 자리 있었다. 애 에 기거주와 주서는 별개의 직이었다.2)2)

승지는 계복(啓復), 출납(出納)과 병기(兵機), 군정(軍政), 숙 (宿衛), 경비(警

備), 차섭(差攝)�인사(人事) 등의 일을 장하는 추원(中樞院)에 속해 있었다.

정3품직으로서 도승지(都承旨) 1, 좌승지(左承旨) 1, 우승지(右承旨) 1, 좌부승지

(左副承旨) 1, 우부승지(右副承旨) 1로 도합 다섯 자리가 있었다. 정7품으로 당

후 (堂後官) 두 자리가 있었다.3)3)

1400(정종 2)년에 추원(中樞院)을 고쳐 삼군부(三軍府)로 하고, 추원 승지

(中樞院承旨)를 고쳐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로 하고, 추원 당후(中樞院堂後)

를 승정원 당후(承政院堂後)로 하 다.4)4)1401(태종 1)년 문하부의 주서와 추원

2) �태조실록� 권1, 태조 1(1392)년 7월 28일(정미)

門下府 … 郞舍掌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敎旨通進啓牋等事 … 起居注一 … 已上正五品 … 注

書都事各一 正七品 …

3) �태조실록� 권1, 태조 1(1392)년 7월 28일(정미)

中樞院 掌啓復出納及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等事 … 都承旨一左右承旨各一左右副承旨各一

已上正三品 堂後官二 正七品 …

4) �정종실록� 권4, 정종 2(1400)년 4월 6일(신축)

○命門下侍郞贊成事河崙 更定官制 … 改中樞院爲三軍府 … 改中樞院承旨爲承政院承旨…

中樞院堂後爲承政院堂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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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후를 하 다.5)5)조선 기의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경국 �에는 승지

여섯 자리와 주서 두 자리로 정비되었다.6)6)

2) 승지

각 서의 직 구성은 장(長)이 되는 상 직 아래 다수의 하 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런데 승정원은 이러한 일반 인 구성과는 달리 체

로 당상 (堂上官)으로 임명되는 직인 승지(承旨)가 여섯이나 되었다. 이에 비

해 정식 품계를 갖고 있는 유품 (流品官) 하 직은 당하 (堂下官)은 없이 참

하 (參下官) 정7품의 주서(注書)가 둘,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하나 단 세 자

리뿐이다. 이러한 특수한 직 구성은 승정원의 직능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단

서가 되는 요인이다.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

(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구성된 여섯 승지들은 품계가 모두 정3품이라는

도 매우 특이하다. 정3품이라는 계(階)에 포함된 자 (資級)은 통정 부(通政大

夫)와 통훈 부(通訓大夫)인데, 통정 부는 당상(堂上)이고 통훈 부는 당하(堂

下)이다. 정3품은 당상과 당하에 걸쳐 있는 품계다. 자연히 정3품직인 승지 역시

당하와 당상 모두 임명이 가능하다. 결과 으로 승지는 부분 당상 으로 임명되

었으나 때로는 당하 이 임명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다른 직도 그 듯이 2품

이 임명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 게 승지는 당하 과 당상 의 경계에 걸

쳐 있기에 원들이 당하 에서 당상 으로 승 할 때 많이 거쳐가는 길목에 해당

하는 직이었다.

도승지에서 동부승지까지의 여섯 승지는 동 으로서 이들이 서로 지휘 통솔

5) �태종실록� 권1, 태종 1(1401)년 4월 6일(갑자)

○革門下注書 … 中樞院堂後

6) �大典 通� 권1, 吏典 京官職 承政院

都承旨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 各一員(正三品) 注書 二員(正七品) 事變假

注書 一員(正七品 [續] 增置)



․ 조선 후기 승정원의 직제와 공간 구조 7

계를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고 해서 완 히 동등한 계도 아니었다. 승정

원 청사에 나와 앉을 때 도승지와 좌승지, 우승지는 서열상 우 인 동쪽에 앉아

동벽(東壁)이 되고,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는 서벽(西壁)이 되었다.7)7)그 좌

차(座次)에서 서열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승지들 각각의 업무는 고유 역이 인정되었다. 승정원은 육 (六典) 체

제에 따라 이호 병형공(吏戶禮兵刑工) 육방(六房)으로 구성되었다. 국정을 여섯

분야로 나 어 각 방 담당 승지가 자기 담당 분야의 문서 출납을 비롯한 제반 업

무를 담당하 다. 도승지부터 동부승지까지의 순서 로 이방부터 공방까지를 순서

로 담당한 것은 아니고, 국왕이 지명하는 로 분방(分房)을 하 다.8)8)이방과

방, 호방과 공방, 병방과 형방은 서로 방(代房)이 되어서 어느 한쪽의 승지가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일 때 방이 업무를 신하도록 하 다.9)9) 방도 없을

때는 가장 낮은 서열의 승지가 업무를 신하 다.10)10) 방은 임 을 측근에서 보

7)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院規

都令(稱知申)左令右令 爲東壁 左副令右副令同副令 爲西壁 以備禁中六官

8) �大典 通� 권1, 吏典 承政院

[增]六承旨房單子 空間列書以入 吏戶禮兵刑工 待塡下 分房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院規

○六承旨房單子 空間列書以入 吏戶禮兵刑工 待塡下 分房

�銀臺條例� 吏攷 承旨

○房望 吏戶禮兵刑工 待塡下 分房

�銀臺便攷� 권2, 吏房攷 承旨

承旨房望單子 空間列書以入 吏戶禮兵刑工 待塡下 分房

9)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院規

(吏與禮․戶與工․兵與刑 爲代房)

�銀臺條例� 吏攷 承旨

○申後公事 該房及代房(吏與禮 戶與工 兵與刑 互代)外 下位 並句管

�銀臺便攷� 通攷 承旨

吏與禮 戶與工 兵與刑 代房

10)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啓稟

○某房承旨入侍有命 而無該房 則代房詣閤 以代房詣閤之意 微稟 (無代房 則下位詣閤亦微

稟 若指名下敎 而不爲仕進 則在院入稟)

�銀臺便攷� 通攷 承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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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하는 승지의 역할은 비워둘 수 없기에 마련된 보완장치라 하겠다.

여섯 승지는 매일 승정원에 출근하 다. 먼 하 승지부터 청사에 들어가서

서로 읍하여 인사를 나 뒤에 앉으면, 주서는 청사 마루의 기둥 밖에서 를 표

하고, 서리가 육방에서 처리해야 할 문서를 엎드려 고하 다.11)11)출근하지 않은 승

지가 있으면 임 께 명패(命牌)로 부를 것을 요청하 다. 그러나 서열이 높은 승

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패 하기를 청할 수 없었다.12)12)

상 의 승지들 동벽은 3일이 지나면 하루 입직(入直)하 고, 동부승지는 연달아

3일을 입직하 다.13)13)입직이란 임 곁에 나아가 보살피는 등 승지들이 승정원에

나아온 뒤에 더 추가 으로 주어진 업무를 본격 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公事)가 아니면 청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종묘를 비롯하여 공 으로 요

한 시설물을 둘러보는 일� 심(奉審) 외에 만약 공무로 궁궐을 벗어나야 할 일이

생기면 임 께 계를 올려 하직하여야 했다. 서울 범 를 벗어날 때는 나가고 들어

올 때 모두 임 께 직 을 하는 차�숙배(肅拜)를 해야 했다. 승지가 웬만한

일이 아니면 임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기 한 장치 다.14)14)

凡有某房承旨入侍之命 而若無其房 則代房承旨詣閤外 以無該房故代房詣閤之意 微稟 並與

代房而無 則下位詣閤 亦爲措辭微稟

11)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總例

○六承旨 每日仕進(牌招啓辭未下 則翌日毋得循例仕進) 先從下位 分門入廳 相揖而坐 注書

楹外禮數 書吏俯告六房公事(從二品承旨 爲西壁 則不爲出廳)

�銀臺條例� 吏攷 承旨

○每日仕進 申退 書入(換房及須資出去 承牌入來 同)

12) �銀臺條例� 吏攷 承旨

○每日廳座 不爲仕進人 並請牌招 而右位不得請牌

13) �銀臺條例� 吏攷 承旨

○東壁間三日直 同副連三日直(雖帶內閣玉堂檢校之任無礙)

�銀臺便攷� 通攷 院規

東壁則過三日入直一日 同副則連三日入直

14)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院規

○非公事 毋得下堂

�銀臺條例� 吏攷 承旨

非公事 毋得下堂(奉審外 若有因公進去之事 則啓稟下直 部外則出去入來 並肅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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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승지들이 의리를 내세워 근무 에 청사를 나가는 상황, 곧 직무를 포기한

다는 의사를 표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가장 낮은 지 의 승지 한 사람은 남

아 청사를 지켜야 했다. 근무가 끝날 무렵인 신시(申時)가 되면 함께 직을 설 사

람이 없다고 임 께 계를 올렸다. 승지들이 모두 직되었는데 신시가 지나도 성

기(省記)�야간 궁궐 근무자 명단�을 써서 들일 수 없게 되면 동부승지가 우선 청

사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들어가 아뢰고, 승지들을 뽑는 인사를 청한다는 계를 올

렸다. 임 께 어떤 질책을 받아 황공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어서 죄(待罪)

한 상태인데 그 뒤에 임 이 입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죄 후에 이를 번복하는

임 의 결정�발락(發落)이 없어서 입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어가 아뢰어야 했

다. 승정원에 승지가 한 명도 없을 때 군호는 승정원 청사를 지키는 주서가 사알

(司謁)을 통하여 구 (口傳)으로 내려주시도록 미품(微稟)하 다.15)15)미품이란 아

뢰는 차를 축약하여 임 께 신속히 아뢰는 것을 말한다. 신시 이후에 임 께 올

리는 문서는 해당 방의 승지나 방(代房)의 승지 외에도 지 가 낮은 승지도 모

두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16)16)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승정원에 승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피하고, 승지가 근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상태를 제거하려는 조치들

이다. 승지는 임 의 근시(近侍)로서 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승지의 업무

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승지는 원들이 임 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는 입시(入侍), 강연(講筵), 약방

입진(入診) 등 거의 모든 자리에 참여하 다.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여 거기서

생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승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인 일이었다. 이러한

15)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啓稟

○諸員引義徑出 則下位一員守廳 至申時 以伴直無人啓辭 (幷罷職 而過申後省記不得塡入

則以同副承旨 姑爲守廳之意入稟 亦爲請政啓辭 ○惶恐待罪後 有入侍之命 則以待罪無發落

故不得入侍之意 入稟 ○院中無一員之時 軍號 則廳注書 以司謁口傳微稟)

16) �銀臺條例� 吏攷 承旨

○申後公事 該房及代房(吏與禮 戶與工 兵與刑 互代)外 下位 並句管

�銀臺便攷� 通攷 承旨

凡有某房承旨入侍之命 而若無其房 則代房承旨詣閤外 以無該房故代房詣閤之意 微稟 並與

代房而無 則下位詣閤 亦爲措辭微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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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참석하는 순서는 지 가 낮은 승지부터 돌아가며 하도록 되어 있었다.17)17)

임 이 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승지가 참여토록 한 것은 국왕의 최측근 시종신으

로서 국왕의 공 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비 사항, 참여 인원

에게 통보하는 일 등을 검하기 함이었다.

승지들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고유의 업무만이 아니라 경연의 참찬 (參贊

官)과 춘추 의 수찬 (修撰官)을 겸 (兼帶)하 다.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

院), 사옹원(司饔院)에는 각각 승지 가운데 한 명이 부제조(副提調)를 겸 하

다.18)18)이들 직은 모두 임 을 가까이서 모시는 직들이기에 임 의 최측근인

승지가 겸하여 맡게 함으로서 업무의 연 성과 통일성을 꾀하 던 것으로 보인다.

승지들은 왕명 출납으로 표 되는 문서 수발만이 아니라 임 과 료기구를 연

결하는 정무 인 업무 반을 담당하 다. 임 을 측근에서 모심으로써 임 이 임

으로서 체통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자이기도 하 다.

3) 주서

주서 두 자리는 �경국 �부터 설치되었다. 주서의 업무는 임 과 원들이 만

나서 나 는 공 인 논의를 기록하고, 승정원에서 처리하는 기록물들을 모아서 매

월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 업무의 양은 많고 강도가 높아서 둘만

으로는 감당하기에는 과 하 다. 특히 일상 인 기록 업무 외에 집 으로 기록

할 사안이 발생하 을 때는 더욱 그러하 다. 이러한 상황에 비하여 설치한 것이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이다. 사변가주서는 선조 에 비변사 계 업무와 국옥(鞫

獄) 문서를 담당하게 하기 하여 기존 주서 외에 추가로 한 자리가 설치되었다.19)19)

17)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登筵

凡入侍與講筵 從下位輪次 吏房之次對 刑房之審理 勿論

18)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正三品 皆帶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都承旨 加兼弘文館直提學․知製敎․尙瑞院正 ○

蔭武 不得帶春秋銜 ○內醫院․尙衣院․司饔院副提調 六員中 受點兼帶)

19) �銀臺條例� 故事

注書 二員 有故則差假官 宣祖朝 增置事變假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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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가주서는 매일 궁궐로 출근하여 군무(軍務)나 사신의 행차, 정치 차원의

재 사건[鞫獄] 등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20)20)그 밖에 임 이 친히 정

기 인사인 도목정사(都目政事)에 참석할 때 그 장소인 정청(政廳)에 따라 들어가

는 등21)
21)주서가 담당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기면 임 앞에 입시(入侍)하거나 직

(直)을 서는 등의 역할을 신하기도 하 다.

주서는 이조(吏曹)에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임 에게 올리면 임 이 낙

(落點)하는 일반 인 문반 인사 차와는 달리 천거(薦擧)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

하 다. 천거를 하는 주체는 주서를 역임한 사람, 곧 임 주서들이었다. 임 주

서들이 당후에 모여 각각 2인씩을 천거하 다. 천거를 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는 주서를 역임한 통정 부 승지 두 사람이 피천거자 명단을 거두었다. 재 간

으로 있는 원은 천거를 행할 수 없었다. 이 에 주서를 했으나 재는 실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군직을 갖게 해야 천거를 행할 수 있었다. 천거를 주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에 주서를 거친 승지 두 사람이 천거를 완료하 다.22)22)

천거를 완료한 주서 후보자는 두 명 혹은 한 명으로 압축하여 승정원에서 이조

�銀臺便攷� 通攷 院中事跡

注書二員 有故則差假官 宣廟朝 增置事變假注書 專管備局及鞫獄文書

20)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堂后

○事變假注書 每日仕進(注書俱有故 則入侍與上直 微稟擧行 ○軍務及勅行鞫獄等文書次知

勅行入京後 及庭鞫時 別入直 迎勅習儀及推鞫時 進參)

21) �銀臺條例� 吏攷 政事

○親臨都政有命 處所啓禀(事變假注書 隨入)

22) �銀臺條例� 吏攷 承政院 注薦

曾經人 薦各二人(不得再薦) 無主薦人 曾經之通政承旨二員 收薦 時臺與未付軍職人 不

得行薦(未備員時 請付軍職)

�銀臺便攷� 권2, 吏房攷 注薦

曾經人員 薦于堂后 完薦後正書 以司謁入啓 … 注薦 如無主薦之人則待曾經實注書之通

政承旨二員 備員收薦(丁酉七月十一日筵敎)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堂后

注薦有命 曾經人 于堂后(時臺不得入參 未付軍銜人 特敎外 亦不得入參) 各薦二人(一人

一番 薦後 不得再薦 ○主薦之人絶乏 則以曾經注書之承旨二員 完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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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내어 임 께 계를 들이게 하 다. 승정원에서 이조로 보내기 에 임 께 먼

계를 올려 계하(啓下)를 받는 차를 밟기도 하 고, 때로는 임 의 뜻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 다.23)23)주서는 비록 정7품의 낮은 직이었지만 그 담당하는 역할

이 요함을 인정하 기에 천거를 통하여 능력과 성향을 미리 검하여 선택하

던 것이다. 주서 천거에 들어있는 취지는 주서 임자 선택에 승정원의 의지를 우

선 으로 반 하려는 것이었다.

주서는 승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 다. 승지와 주서는 업무상 한

계를 맺고 있었기에 양자 사이에는 상피(相避) 계가 성립하 다. 승지와 주서

가 상피에 걸리면 주서를 교체하 다.24)24)

주서는 매일 승정원으로 사진(仕進)하 다.25)25)사진이란 자신이 소속된 서의

청사에 근무하러 나아가는 것이다. 사진하 다가 임 앞에 나아가 기록을 한다든

지 하는 본격 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입직(入直)�들어가 직을 선다고 한다. 입

직은 주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 다.

주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가 (假官), 곧 가주서(假注書)를

차정하 다.26)26)가주서에 하여 정규 주서를 실주서(實注書)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23) �新補受敎輯錄� 京官職

注書望 或二望 或單望 則勿爲煩稟 自本院望呈 銓曹入啓(康熙壬午(숙종28, 1702년)承傳)

�銀臺便攷� 卷2, 吏房攷 注薦

原薦啓下後 薦狀啓辭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堂后

完薦啓下後 (一從薦次付職 而右薦罷散 則下薦不得越次 在喪則越次 ○薦狀成送之意 啓

辭) 移送吏曹差出 (乏三望 則勿拘二望或單付 ○落點後請牌 在外則下諭 ○時任檢閱當次

則薦狀依例啓下

24)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承旨

與注書相避 則注書遞

�銀臺便攷� 通攷 承旨

承旨與翰林相避 則修撰官遞 與注書相避 則注書遞(兼啣與注書並遞)

25) �銀臺條例� 承政院 注書

○每日仕進(仕進申退 承旨仕記 一體書入) 輪回入直 計十五朔陞六(有故 則差假官 面看交代)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堂后

注書二員 每日仕進 輪回入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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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 가주서를 차출하 던 까닭은 주서가 한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직책이

었기 때문이다. 실주서에서 가주서로 업무가 교 될 때 서로 면간교 (面看交代)

하도록 규정되었다.27)27)면간교 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업무를 교 하는 것으로 업

무에 공백이 생겨 원만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주서의 업무는 범 도 넓고 매우 강도가 높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주서는 근무

일수가 15개월이 차면 승육(陞六)이라고 하여, 정7품에서 종6품(從六品)으로 올려

주었다. 참하 인 정7품에서 참상 인 종6품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그럼에도 주서가 15개월 근무하면 승육시켜 것은 주서 업무가 그만큼 요

하면서 과 한 데 한 반 부라고 할 수 있다.

승정원에서 처리하는 기록 련 업무 가운데 간(臺諫)에서 올리는 문서를 처

리하는 일이 큰 비 을 차지하 다. 양사(兩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매일 궁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승정원 앞에 있는 청(臺廳)에 이르러 양사가 함께 올리는

합계(合啓)와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올렸던 계(前啓)를 승정원에 한다. 홍

문 과 함께 올리는 삼사(三司) 합계를 하기도 하 다.28)28)삼사 가운데 한 서

가 청에 나아와서 다만 해당 서의 계를 할 때는 승지와 사 이 청으로

나와 받아 오면 이것을 주서가 정서(正書)하 다. 이 때 문서에 시각을 는데 낮

에는 12시(時) 가운데 해당 시를 써넣고, 밤에는 5경(五更) 가운데 해당 경을 써

26) �大典 通� 권1, 吏典 承政院

○注書有故 則假注書差出

27) �銀臺條例� 承政院 注書

○每日仕進 … 計十五朔陞六(有故 則差假官 面看交代)

28) �銀臺條例� 刑攷 臺諫

○兩司每日待開門 詣臺傳合啓及府院前啓 又與玉堂 傳三司合啓(過三更 不得傳 〇大臣及馬

舅 宗親 儀賓 山林 聲討 三司聯啓) 一司詣臺時 只傳該司前啓(過未時不得傳) 傳啓時 承史

出接臺廳 受來 注書正書(新啓付頭籤 添入抹去處付傍籤) 晝則塡時 夜則塡更 以承傳色入啓

批下 承史又往傳批(原啓還爲封入 新啓割付傳敎軸 〇在院承旨俱有嫌 臺啓不爲出接 只史官

進去 而啓辭臺諫自書 直傳承傳色) 並不得一日再啓

�銀臺便攷� 卷10, 刑房攷 臺諫(投章徑行附).

　　兩司每日詣臺傳啓 六承旨俱有嫌 臺啓 不得出接 則臺諫自書 直傳承傳色 而史官則進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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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서 승 색(承傳色)을 통하여 계를 들 다. 임 으로부터 비답(批答)이 내려오

면, 승지와 사 이 청으로 가서 비답을 하 다. 원계(原啓)는 되돌려 하

여 넣어두고, 신계(新啓)는 잘라서 교축(傳敎軸)에 붙 다. 언 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건 하루에 두 번 계를 올릴 수 없었다. 승정원에 있는 승지들이 모두 피

(避嫌)하고 있는 이면 간에서 올리는 계사(啓辭)를 청으로 나가서 받아올

수 없으므로 단지 사 만 청으로 나아가되, 계사는 간이 직 써서 승정원으

로 거치지 않고 바로 승 색에게 하 다.

주서는 문서를 정서하고, 축 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승지를

도와 임 을 보필하는 데 보조 역할을 담당하 다. 이를테면 임 이 매우 간 히

고 원을 부르는 방식인 돈유(敦諭)를 할 때29)
29)왕명을 받들어 을 짓는 역할

은 승지가 맡았는데 그 승지가 지은 을 정서(正書)하는 일은 당후(堂後)에서 맡

았다.30)30)여기서 말하는 당후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승정원의 뒤편 구역에 있는 주

서의 업무 공간을 가리킨다. 당후에서 정서하여 그 작성한 문서를 임 께 들이는

데, 승정원을 통하는 정식 차를 피해서 사알(司謁)을 시켜 들이는 간편한 차

를 밟았다. 임 이 고 원들에게 우를 갖추어 을 보내는 방식인 돈유나

유(傳諭)를 행하기 해서 실주서나 사 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은

실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 께 하직하는 차로 숙배를 해야 했다. 가주서가 가

는 경우에는 실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직하는 차를 밟지 않았다.31)31)

주서는 규장각의 각신(閣臣), 그리고 승지, 한림과 함께 임 과 원들이 매일

편 (便殿)에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상참(常參)에도 참석하 다. 단순히 참석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상참에 참석하는 동반(東班) 서반(西班) 원들의 명단과 앉는

29) 홍순민, 2006 ｢조선후기 원의 궁궐 출입과 국정 운 ｣, �역사비평� 76 8월호, 역사비평

사, 417-450면.

30)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出納 ; �銀臺便攷� 권2, 吏房攷 敦諭

敦諭 有承旨製進之命 則從下位製進(敦諭文 堂后書之)

31) �銀臺條例� 吏攷 敦諭

自堂后正書 以司謁入啓 凡敦諭及傳諭 出去外方時 實注書及兼春秋 方帶實職 故下直肅拜

而假注書 則非實職 不爲下直(癸卯八月初三日筵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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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인 좌차(座次)를 는 일을 맡았다.32)32)주서는 한 명이 조강(朝講), 주강(晝

講), 소 (召對) 등 경연에도 참석하 다.33)33)

궁궐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궁궐에서 근무하는 무 가운데 임 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선 과 도총부 낭 이 자물쇠를 채우고 여는 행 에 한 감독을 나

어 맡았다. 그런데 경복궁의 추문(迎秋門)과 창덕궁의 호문(金虎門)에 한

감독은 주서가 맡았다.34)34)이 두 문은 조 (朝官), 곧 임 을 만나러 오는 정규

원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었기에 궁궐과 조 의 궁궐 출입 사정을 잘 아는

주서에게 감독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의 주된 업무인 왕명 출납이란 각 서에서 임 에게 올리는 공문서를

수하여 임 께 올리고, 임 이 그에 하여 어떤 단을 더하여 내리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해당 서에 발송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기록물들을

축 하여 책으로 편집한 결과물이 �승정원일기�다. �승정원일기� 작성의 궁극

책임은 승지가 지고 있었지만, 실무 담당자는 주서 다. 주서는 승지가 임 의 국

정 운 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생하는 보조 업무를 담당하 다. 주서의 업무 가

운데 주축을 이루는 것은 기록에 련된 일이었다.

32) �銀臺便攷� 권4, 禮房攷 常參

各司 舉案俱爲來到 則東西班班次 以加資坐次書入 而班次注書書之 圖本畫員圖之 書吏書

之(閣臣承旨翰注 并不書於東西班座目 而只入於班次圖 …)

33) �銀臺條例� 禮攷 經筵

○朝講 領事一員(有故 則政府東西壁知中樞中 牌招代行) 經筵一員 特進官二員 承旨一員

玉堂上下番 兩司(長官進參 同常參)各一員 注書一員 翰林上下番 入侍

�銀臺便攷� 권4, 禮房攷 經筵

領經筵事一人(三公例兼) 知經筵事同知經筵事中一員 特進官二員(成宗朝 命於朝講輪回入侍

中宗朝 命於晝夕講 幷爲入參) 承旨一員 玉堂上下番 兩司各一員(兩司俱無則頉禀) 注書一

員 翰林上下番各一員 入參

34) �銀臺條例� 兵攷 闕門城門

○闕門開閉時 宣傳官 摠府郞 分掌 監鑰(迎秋門則注書 〇昌德宮則金虎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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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서(吏胥)

승정원의 이서로서는 서리(書吏)가 있었다. 승정원의 서리는 처음에는 22인이었

다가 조 �속 �에서 25인으로 늘었다. 서리들은 우선 여섯 명의 승지들에게

각 한 명씩 배속되었다.35)35) 체 으로는 25명의 서리들이 돌아가며 육방의 일을

나 어 맡았다.36)36)여섯 승지는 모두 매일 청사로 출근하는데, 매일 아침 승지와 주

서 등이 청사에 들어가는 를 마친 다음에는 서리가 육방에서 처리할 문서를 엎

드려 고하도록 �육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37)37)

도승지가 새로 부임하면 3일 안에 승정원의 구성원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권슬

례(拳膝禮)를 행한다. 권슬례는 말하자면 기 장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는 인

셈이다. 이 때 서리가 무릎을 꿇고 칠사(七事)를 고한다.38)38)칠사의 구체 인 내용

은 알기 어렵지만, 서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육방 서리 가운데 이방(吏房) 소속의 서리들이 가장 시되었다. 이방 서리에게

죄가 있으면 도승지에게 고한 뒤에 죄를 다스린다.39)39)서리 가운데 가장 서열이 앞

서는 이방 서리에 한 처벌을 그를 지휘하는 도승지에게 알린 뒤에 시행함으로써

이방 서리의 신분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리에 한 자료

35) �大典 通� 권1, 吏典 京衙前書吏

承政院(承旨各一 ○二十二 [續] 二十五)

36)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吏胥

書吏二十五人 輪回分掌六房

37)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總例

○六承旨 每日仕進(牌招啓辭未下 則翌日毋得循例仕進) 先從下位 分門入廳 根揖而坐 注書

楹外禮數 書吏俯告六房公事(從二品承旨 爲西壁 則不爲出廳)

38) �六典條例� 권2, 吏典 承政院 院規

○新除都令 三日內諸位備員 則行拳膝禮(書吏跪告七事)

�銀臺便攷� 通攷 院規

都令公新拜 三日內位齊 則行拳膝 古風

39) �銀臺條例� 故事

吏房書吏有罪 則告于都令後 治罪

�銀臺便攷� 通攷 院規

吏房書吏有罪 則告知于都令後 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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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드물어서 서리의 실체를 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서리가 승정원의 문서

작성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 음은 명확하다.

5) 도 (徒隸)

도 는 평민 혹은 천민 신분의 보조 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도 는 일곱 부

류에 총 81명이 있었다.40)40)사령(使令)이 35명인데 실제로는 12명을 더 뽑았다. 가

출인배(加出引陪) 청좌사령(請座使令)이 14명, 인배사령(引陪使令)이 6명이었

다. 사령은 원이나 이서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의 일들을 수행하 다. 구종(驅從)

이 6명이다. 구종은 승지들이 행차할 때 수행하는 일을 하 다. 수공(木工)이 3명

인데 3명을 더 뽑았다. 수공은 물 긷고 청소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루원군사(待

漏院軍士)가 2명인데, 루원을 지키는 군사들이다. 루원은 궁성 문 밖에 있어

승지들이 입궐할 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승정원에는 이처럼 유품 외에도 이서 도 가 상 으로 다수 배치되어 있었

는데, 이는 승정원에서 담당한 실무의 폭이 넓고 양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 이들이 각각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 는가. 특히 기록 리와 련된 도

들의 배치와 활동상을 살피는 작업은 승정원이 구체 인 실무를 어떻게 수행하

는가를 아는 데 필요한 과제다.

3. 동궐의 궐내각사와 승정원

1) 동궐의 궐내각사

승정원은 궁궐 안에 있었다. 승정원의 상과 기능을 살펴보기 해서는 우선

40) �六典條例� 권1, 吏典 承政院 徒隷

使令三十五名 實加出十二名 加出引陪及請座使令十四名 引陪使令六名 驅從六名 水工三名

加出三名 待漏院軍士二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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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과 궁궐 안에 있는 청들에 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궁궐은 청이다.

조선 기 태조에게 올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에서 궁궐을 임 의 존엄(尊

嚴)을 과시하고 정령(政令)을 내는 곳으로 기술하 다.41)41)임 은 궁궐을 벗어나는

일이 매우 드물어서, 임 이 직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에서 보자면 궁궐은 국정(國政)의 심이요, 최고의 부(官府) 다. 임 이

궁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임 을 곁에서 보좌할 원들이 궁궐에 들어와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궐에는 그러한 궁궐에 들어와 임 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활동하

던 원들의 서들이 배치되었다. 이를 묶어서 궐내각사(闕內各司)라고 하 다.

궐내각사에 응하는 것이 궐외각사(闕外各司)다. 궐외각사는 궁궐의 바깥, 곧

경복궁 화문 앞길 좌우에 배치되었던 일반 서를 가리킨다. 1865년(고종 2) 의

정부와 비변사가 합설되기까지 화문 앞길 바로 좌우에는 동쪽에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서쪽에 조, 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가 료기구의 추를 이루는 서들이었다. 그 배후 지역에는 그 밖의

많은 서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궐내각사는 통치체제의 정 에 있는 임 의 통치

력이 궐외각사로 달되어 행사되는 데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 다.

궐내각사의 구성과 배치 담당 업무는 정치 변동, 궁궐의 공간구조의

변천에 따라 달라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탔던 동궐(東闕)�창덕궁

과 창경궁을 해군 에 건할 당시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에 각각 궐내각사를 갖

추고 있었다. 1695(숙종 21, 을해)년에 일차 작성된 숙종 �어제 궁궐지(御製宮

闕志)�는 두 궁궐에 각각 궐내각사가 배치되었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 �어제

궁궐지�에 나타난 동궐의 궐내각사의 구성과 배치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42)42)

41)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3일(기해)

○都評議使司狀申 … 宮闕所以示尊嚴而出政令

42) 홍순민, 2011 ｢조선후기 동궐 궐내각사 배치 체제의 변동 ―�어제 궁궐지� �궁궐지�

의 분석을 심으로―｣, �서울학연구� 44 8월호, 서울학연구소, 83-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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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제 궁궐지� 동궐 궐내각사 치

No. 서 창덕궁 창경궁 비 고

① 승정원 인정 동 문정문 외

② 홍문 도총부 남 승정원 동

③ 빈청 연 문 외 승정원 동북 명칭:비궁당(匪躬堂)

④ 문 인정 서월랑 명정

⑤ 도총부 홍문 북 사옹원 동

⑥ 내병조 인정문 외남 태복사 서북

⑦ 상서원 인정문 외 선인문 내

⑧ 상의원 병조 남 선인문 내

⑨ 사옹원 선정문 외 내반원 남

⑩ 설사 인정문 외남
정해진 곳이 없음＊

＊移御于昌慶宮

則此兩司隨其空處而止接⑪ 연사 인정문 외남

⑫ 태복시 보루각 동남

⑬ 보루각 승정원 남

⑭ 내반원 희정당 남 건극당요화당 남

⑮ 시강원 시민당 동

�� 익 사 시강원 북

�� 내의원 홍문 북 명정 북

* 홍순민, 2012 ｢조선후기 동궐 궐내각사의 구성과 직장(職掌)｣, �서울학연구� 46 2월호, 서울학연구소

재인용.

동궐�창덕궁과 창경궁의 궐내각사 청사는 두 궁궐에 각각 배치되던 형태로부터

1689(숙종 15)년 무렵에 두 궁궐을 통합하여 창덕궁 한 군데로 몰아 배치되는 형

태로 바 었다. 창덕궁, 창경궁을 각각 하나의 단 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두 궁궐

체를 하나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창덕궁과 창경궁의 기능이 분

화되었고, 동궐이 비로소 하나의 궁궐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궁궐 운용의 폭이

넓어지고 도가 높아졌다.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궁궐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43)43)

43) 홍순민, 2012 ｢조선후기 동궐 궐내각사의 구성과 직장(職掌)｣, �서울학연구� 46 2월호,

서울학연구소, 177-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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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덕궁 궐내각사와 승정원

조선후기 동궐의 궐내각사의 변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비교

리 알려져 있는 자료로 유본 (柳本藝)의 �한경지략(漢京識略)�과 헌종 증보

편집된 �궁궐지(宮闕志)�가 있다. 이 두 자료는 어떤 체계를 갖고 기술되었다기보

다는 객 정보를 모아 놓았다. 이 두 자료와는 달리 서명응(徐命膺 1716~

1787)의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는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 나름의 주 을 갖고 기술하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보만재총서�는 서명응이 1780년 65세로 치사(致仕)한 뒤 1783(정조 7)년에

아들인 서호수(徐浩修)와 서형수(徐瀅修)를 시켜 자신의 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다. 그 가운데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이라는 부분의 네 번째 묘집(卯集)에 ｢건

(建官)｣이라는 이름으로 궐내각사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4)44)이 ｢건 ｣조

와 �한경지략�, �궁궐지�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궐 궐내각사의 체상을 재

구성해볼 수 있다.

｢건 ｣조에 포함된 궐내각사는 모두 39개 서인데, 이 서들을 단순하게 나열

한 것이 아니라 10개 직 (職官)으로 분류하 다. ｢건 ｣조에 나타난 10개 직 은

서명응 나름 로 기 을 세워 설정한 것이라 그의 에서 궐내각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이해 방식과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건 ｣조

의 39개 서에 �한경지략�과 �궁궐지�의 서들을 모두 합하면 43개 서가 된

다. 이 43개 서를 오늘날의 에서 재정리해 보면 가. 비서 직능, 나. 자문 직

능, 다. 물자 리 직능, 라. 경비 호 직능, 마. 후계 양성 직능, 바. 정무 직능의 6

개 직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44) �保晩齋叢書� 권52, 集類 41 �攷事十二集� 권4 ｢卯集建官｣闕內各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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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궐 궐내각사의 구성

직능 분류

�고사십이집� ｢건 ｣ �한경지략� �궁궐지�

1783(정조 7)년 1830(순조 30)년
1834~7

(헌종 즉 ~3)년

직 (職官) 서명 서명 서명

가.비서 직능

1.후설(喉舌)

<1-1>승정원 [1]승정원 ①승정원

<1-2>상서원 [11]상서원 ⑦상서원

<1-3>향실 [6-2]향실

10.궁액(宮掖)
<10-1>내반원 ⑭내반원

<10-2>액정서

나.자문 직능 2. 각(館閣)

<2-1>규장각 [2]규장각

<2-2>교서
[27]규 신부 [27-2]

당 [27-3]고문
⑱주자소

<2-3>홍문 [7]홍문 ②홍문

<2-4>경연청 [9-2]경연청

<2-5> 문 [8] 문 ④ 문

<2-6>춘추 [9]춘추

<2-7>승문원

다.물자 리 직능

3.선조(膳調)
<3-1>사옹원 [3]사옹원 ⑨사옹원

<3-2>내의원 [10]내의원 ��내의원

4.내부(內府) <4-1>상의원 [11]상의원 ⑧상의원

5.장차(掌次) <5-1> 설사 [12] 설사 ⑩ 설사

6.태복(太業) <6-1>내사복시 [25]내사복 ⑫태복시

라.경비호 직능 7.숙 (宿衛)

<7-1>내병조 [13]내병조 ⑥내병조

<7-2> 국 [26]보루각 ⑬보루각

<7-3>의장고 [13-2]의장고

<7-4>오 도총부 [21]오 도총부 ⑤도총부

<7-5> 장소
[14]남소 [14-2]서소

[22]동소 [22-2]북소

<7-6>선 청 [15]선 청

[17]무겸청

<7-7>별군직청 [23]별군직청

[17-2]충장 청

[24]충익장청

<7-8> 군청 [16]내삼청

<7-9>호 별장청 [18]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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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민, 2012 ｢조선후기 동궐 궐내각사의 구성과 직장(職掌)｣, �서울학연구� 46 2월호, 서울학연구소

재인용.

이 가운데 승정원은 가. 비서 직능에 포함된다. 비서 직능에 ｢건 ｣조의 후설

(喉舌) 직 과 궁액(宮掖) 직 을 포함하 다. 후설 직 은 임 의 목구멍이요

와 같은 기 이라는 뜻으로서 임 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외에 임 의 권 를 드러내는 새보(璽寶) 등 기물

들을 리하는 상서원(尙瑞院), 임 이 제사드릴 때 가장 긴요한 향과 축문을

리하는 향실(香室)이 여기 포함된다. 궁액 직 에는 내시들을 리하는 서인 내

반원(內班院)과 그 하 의 잡직 서인 액정서(掖庭署)가 있다.

승정원은 비서 직능에 속하는 서들 가운데서 첫손 꼽히는 서다. �궁궐지�,

�한경지략�, ｢건 ｣조 세 자료가 모두 궐내각사 가운데 가장 앞 자리에 승정원을

둔 것은 승정원의 비 이 매우 큼을 반 한 것이다. 승정원은 비서 직능 가운데서

첫손 꼽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임 을 정 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정운 체계

체를 시야에 넣고 보아도 승정원은 정 인 임 과 몸체를 이루는 료기구를 연결

하는 축이라는 에서 그 역할이 가장 큰 서라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의 구체

인 업무는 매우 폭이 넓고 비 이 컸다.

승정원이 하는 일은 � 회통�, �어제 궁궐지�, �한경지략� 등에는 공통 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장한다’고 되어 있다.45)45)매우 간결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7-10>국별장청

<7-11>수문장청

마.후계 양성 직능 8.보익(輔翼)

<8-1>시강원 [19]시강원 ⑮시강원

<8-2>익 사 [20]익 사 ��익 사

<8-3>강서원

<8-4> 종사

<8-5>강학청

바.정무 직능 기 타

[5]빈청 ③빈청

[5-2] 청

[6]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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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품고 있는 함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왕명이란 어떤 형식인가, 그것을 출

납한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이 질문은 료제의 운 , 왕권의 행사

등의 측면에서 좀더 깊이 그 실상을 악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건 ｣조에는 승정원은 ‘사방에서 올라오는 상소[章疏]와 여러 서의 문서를

받아서 의견을 덧붙여 임 께 아뢰고 이를 다시 해당 서에 되돌리는 일을 장

한다’고 되어 있다.46)46)｢건 ｣조가 의 자료들에 비해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해 다. 왕명의 실체가 그 출발은 개인이 올리는 상소와 서에서 올리는 각종

문서인 , 왕명의 달 방향이 왕으로부터 원 는 서로 일방 으로 가는 것

이 아니라 원들이 임 께 올리고[敷奏], 다시 되돌리고[復逆] 하는 방향이며

첩되는 과정임을 규명하 다.

3) 치와 동선

승정원은 청사가 궁궐 안,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에 있었다. 궁궐 밖에서

돈화문이나 호문을 들어가서 천교를 건 서 진선문과 숙장문을 통과하면 오른

편 산자락에 기 어 빈청이 외따로 자리잡고 있었다. 빈청 북쪽으로 길 건 맞은

편, 인정 동쪽 회랑의 남쪽 끝부분에 잇 자리에 청이 있었다. 승정원은 청

의 북쪽, 인정 동쪽 회랑에 잇 어 그 서편 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과 그 동편에 있는 사옹원(司饔院) 사이에 연 문(延英門)이 있었는데, 연

문을 들어가면 좌우에 건물들이 있는 사이로 길이 나있어 선정문(宣政門)에 가

닿았다. 연 문을 들어서기 에 서편으로 행각에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을 들어서

면 승정원의 정청(正廳) 역이다. 연 문을 들어서서 다시 서편 행각에 나 있는

45) �大典 通� 권1, 吏典 京官職 承政院

[原]掌出納王命

�御製宮闕志� 昌德宮 闕內各司 承政院

掌出納王命

�漢京識略� 昌德宮內各司 承政院

掌出納王命

46) �保晩齋叢書� 권52, 集類 41 �攷事十二集� 권4 ｢卯集建官｣[闕內各司] 喉舌職官

承政院 掌凡四方章疏 諸司文書 敷奏復逆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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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들어서면 문서고(文書庫)와 우사(右史) 당후(堂後) 등이 있는 승정원의 실

무 공간이다.

승정원은 북으로 편 인 선정 , 남으로 청과 빈청이 가까이에 있었다. 연

문보다 동편에 양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들어가면 그 북쪽 끝에 희정당이 있

었다. 희정당이 창덕궁의 (大殿)으로서 임 의 공간이었다. 승정원은 가

까운 곳, 임 을 지근 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동궐도(東闕圖)｣는 순조 말년 1827년 후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리청정할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궐 체를 세 하게 그린 기록화이다. 건물 명칭이 작은

씨로 쓰여 있는데, 승정원 주 일 의 건물들을 표기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빈청

청

숙장문

우사

승정원

희정당

인정

선정

당후

연 문

｢동궐도｣승정원 주 부분

｢동궐도형(東闕圖形)｣은 1908년 무렵에 작성된 동궐의 도면이다. ｢동궐도｣의 건

물 배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승정원 주 의 건물명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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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장문

승정원

우사
당후

인정

빈청

희정당

청

연 문

선정

｢동궐도형｣승정원 주 부분

4) 인근 서들과의 계

승정원은 그 인근에 있던 빈청(賓廳), 청(臺廳), 정청(政廳) 등과도 직능상

한 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건 ｣조에는 궐내각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나, �한경지략�의 ‘창덕궁내 각사(昌德宮內各司)’에는 포함되어 있다. 빈청은 �궁궐

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서는 아니나 임 을 보필하여 국정 운 의 추를

이루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의 공통 을 묶어 정무(政務) 직능

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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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청은 법 에서는 서로는 서술되어 있지 않고, 장소로서만 나타난다. 법 에

나타난 빈청은 경 을 가려뽑을 때 뽑는 주체가 되는 신과 이조의 당상 들이

모이는 장소,47)47)50세 이하 무 (武官)들을 상으로 무경(武經)을 읽고 해석하는

시험을 보게하는 장소,48)48)의정부에서 의정 후보자를 고를 때 신들이 모여 처리

하는 장소,49)49)왕세자의 이름을 정할 때 참여하는 여러 원들이 모여 의논하는 장

소50)
50)등 여러 용도로 쓰 다.

�어제 궁궐지�와 �궁궐지� 모두 창덕궁의 궐내각사를 소개하면서 ‘비궁당은 곧

빈청이다. 연 문 밖에 있고, 하나는 창경궁 승정원의 동북에 있다’고 되어 있고,51)51)

창경궁의 궐내각사를 소개하는 부분에는 ‘빈청’이라는 명목만 표기되어 있고 서술

내용은 없다.52)52)창경궁의 궐내각사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창덕궁의 빈청에 해서도 그 치만 표기했을뿐, 기능이나 용도에 해서는 별다

른 서술을 하지 않았다.

｢건 ｣조에는 빈청이 언 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오직 �한경지략�에만

‘빈청은 신(大臣)과 비국제재(備局諸宰), 곧 비변사의 여러 재상들이 입시(入侍)

하거나 청 (請對)할 때 와서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빈청이라고 부르고, 건물의

이름을 비궁당(匪躬堂)이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53)53) 서와 함께 공간을 주요

47) �大典 通� 권1, 吏典 薦擧

○經筵官抄選 大臣吏曹堂上 俱 賓廳抄啓

48) �大典 通� 권4, 兵典 試取

賓廳講 [續](年五十以下官 列書入啓 十員受點 承旨一員 都摠府堂上官 本曹入直堂上郞官

間一朔 賓廳 試講)

49) �六典條例� 권1, 吏典 議政府 枚卜

卜相有命時 相承牌詣賓廳 親書原任座目外封後 史官書臣謹封三字 大臣着押

50) �六典條例� 권1, 吏典 議政府 典禮

○王世子定名時 應參諸人 承命 議賓廳

51) �御製宮闕志�;�宮闕志� 昌德宮內各司

匪躬堂卽賓廳 在延英門外 一在昌慶宮承政院東北

52) �御製宮闕志�;�宮闕志� 昌慶宮內各司

賓廳

53) �漢京識略� 昌德宮內各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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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은 �한경지략�의 기술 방향에 따라 빈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빈청은 궁궐 안에 들어와 활동하는 원들 가운데 가장 고 의 원들인 신

과 비변사 당상들의 회의처이다. 그 자체 독립된 직장(職掌)을 갖고 있는 서 혹

은 서 하 의 기구는 아니다. 궁궐 안에서 이루어진 정무(政務) 기능의 주요 부

분이 이루어진 곳으로서 그 의미가 큰 장소이다. 특히 조선후기 이후 비변사의 정

치 비 이 커지면서 빈청의 용도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궁궐 안에서 행해진

법제 행정 활동과 더 나아가 임 과 고 주요 원들의 개별 행태를 추 할

때 그 공간 배경으로서 빈청은 주목해야 할 장소이다.

청은 � 회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육 조례�에는 사헌부

(詣臺)조에 상당히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은 매일 동트기

에 사헌부의 장인 사헌을 비롯한 원들이 모여 다담을 베풀며 일과를 시작하

는 장소이며,54)54)삼사가 연합하여 계를 올릴 때 승지와 사 이 가서 언 들과 함께

계를 달하고 함께 임 의 답변을 받는 장소이다.55)55)

청에 해서는 �궁궐지�와 ｢건 ｣조에는 없고 오직 �한경지략�에만 ‘ 청은

양사(兩司)의 여러 간(臺諫)들이 계를 올릴 일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머무는 곳

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56)56) 청 역시 서가 아니라 특정 기능을 담당한 공간으

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경지략�에 그 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창덕궁

승정원의 남쪽, 숙장문(肅章門)을 지난 곳에 있었다. 청은 사헌부, 사간원 등의

賓廳 大臣備局諸宰 入侍請對之時 來 之所 故謂之賓廳也 堂名匪躬堂

54) �六典條例� 권2, 吏典 司憲府 詣臺

○每日未明 臺長着押於分臺記 如無臺長 監茶監察着押分臺 古事 臺長每日 于臺廳 則必設茶

啖 其下位詣城上所 分臺出禁 故諸監察趁早齊 府中 首監察必先詣城上所監茶 以侯臺 同參

分臺 而諸臺有故不進 則監茶監察 替行城上所分臺 自城上所廢後 監察一員 日詣闕下 以俟臺

長之分臺出禁 而齋戒日 則出外公廨爲之 若無臺長 監察承牌入政院 承旨出坐 監察進拜 承旨

擧手傳呼茶時 監察拜退 或値殿座時 監察承牌陞殿 承旨傳呼茶時 則監察退出臺廳分臺

55) 와 같은 조

○三司合啓時 承史出詣臺廳 同爲傳啓 而亦同承批旨

56) �漢京識略� 昌德宮內各司

臺廳 兩司諸臺 凡有陳啓 來此住接之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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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言論) 활동과 승정원을 심으로 하는 문서와 정보의 유통 등 궁궐에서 이

루어진 정무 행정 활동의 기제(機制)를 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장

소이다.

정청은 � 회통�에는 공식 인 규정이 없다. �육 조례�를 통해서 간 으로

나마 이조(吏曹)의 원들이 개정(開政)하는 곳, 다시 말해서 인사 차를 진행하

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57)57)

이상 빈청, 청, 정청은 모두 특정한 기능을 갖는 건물 공간을 가리킨다. 서

로서 궐내각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정무 행정이나 정치

행 등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에서 �한경지략�에서 이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빈청에서 활동하 던 비변사, 정청에서 인사를 처리하

던 이조(吏曹), 청에서 언론을 담당하 던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이 모든 업무

를 임 과 연결하 던 승정원 등은 임 을 정 으로 하고 료제를 심으로 작동

되었던 조선왕조 국정 운 체계에서 매우 큰 비 을 차지하 다.

4. 승정원 내부의 공간 구성과 직능

1) 승정원 내부의 공간 구성

조선 후기 이후 창덕궁 승정원의 공간 구성과 각 공간의 기능을 가장 세 하고

소개하는 이 유본 의 �한경지략� 승정원 부분이다.58)58)

57) �六典條例� 권1, 吏典 吏曹 總例

○凡薦望問議參政 首堂進去 輔國判堂時 亞堂進去 而開政後 政廳爲重故 下位進去 獨堂開

政時 使郞官進去

58) �漢京識略� 昌德宮內各司 承政院

承政院 在仁政殿東延詔門內 掌出納王命 置吏戶禮兵刑工六房承旨 院有樓 扁曰六仙樓[又有

尙書省銀臺二扁額 幷李玄錫書] 正廳 奉啓字板 每曉諸承旨 仕進列坐啓版前 句檢該房文書與

事務 至申時後公退 承旨二員則直宿 有注書二員及事變注書一員 謂之假注書 其廳室在院北 故

謂之堂后[扁額徐文重書] 東樓扁曰四仙閣[李玄錫書] 堂后之東房 卽翰林兼春秋所居 扁曰右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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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은 인정 동편 연 문(延英門)59)59)안에 있다.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장한다.

이호 병형공 육방 승지가 있다. 승정원에는 루가 있는데 편액에 육선루(六仙樓)라고

쓰여 있다.[ 상서성(尙書省), 은 (銀臺) 두 편액도 있다. 모두 이 석이 썼다.] 승정

원의 정청에는 계자 (啓字板)을 모셔 두었다. 매일 새벽 모든 승지가 청사에 출근하

여 계 앞에 지어 앉아서 자신이 담당한 방의 문서와 사무를 처리하고 검한다.

신시(申時)가 되면 공무에서 물러가는데, 승지 두 사람은 남아서 직숙(直宿)한다.

주서 두 자리 사변가주서 한 자리가 있는데 이를 가주서라고 한다.60)60)주서의 청

실(廳室)은 승정원 북쪽에 있어서 이를 일러 당후(堂後)라고 한다.[편액은 서문 이

썼다.] 동쪽의 에는 편액이 사선각(四仙閣)으로 되어 있다.[이 석이 썼다.] 당후의

동쪽 방은 곧 한림(翰林) 겸춘추(兼春秋)가 거하는 곳이다. 편액은 우사당(右史堂)으

로 되어 있다.[조명정이 썼다.] 편액에 기거주실(起居注室)이라고 되어 있는데[정하

언이 썼다.] 주서의 직소(直所)이다.

방의 북쪽에 한 간짜리 작은 방이 있다.[속칭 곽방(槨房)이다.] 이는 곧 기주 (記

注官)이 사 (史草)를 보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루원(待漏院)은 호문 밖에 있다. 승지가 새벽에 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유본 는 규장각 검서 이었기에 승정원에서 근무한 이 없다. 유본 의 은

매우 세 한 묘사를 하지만, 때로는 정규 원이 아니었던 데서 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연 문을 연조문으로 기재하 고, 사변주서, 곧 사변가주서와 가주서를 혼동

하 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유본 의 은 ｢동궐도｣나 ｢동궐도형｣과 맞추어 보

면 승정원의 공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기사에 나오는 공간 명칭들에 번호를 매겨 보면 ①연 문, ②육선루, ③상서성,

④은 , ⑤당후, ⑥사선각, ⑦우사당, ⑧기거주실, ⑨곽방의 아홉 개가 된다. 이 공간

명칭들은 ⑨곽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개가 ｢동궐도｣에도 표기되어 있다. 이 공

간 명칭들을 ｢동궐도｣에서 확인하여 그 번호를 표기하면 다음 도면과 같이 된다.

堂[趙明鼎書] 又扁曰起居注室[鄭夏彦書] 注書直所 房北又有一間小房[俗號槨房] 卽記注官藏

史艸之所 故他人不敢入焉 待漏院 在金虎門外 承旨曉來候門鑰之所

59) ‘延詔門’으로 되어 있으나 ‘延英門’의 오기이다.

60) ‘事變注書’로 되어 있으나 ‘事變假注書’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사변가주서와 가주서는

별개의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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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④

⑤ ⑦

⑧

⑨

⑥

｢동궐도｣승정원 부분

｢동궐도형｣에는 건물이나 서 명칭이 드물게 기재되어 있다. 아홉 개의 공

간 명칭 가운데 ①연 문만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동궐도｣와 비견하여 보면 나

머지 공간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치를 확인하여 ①~⑨ 번호로 표기하면

다음 도면과 같이 된다. 이러한 기 공간 이해를 바탕으로 삼으면 각 세부 공간

의 기능을 살펴 으로써 승정원의 직능을 이해하는 데 일보 진 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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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①

④

⑤ ⑦

⑥

⑧

⑨

｢동궐도형｣승정원 부분

2) 정무 공간

승정원 동쪽 행각에 난 문을 들어서면 북쪽에 남향으로 정청이 있다. 정청은 정

면 5간, 측면 4간이다. 면과 후면의 각 1간은 복도나 로 쓰이는 간(夾間)이

다. 남북 가운데 두 간이 주간(主間)인데, 그 동쪽의 남북 두 간은 청(廳), 그 다

음 서편의 네 간도 2간씩 두 공간으로 나뉜 청이다. 청이 모두 6간이다. 이 부분이

육방으로서 승지와 그에 딸린 원역들의 업무 공간으로 보인다. 서편 두 간은 방

(房), 마지막 서편 끝 두 간은 루(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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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각은 인정 동쪽 회랑의 윗 층으로 짜여져 있는데 세 간이 루로서 ｢동궐

도｣에는 이 부분의 이름이 육선루(六仙樓)라고 기재되어 있다. 육선루는 승정원의

정청(正廳)이다. 그곳은 엄격한 규율이 통용되는 공간이다. 이를테면 도승지가 육

선루에 있을 때는 하 의 승지들은 (冠)과 (帶)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육선루에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이다.61)61)

조는 ‘육선루(六仙樓)’라고 친히 써서 당시 동부승지인 정후겸(鄭厚謙)에게

하사하기도 하 다.62)62)정조 에는 육선루는 공 인 자리�공좌(公座),63)63)곧 승정원

의 공식 인 심 공간으로 인식되었다.64)64)정조는 교를 육선루 벽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라고 하 다.65)65)육선루를 승정원의 가장 공 인 심 공간으로 인식하

음을 보여 다. 순조의 국장 당시 빈 (殯殿) 혼 (魂殿)을 선정 에 차리면서

그 안향청(安香廳)을 육선루에 설치하 다.66)66)조선후기 이래 육선루는 승정원을

표하는 공간으로 여러 시문에 등장하 다. 1881(고종 18)년에는 육선루의 서쪽

벽면에 창을 내어 인왕산 방면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67)67)육선루를 포함하여 승

61) �銀臺便攷� 권2, 通攷 院䂓 

○都令公上六仙樓 則下位令公 毋得脫冠帶上樓[都令公則從梯上樓]

62) �승정원일기� 71책, 조 44(1768)년 6월 8일(갑자)

上命賤臣入鍮硯 親書六仙樓三字 又書年月 賜厚謙 上笑曰 此硯一沾御筆 則爲注書之物矣

63) �승정원일기� 89책, 정조 15(1791)년 2월 14일(기미)

○禁府啓目 前承旨洪仁浩原情云云 傳旨問目內辭緣 惶恐遲晩 照法重繩 何如 判付啓 身爲

承宣 不能檢束司謁輩 以致不緊說話 出於六仙樓公座 而亦不能登時論罪

64) �승정원일기� 92책, 정조 19(1795)년 2월 28일(경진)

此疏令司謁 投之六仙樓 爾則百分參酌 爲先從重推

65) �승정원일기� 92책, 정조 19(1795)년 7월 7일(병진)

此後名以前銜 來呈如許之疏章 而使之接跡於延英門 現影於金虎門 則色承旨 當該堂上 亦施

投竄之典 以此傳敎 大書於古所謂六仙樓壁上

66)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제1책

○魂殿處所別單 宣政殿階上西行閣 祭器庫宣政殿階下西行閣 御齋室宣政門內東行閣 … 安

香廳承政院六仙樓

67) 申緯, �警修堂全藁� 제9책 花徑賸墨三

辛巳八月 至十月 六仙樓 近年鑿壁置窓 西山蒼翠 坌入樓中

雨過日落紅霞繼 奇絢天容滿禁扃 正在殿廊橫處望 西山聳作佛頭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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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일 는 1888(고종 25)년 3월 8일 우사당(右史堂)에서 일어난 불로 크게 탔

다. 이 때 승정원일기 역시 상당 부분이 소실(燒失)되었다.68)68)

3) 기록 리 공간

연 문을 들어서서 왼편�서쪽에 나 있는 행각 문으로 들어서면 승정원의 뒤편

역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모양이 크게는 같지만 서

로 다른 부분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 은 문서고(文書庫) 부분이다. ｢동궐도｣

에는 동쪽 행각에서 일자로 세 칸이 돌출된 모양인 데 비하여 ｢동궐도형｣은 승정

원 본청 건물에서 북쪽으로 돌출된 모양인데, 그 부분이 문서고인지가 분명치 않

다. 서쪽 행각은 인정 의 동쪽 회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동궐도｣에 그 부분에 사

다리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승정

원일기�를 보 했던 서고가 아닌가 짐작된다.

이 역의 심은 북쪽에 배치되어 있다. 동서 행각 부분을 제외하면 정면 4간

에 측면 1간 반 는 1간이 되는 건물이다. 면 반 간은 마루이다. 그 네 간 가

운데 동쪽의 두 간은 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한 간이 방, 마지막 서쪽 한 간이

헛간이다. 청 두 간 가운데 동편 한 간 그 동쪽에 연이어 있는 동행각 부분이

우사(右史)이고, 서편 한 간 연이어 있는 방 부분이 당후(堂後)이다.

당후는 태조 처음 제를 정비할 때는 추원에 속한 정7품의 원 두 자리

의 명칭 당후 (堂後官)으로 등장한다.69)69)1400년 정종 2년에 제를 개정할 때 승

68) �고종실록� 권25, 고종 25(1888)년 3월 8일(기미) ; �승정원일기� 136책, 고종 25년 3월

8일(기미)

初八日 政院啓 右史堂失火 雖卽撲滅 不至延燒之境 而東庫所藏外日記 多入於燒燼之中 萬

萬驚悚 失火根因 令該曹到底査覈 當該入直檢閱注書不能禁飭之失 在所難免 所當重勘 而本

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敎曰 雖卽撲捄 日記之多入燒燼 極爲驚歎 另飭收拾 仍

卽補充 此雖出於偶然 有關事體 當該檢閱注書 竝拿問勘處

金允植, �續陰晴史� 卷2, 高宗 25(1888)年 戊子 3월

初七日堂後右史堂失火 延燒左右房及政院六仙樓 玉堂望門日記多入回祿云 可驚

69) �태조실록� 권1, 태조 1(1392)년 7월 28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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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당후로 바 었다.70)70)그 뒤로 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당후는 엄 하게는 주

서의 업무 공간을 말하지만, 승정원 주서(注書)의 별칭으로 주로 쓰 다.

임 의 움직임�동(動)은 좌사(左史)가 쓰고, 말하는 바�언(言)은 우사(右史)가

쓴다는 이 표 은, 좌사가 언, 우사가 동 혹은 사(事)를 기록하는 것으로 바 기도

하면서 이후 역사 기록의 요성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는 용 인 표 으로 자

주 등장한다.71)71)좌사와 우사가 각각 어떤 직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

과 원들이 만나는 자리�연석(筵席)에 들어가 기록을 담당하는 원은 주서 한

명과 사 두 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 때 사 두 명을 각각 오른쪽 왼쪽에 둔다

하여 좌사 우사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우사라고 할 때는 주서가

아닌 사 (史官)�한림(翰林)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사당(右史堂)은 당후의 동편에 이어져 있는 청 한 간과 그 동편의 행각 부분

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사당은 공간상으로는 승정원에 속해 있지만,

기능 내용상으로는 사 들의 서인 춘추 (春秋館), 구체 으로는 문 (藝文

館)에 속해 있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中樞院 掌啓復出納及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等事 判事一 正二品 使一知事二同知事四僉書一

副使六學士一商議院事三 已上從二品 都承旨一左右承旨各一左右副承旨各一 已上正三品 堂

後官二 正七品 掾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餘權知

70) �정종실록� 권4, 정종 2(1400)년 4월 6일(신축)

○命門下侍郞贊成事河崙 更定官制 … 改中樞院承旨爲承政院承旨 … 中樞院堂後爲承政院

堂後

71) �태종실록� 권8, 태종 4(1404)년 9월 16일(갑인)

○甲寅 春秋館記事官等 上書請入侍便殿 不允 書曰 古 列國各有史官 凡君上之事 大而言

行政事 微而動靜云爲 無不詳錄 以示後世 有所勸戒 此先王設官之義也 故《傳》曰 動則左

史書之 言則右史書之 又曰 君擧必書 是以古先哲王 莫不置諸左右 欲其聞見明而記注詳也

殿下以天縱之學 博通古今 自踐祚以來 凡所施爲 動法古先 其御正殿而接大臣聽萬機 則必令

臣等入侍殿陛 而臣等親瞻天日之光 嘉言善行之宣布 大臣臺諫之啓事 皆得見聞 而少塞臣等

之職也 雖古先哲王之待史官 何以過哉 然殿下自春至秋 或御淸和亭 或御便殿 聽斷萬機 禮

接大臣 而不令臣等入侍 其間言語政事可法可戒 多矣 臣等居外 雖欲記之 末由也已 臣等竊

謂 非唯盛時之一虧 抑亦後之嗣君效之 而遂廢史臣之入 則非少失也 況今殿下 特令三府大臣

每日入侍 以贊治道 此誠希世之美法 而其間敷奏問答 亦宜臣等所當備記 以示後世 也 願自

今 聽斷萬機 禮接大臣之時 則雖於淸和亭便殿 必命臣等入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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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궐도｣에는 그 공간의 동쪽 행각 벽면에 ‘사선각(四仙閣)’과 ‘기거주실(起居注

室)’이라는 씨를 아주 작게 써놓았다. 조가 1758( 조 35)년 11월에 창덕궁에

들 을 때 승정원을 지나가면서 당후가 어디 있는가, 하번(下番)이 거하는 곳

이 어디인가 등 그 세부 공간에 해서 물었다. 하번이란 직을 서러 들어가지 않

은 사 을 가리킨다. 이에 조를 따르며 안내하던 좌부승지 성천주(成天柱)가 응

답하 다. 그 가운데 하번이 거하던 곳은 한 간(間) 짜리 공간으로 사선각(四仙

閣)이라고 부른다고 답하 다. 조가 사선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선이란 당후 셋

과 한림 하나를 지칭하여 을 달았다고 답하 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선각은

주서 셋과 하번 한림의 업무 공간임을 알 수 있다.72)72)

‘기거주’는 조선 기 이래로 주서를 가리키는 말,73)73)혹은 주서가 기록한 바를 가

리키는 말로 쓰 다. 1796(정조 20)년 8월에 �규장 운(奎章全韻)�이라는 책을 만

들었을 때 그 배포 상에 기거주실이 포함되어 있다.74)74)이로 보건 기거주실은

주서의 업무 수행 공간으로 추정된다. 사선각과 기거주실은 바로 붙어 있는 방으

로서 서로 깊은 연 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보면 우사당의 동편 행각 동북 구석, 기거주실의 뒷편

에 방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이 �한경지략�에서 말하는 ‘곽방(槨房)’으로 보인다.

1713(숙종 39)년 4월 원들이 춘추 에서 시정기(時政記)를 즉시 작성하여 납부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문제삼으며 논의를 할 때, 옛날 시정기를 작성하는 데

부지런한 사 은 하번일 때도 곽방에서까지 작성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

다.75)75)원래는 다른 곳에서 시정기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곳 곽방에서 잠시 기하

72) �승정원일기� 65책, 조 35(1759)년 11월 14일(경신)

上入延英門回顧曰 此何室乎 (左副承旨成)天柱曰 此政院矣 上曰 堂后何在 天柱曰 彼乃堂

后也 上曰 下番所居何在 天柱擧手而對曰 此一間是也 而所謂四仙閣也 上曰 何謂四仙 天柱

曰 三堂后一翰林故稱之 而揭板矣 上曰 然則上番 則漏於四仙矣

73) � 종개수실록� 권10, 종 4(1663)년 11월 16일(경진)

○大司諫金始振等啓曰 今之注書 卽古之起居注也 參下地望 亞於翰苑

74) �승정원일기� 93책, 정조 20(1796)년 8월 11일(계미)

○丙辰八月十一日卯時 … 上命書傳敎曰 御定奎章全韻 內閣印出 進呈內外閣玉堂藏書閣尊

經閣政院禮曹起居注室五處史庫四學分藏 而時原任臺臣閣臣卿宰侍從各邑鄕校 賜額書院分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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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까지 부지런히 작성하 다고 칭송하는 말이다. 이로 보면 곽방은 하번 한림이

거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 곽방에는 하번 한림이 쓰는 놋 벼루 유연(鍮硯)을 비하여 령하는 유연

지기가 배치되었다. 1762( 조 38)년 1월에 검열(檢閱) 임덕제(林德躋)라는 사람

이 임 께 문 에서 부릴 하 (下隸)가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충원해 달라고 하

는 청원을 하 다.76)76) 문 에 유연지기가 넷인데 한림이 입시할 때마다 유연지기

한 명은 하번 곽방을 지키고, 두 명은 상번과 하번을 따라가서 유연을 받들고 합

문 밖에 기하고, 한 명은 하궐의 문 에 있기 때문에 상궐 문 을 지킬 유

연지기가 빈다는 것이다. 상궐 문 은 실록을 안하는 요한 곳이라서 한 시

라도 비워둘 수 없는 데 하 의 분배가 매우 구차하니 유연지기 두 명을 더 채워

달라는 요구 다.

승정원의 우사 당후 일 는 주서와 사 한림이 함께 기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

간이었다. 주서와 사 이 승정원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 다는 사실은 이들의 업무

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과 이들이 승지의 지휘를 받았음을 보여 다.

5. 맺음말

승정원은 조선 기부터 말기까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서 다. �경국 �

부터 � 회통�까지 조선왕조 내내 “掌出納王命�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장한다”

75) �승정원일기� 25책, 숙종 39(1713)년 4월 10일(정사)

左議政李頤命曰 古之勤於修史 雖在下番之時 或修正於槨房 此則雖難 升上番後修正 例

也 而今此四人之尙不修納 極爲寒心

76) �승정원일기� 67책, 조 38(1762)년 1월 6일(경자)

(記事官 檢閱)林德躋曰 … 雖以鍮硯直言之 只是四名 而分處上下闕 每當入侍時 則一名守

下番槨房 二名隨上下番 捧硯在閤外 一名在於下闕本館 故上闕本館 則無守直之人 實錄奉安

重地 實非一時可空之地 而分排極甚苟且 事面亦甚未安 鍮硯直二名 加出立役 事甚便好 故

惶恐敢達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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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이 변한 바가 없다. 한 서가 담당하는 일을 규정한 문장치고는 참 간결

하다. 하지만 실제로 승정원이 하는 일, 승정원의 서로서의 비 은 그 게 가볍

지 않았다.

왕명이란 임 에게 올라가고 임 이 보고 재가하여 내리는 모든 문서를 가리킨

다. 출납이란 여러 행정 서에서 임 께 올리는 문서를 “수납”하여 임 께 올리

고, 임 이 서들에 내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서에서 임 께 올리

는 문서는 원칙 으로 모두 승정원에 수하 다. 승정원은 이를 검토하여 임 께

올렸고, 임 이 계하(啓下)한 문서는 다시 승정원을 거쳐 해당 서로 해졌다.

문서 출납은 단순한 달 행 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서에 해서, 임 에

해서도 잘못된 문서는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규정 로 되지 않을 경우 출납을

거부하기도 하 다. 문서 출납은 자연히 임 에 하여는 정보 리 자문을 하

는 동시에 서에 하여는 감독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겸하는 일이었다.

승정원의 원역(員役) 구성은 다른 서들과 비교하면 매우 독특하 다. 승정원

에는 유품 (流品官)으로서 주로 당상 이 임명되는 승지 여섯과 정7품의 주서 셋

이 있었다. 같은 등 의 당상 이 여섯이나 있는 는 없다. 한 당하 이 없이

참하 인 주서 셋만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인(中人) 신분의 행정 실무자인

이서(吏胥)와 평민이나 천민 신분의 허드렛일을 하는 도 (徒隸)는 다른 서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원역 구성은 조선 기의 모색 단계를 거쳐 �경국 �

에 정착되었고, 그 이후 조선왕조 내내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승지는 이호 병형공(吏戶禮兵刑工) 육방(六房)의 일을 나 어 맡았다. 원들

이 임 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는 입시(入侍), 강연(講筵), 약방 입진(入診) 등

거의 모든 자리에 참여하 다. 국왕의 최측근 시종신으로서 국왕의 공 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비 사항, 참여 인원에게 통보하는 일 등을 검

하 으며, 임 과 료기구를 연결하는 정무 인 업무 반을 담당하 다. 승지는

임 이 임 으로서 체통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자 다.

주서는 승정원을 통해 출납되는 왕명, 곧 부분의 공식 행정문서를 리하고,

연석에서 임 과 원들 사이에 오가는 화 내용을 기록하 다. 주서는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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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 들을 지휘하여 이 기록들을 한 달 단 로 정리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

하는 실무를 담당하 다.

서리들은 승정원의 각종 행정실무를 담당하 고, 문서를 옮겨쓰는 일등 기록에

한 실무를 담하 다. 도 는 각종 허드렛 일을 담당하 는데 사령(使令), 구종

(驅從), 수공(木工), 루원군사(待漏院軍士)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궁궐에는 임 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활동하던 원들의 서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를 묶어서 궐내각사(闕內各司)라고 하 다. 승정원은 궐내각사를 총 하는 실무

를 담당하는 서 다. 창덕궁에서는 임 이 기거하는 에 가까운 치, 곧 인

정 동쪽 회랑 바깥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승정원에 인 하여 사헌부와 사간원

언 (言官)들의 직소(直所)인 청(臺廳)이 있었고, 그 남쪽에 비변사(備邊司) 당

상(堂上)들의 회의실인 빈청(賓廳)이 있었다.

청의 언 들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가까이 있

는 주서의 기록을 바로바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 다. 주서의 기록

은 더 나아가 빈청을 비롯한 주요 원들에게도 가장 기본 인 정보 자료로 활용

되었다.

승정원은 승지들의 정무 처리 공간인 육선루(六仙樓)와 그 부속 공간, 그리고

주서가 기록을 리하는 공간인 당후(堂後)로 구성되었다. 당후와 붙어서 우사(右

史)가 있었는데 이곳은 사 (史官) 한림(翰林)들의 근무 공간이었다. 당후 우사와

인 하여 있는 사선각(四仙閣), 기거주실(起居注室), 곽방(槨房) 등은 주서와 사

이 사 를 작성하고 리하는 공간이었다. 주서와 사 이 승정원의 같은 공간을

사용하 다는 사실은 이들의 업무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 이들이 함께

승지의 지휘를 받았음을 보여 다.

승정원은 정무 기능에서도 임 과 료기구를 연결하는 가장 요하고 비 이

큰 서 을 뿐만 아니라 기록 정보를 기록 수집하여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집결처이기도 하 다. 승정원은 임 과 료기구를 연결하는 치에 있었다. 승정

원은 그래서 임 의 “인후(咽喉)”, “후설(喉舌)”로 불리는 서 다. 승정원의 업

무는 임 이 하는 일이 국정 반에 걸쳐 있는 것에 비례하여 매우 폭이 넓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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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컸다.

승정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은 임 과 료기구의 정무 연결과 그 운

용을 더 깊이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 인 작업이다. 승정원과 그 소속 원역의 직무

를 세 하게 규명하기 해서는 공간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하

는 일을 치 하게 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을 해서는 법 을 넘어

서 연 기와 개인 기록 등을 통해서 실제 인물의 동선을 추 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이 그러한 진 을 한 기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논문투고일(2016. 11. 21),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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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 and Spatial Structure of Seungjeongwon in the Late

Joseon Dyansty

Hong Soon Min

The Seungjeongwon(承政院) was a government office which received and delivered the 

king's orders. The orders of the king were in document form.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eungjeongwon was the central office in the Gweolnaegaksa(闕內各司 offices situated 

within the palace) and was placed closely to the king’s residence within the 

Changdeokgung Palace(昌德宮).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at the Seungjeongwon consisted of six Seungjis(承旨 royal 

secretaries) who were mostly Dangsangkgwan(堂上官) officials and two Juseos(注書

chroniclers). This was quite different from other government offices which had a smaller 

number of high ranking officials and had a higher number of lower ranking officials. 

The Seungjis were in charge of all state affairs which connect the king and bureaucratic 

offices. Seungjis also served as managers by standing by at the side of the king and 

serving him to rule with dignity. The Juseo was in charge of assisting the Seungji while 

he serves the king’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The main responsibility of the Juseo 

concerned record-keeping.

The Seungjeongwon was situated at the outer side of the east corridor of the 

Injeongjeon(仁政殿) in the Changdeokgung Palace. It was close to the king's residence and 

next to it were the Bincheong(賓廳), a meeting place for the the Dangsang members of 

Bibyeonsa(備邊司 the Border Defense Council), and the Daecheong(臺廳), the office for 

the Daegan(臺諫)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remonstration and monitoring. The 

Seungjeongwon served as a bridge that connects the king with these offices. 

The Yookseonroo(六仙樓), a part of the upper corridor east of the Injeongjeon, was 



42 奎 章 閣 49 ․

used as the official office for the Seungjis of the Seungjeongwon. Behind the space for the 

Seungjis of the Seungjeongwon were the Dangwho(堂後), the official space for the Juseos

and the Woosa(右史), the space for the historians. 

The Seungjeongwon delivered various appeals by individuals and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es and conveyed the king’s documents back to those relevant, thus serving 

as a two-way connection. The Seungjeongwon acted as the throat of the bureaucracy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was the tongue of the king, and therefore was the most 

important office in state affairs. 

Key words : Seungjeongwon(承政院), Gweolnaegaksa(闕內各司), Delivering the King’s 

Orders, Seungji(承旨), Juseo(注書), Historians(史官), Yookseonroo(六仙樓), 

Dangwho(堂後), Woosa(右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