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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擧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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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擧行條件의 制定

3. 承政院의 書入

4. 擧行條件의 啓下와 공표

5. 맺음말

록: 이 연구는 조선 후기 왕명 체계 하나인 거행조건의 제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承

政院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다. 거행조건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국왕의 傳敎나 논의된 내용 거

행할 사항을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이후 계하 등의 과정을 거쳐 조보

에 반포되는 왕명 체계 하나이다. 거행조건은 이미 고려에서부터 통용되던 조건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 으로 개 선조 재 이후부터 통용되던 것이 아닐까 추론해보았다. 내용

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운 역에 걸쳐서 제정되며, 정치 귀감이 되는 내

용이나 정치 시비와 련된 정 등도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긴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되기도 하 으며, 국왕의 단에 따라 는 특정 사안을 장하는 서의 장 이나 업무와

련된 원이 직 교를 듣는 경우, 이미 시행된 일 등은 거행조건에서 제외되었다. 연석에서

거행조건이 결정되면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보고하 는데, 이 행은 인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거행조건은 注書가 일차 으로 작성하고 이를 承旨가 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과정

에는 간이나 련 내용을 말한 사람 등에게 啓草를 받거나 문의하여 거행조건에 반 하는 것

이 행화되었다. 한편 작성 과정에는 승정원의 내부 체계가 작동하 는데, 승지가 주서의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일부 내용들이 변개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거행조건은 당일에 정서해

서 보고하는 것이 행이었으나, 주서가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18세기 반에

는 3일 내에 보고하는 것이 행화 되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 2014S1A5B5A02013647)

** 명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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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이 보고되면 국왕은 당일에 계하하는 것이 행이었다. 이런 행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정의 신속한 운 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계하 이후에

는 각 기 에 분부하거나 조보에 내어 공표하 다. 이 게 공표되면 이에 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시 왕명은 다양한 계통이나 체계를 통해서 하달되었다. 단, 아직

까지 그 계통이나 체계조차 분명하게 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이에 한 규명을 바탕으로

왕명 연구에 한 심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작성된 것이지만 당 의 국

정 운 이나 정치 세력의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을 자인하다. 향후 보다 구

체 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 擧行條件, 承政院, 注書, 王命, 筵席

1. 머리말

왕조국가에서 국왕은 인사권을 비롯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등 국가 운 의

모든 역을 책임지는 존재로, 그 존재감은 王命의 發令을 통해서 효력이 발휘된

다. 왕명은 국왕 개인의 의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국정 운 과정에서 생된 결과

물이기도 하다. 조선시 왕명은 다양한 계통이나 형식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흔히

알려진 敎書나 敎旨, 備忘記 등이 있으며, 본고에서 상으로 하는 擧行條件도 그

하나의 이다. 擧行條件은 약칭으로 擧條 혹은 擧行條 등으로 불리기도 하 는데,

왕명 그 자체이자 왕명문서1)이기도1)하다.

1) 재까지 고문서 분류 체계에서는 왕명 련 문서를 ‘國王文書’라 분류하고, 이 분류에 敎

書나 諭書, 有旨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최승희, 1989 �증보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

업사) 본고에서 다루려는 거행조건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 啓文類의 하 구

분으로 거행조건을 묶어 간행한 바가 있으나(한국학 앙연구원, 2007 �고문서집성 86-서

산 교 경주김씨편�), 별도의 분류 체계로까지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이 게 된 이유는

거행조건을 주목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거행조건이 독립 인 문서로 존재하기 보다는

목이나 의궤 등에 포함되어 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1788년(정조 12)에 제정된 ｢咸鏡

道觀察使咸鏡監營城餉庫節目｣(규 17210)에서는 국왕의 재가를 받은 거행조건을 수록하

다. 한 각종 의궤에는 ‘擧條秩’이라고 하여 별도의 목록 하에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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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왕명에 한 연구는 고문서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 국

왕 련 공문서를 ‘國王文書’로 분류하여 개 한2)
2)이후에 2000년 반 이후 개

별 인 왕명 문서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가 심화되었다. ‘국왕문서’라는

개념보다는 왕이 발 하고 왕의 의지가 문서화되었다는 에서 ‘왕명문서’로 할 것

을 제안하면서 조선 �경국 � 반포 이 까지 교서나 告身, 紅牌․白牌, 賜牌

등을 분석한 연구3)를3)비롯해 표 인 왕명 문서인 敎書의 연원이나 분류 작

성 등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다.4)4) 한 임명 련 敎旨나 승정원 官印을 踏印해

서 반포하는 有旨,5)5)신하들의 上奏文에 한 국왕의 下答인 ‘批答’6)6)등에 한 검

토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왕명 체계의 일부가 해명되기는 하 지만,

부분의 연구가 古文書學 차원에서 근되다보니 문서의 형식 검토에 치 한 면

이 없지 않다. 문서 차원에서 형식에 한 검토도 요하지만 동시에 당 국정

운 체계와 련해서 왕명을 이해하는 것도 요하다.

고문서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학계에서도 왕명에 한 검토가 일부 진행되

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왕명을 冊文, 敎書, 敎旨 등으로 나 어 개 인 검

토가 진행되었다.7)7)이런 가운데 해당 연구에서는 擧行條件의 개념과 작성, 그리고

조보와의 계 등에 해서 설명함으로써 거행조건에 한 략 인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거행조건에 한 이해가 왕명 체계나 국정 운 체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을 제기하 다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 윤음이나 교서와

비망기 등에 한 성과가 제출되었다.8)8)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시 왕명에 한 계

하에서 설명하듯이 거행조건은 독립 인 문서로 작성되었다. 향후 거행조건을 하나의 문

서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지에 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최승희, 1981 �한국 고문서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 박성호, 2011 �조선 기 왕명문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4) 노인환, 2014 �조선시 교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5) 유지 , 2014 �조선시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6) 심재권, 2008 ｢국왕문서 ‘비답’의 연구｣, �고문서연구� 32 ; 노인환, 2015 ｢조선시 비답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47.

7) 임천환, 2003 ｢�승정원일기� 왕명기록의 특징과 정보화방안｣, �한국사론� 37, 국사편찬 원회.

8) 김백철, 2011 ｢ 조의 윤음과 왕정 통 만들기｣, �장서각� 26; 이근호, 2014 ｢조선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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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고도 체계 인 이해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그 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거행조건의 제정 과정을 살피

고자 한다. 이어 국왕에게 書入되고 啓下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계하되지 않는 경

우에 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하 이후 分付되거나 조보에 頒示되는

과정을 추 할 것이다. 한편 거행조건의 제정 과정에서 승정원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거행조건으로 내릴 사항이 결정되면 이를 한 실무 인 차는 승정

원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왕명 출납이 요한 역할인 승정원의 기능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지 까지 왕명의 체계 속에서 승정원의 역할은 거의

주목되지 못했던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고에서 거행조건의 제정 과정과 이 과

정에서 나타난 승정원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단, 본고는 주로 거행조건

이 제정되어 반포되는 과정을 살핀 것으로, 이 과정에 반 된 정국 동향이나 정치

세력과의 련성 등에 해서 다루지 못한 은 한계이다.

2. 擧行條件의 制定

거행조건의 제정 과정에 한 해명에 앞서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실

록에서 거행조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1595년(선조 28) 1월 27일 사헌부의

계사로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9)9)

왕의 비망기 연구｣, �고문서연구� 44.

9) 재 국사편찬 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擧行條件’

을 검색하면, 원문으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례는 1593년(선조 26) 9월 9일 비변사의 계

사에 해 국왕이 지시한 교에서 등장한다. 비변사의 계사는 前日인 9월 8일 비변사 당

상 1인을 차출하여 군량을 담하게 하는 문제 등 10여개 조항에 해 국왕이 비망기

를 내린 것에 해 回啓한 것이다. 이 기록을 재 번역본에서는 “아뢴 로 거행할 條件

에 해서 承傳을 받들게 하라〔依啓 擧行條件 捧承傳〕”고 번역되어 있다. 번역의 타당성

에 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이후에 보이는 거행조건의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단되어

일단 제외하 다. 해당 기사에 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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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아뢰기를, “…( 략)…이달 25일 주강 때 臣 洪進이 아뢴 계사에서 거행조

건으로 抄出한 것에 疏漏한 것이 많고 本意를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사 인 주서를

추고하도록 명할 것을 청합니다.…(하략)”라 하 다.10)10)

사헌부에서 주서의 추고를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晝講에서 洪進이 발언

한 계사 거행조건을 출했는데, 이것이 소루하고 본의를 잃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晝講이라는 시간과 홍진이 발언한 내용 거행조건을 출했다는 것,

거행조건을 출한 원이 주서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즉 晝講 筵稟→거행조

건 작성→거행조건 열람 등의 체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이후

조선조 당 에 정의한 거행조건의 개념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거행조건 개념과 련해서 당 기록이 참고가 된다. 1684년(숙종 10) 4월 국왕

이 승정원에서 韓泰東의 罷職傳旨를 입하지 않은 것을 문책하자, 승정원에서는

거행조건이 계하된 뒤에야 지를 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 다. 이 기사에서 사

은 거행조건에 해 “榻前의 說話 에서 장차 거행할 것을 입시한 주서가 정서

하여 입계하는 것”이라 규정하 다.11)11)즉 榻前이라는 장소성과 함께 장차 거행할

것, 주서가 정서하여 입계하는 것 등이 거행조건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정조실록�에서도 이를 규정한 기록이 발견된다. 정조 에는 왕명의 하달이나

보고체계 등에 해서 여러 차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1793년(정조

17) 거행조건과 련해 국왕은 “故事에는 신하들이 연석에서 아뢴 말로 朝報에 낼

만한 것들을 승지가 抄出하여 朝紙에 실어 반포하는 것이 이른바 거행조건이다”12)12)

라고 규정하 다. 여기서 故事는 이 부터 당 까지 통용되던 행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 거행조건은 筵席이라는 장소성과 함께 조보에 낼만한 것, 승지가

출해서 작성하는 것 등 이라는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10) �宣祖實錄� 권59, 선조 28년 1월 庚子.

11) �肅宗實錄� 권15, 숙종 10년 4월 丁酉 “擧行條件 榻前說話之將所擧行 入侍注書正書

入啓之稱也.”

12)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6월 壬申 “故事 凡諸臣筵奏之可以出朝報 承旨抄出 謄頒朝

紙 此所謂擧行條件也.”



80 奎 章 閣 49 ․

1694년과 1793년의 기록이 약 100여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개념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 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

록을 取信한 상태에서 보면, 1674년의 기록과 1793년의 기록에서 주서가 정서한다

는 것과 승지가 출한다는 에서 일단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겠으나 이

는 거행조건을 書入하는 승정원 내부의 계통과 련된 것이기에 완 히 다른 내용

은 아닌 듯하다. 한 1793년 기록에서는 朝紙 즉 朝報를 통해 반포한다고 했으나

앞의 1694년 기록은 해당 기사가 없다. 이 역시도 뒤에서 검토되겠으나, 1694년에

서 이 부분이 락되었을 뿐이다.

이런 차이가 나는 記述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사에서는 榻前의 說話, 혹은 筵奏

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는 공통 이다. 결국 거행조건이란 앞서 洪進의 사례에

서도 보듯이 晝講 등의 연석에서 논의된 내용 거행할 사항을 승정원(승지 혹은

주서)에서 정서하여 입계하고 이것이 이후 啓下 등의 과정을 거쳐 조보에 반포되

는 왕명 체계 하나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 여기에는 筵席에서 행한 국왕의

하교도 포함된다.13)13)

한편 거행조건을 이 게 정의할 때 주목되는 것이 ‘條件’이라는 법령의 일종이

다. ‘조건’이란 국왕의 명령인 受敎가 법조문화된 것으로, ‘條例’․‘條令’․‘條劃’ 등

으로 불리기도 하 다.14)14)‘조건’은 이미 고려조에서도 사용되던 것으로, “科賞條

件”15)15)이 그 하나의 이다. 조선 기에 “奴婢決折條件”,16)16)“勸學事目一二條件”,17)17)

13) �承政院日記� 88책, 인조 22년 5월 25일 壬子, “凡引見時 自上下敎及筵臣所啓中 當爲擧行

之事 則政院抄出 于該司 然後覆啓處置例也.” 한편 ‘거행’의 의미에 해서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거행’은 사 으로 명령 로 시행한다거나 의식이나 행사 등을 치르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거행의 의미를 일단은 문서나 성책 자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한다

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거행조건에서의 ‘거행’이나 文簿 擧行

등에서 ‘거행’은 이상의 일반 인 의미와는 달리 문서의 효력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유통되고 보고되는 사후 리까지를 포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이에 한 추가 검

토가 필요하겠다. 이에 해서는 이근호, 2015 ｢합설 의정부의 “문부 거행”체계｣, �역사

와 실� 95, 134-135면 참조.

14) 박병호, 2012 �한국법제사�, 민속원, 69면.

15) �高麗史� 권27, 世家 27, 元宗 14년 윤6월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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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制條件”18)18)등과 같이 매우 범 하게 사용되었다. ‘조건’이 어떻게 작성되는가

하는 은 재 구체 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만

실록 등에서 악되는 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특정 서나 개인이 ‘조건’을 제정

해 국왕에 올리는 체계 다. 를 들어 “奴婢決折條件”은 의정부에서, “勸學事目一

二條件”은 權近이, “田制條件”은 호조에서 작성해 올렸고, 이를 국왕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법령화된 것이다.

이 게 본다면 거행조건과 ‘조건’사이에 다소 상이한 체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해볼 수 있다. 거행조건은 연석에서 발언이, ‘조건’은 청이나 개인이 제정한 내용

이 주가 된다는 이다. 이런 사실은 임란 이후에도 유효하다. 를 들어 1630년

(인조 8) 8월 13일 비변사의 계사에서 “황해감사의 狀啓로 인한 본사(즉 비변사)

의 覆啓 내에서 락된 조건이 있다고 교하 습니다”19)라고19)하는 발언을 통해서

보면 비변사에서 제정한 ‘조건’이라고 하여 역시 청에서 제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란 이후 기록을 보면 ‘조건’이 앞서 정의한 거행조건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를 들어 1626년(인조 4) 9월 승지 李明漢이

올린 계사에서 “경연이 罷黜된 뒤 승지가 주서의 草冊을 취하여 條件을 출하는

것이 규례입니다”20)라고20)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조건’이 거행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시기부터는 거행조건

과 ‘조건’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조건의 범

가 거행조건을 포함하는 보다 범 한 범주라 단되며, 거행조건은 조건에서 분

화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단되지만 추후 면 한 검토를 요한다.21)21)

16)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윤7월 己未.

17)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3월 戊寅.

18) �太宗實錄� 권22, 태종 11년 윤12월 乙丑.

19) �承政院日記� 31책, 인조 8년 8월 13일 庚申.

20) �承政院日記� 15책, 인조 4년 9월 14일 癸未.

21) 거행조건의 경우 ‘조건’과 마찬가지로 법령화된 내용이 확인된다. 를 들어 �新補受敎輯

錄� 吏典 京官職의 조항에는, “侍從臣父 年七十加資 本無古法 而中間 隨其陳情而爲之 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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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거행조건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이와 련해서 성종 에 경연과

인견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행조건으로 정리되기 시작하 다는 지 이 있다.22)22)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1487년(성종 18) 1월의 기사를 로 들었다.23)23)해당 기사는

승문원교리 柳陽春이 윤 에서 국정 운 을 한 7개 강령과 28개 조목을 진달하

고, 이에 해 돈녕부사 한명회 등이 논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본고의 심인 거행조건과 같은 개념은 등장하지 않으며, 이 밖에도 1487년 12월

이 조에서 제정했다는 興學條件24)이나24)1488년(성종 19) 8월 조에서 작성한

儒生檢擧條件25)
25)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조선 후기에 통용되는 거행조건

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흥학조건이나 유생검거조건 등은 조라는 특정

서에서 제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거행조건의 등장 시기와 련해 필자가 과문한 탓으로 재까지 분명하게 답변

해주는 자료를 찾지는 못하 다. 다만 이에 한 해명을 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 거행조건의 1차 작성자인 注書의 筵席 入侍 문제이다. 주서는

조선 건국 직후 문하부 소속으로 설치된 후 이후 승정원 직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是承重孫 此與侍從臣父有異 養父加資有窮 則推恩生父 亦多有之 依其例 特爲加資 【雍正

辛亥承傳】”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조항은 1731년( 조 7) 1월 4일 午時에 進修堂에서

약방의 入診이 있을 때 거행조건으로 제정된 것이다. “辛亥正月初四日午時 上御進修堂

藥房入診入侍…(中略)…洪致中曰 侍從臣父年七十加資 本無古法 而中間隨其陳情而爲之 今

則已成定制 蓋出於曲軫下情 有此推恩於所生也 前大司諫金致垕 卽贊善金榦之孫 前校理韓

顯謩 卽前牧使韓配義之孫也 皆早喪其父 而俱是承重祖也 推恩 雖未有前例 然侍從臣之有承

重祖年高 絶無而僅有 雖以後弊爲慮 似必不然 況近來推恩之人 或所後父職秩無可加 則追

榮於本生父 已多其例 此亦可爲旁照之道矣 如此之人 宜有特施之典 故敢達矣 上曰 此與

侍從臣父有異 今若永爲定式則非矣 然養父加資已窮 則推恩於生父 亦多有之 此亦依其例

特爲加資 可也出擧條”(�승정원일기� 717책, 조 7년 1월 4일 戊辰). 의 내용은 당일에

거행조건으로 제정된 내용 하나로, 이 기사가 축약되어 �신보수교집록�에 수록된 것

이다. 이 게 보면 거행조건도 향후 일부 내용이 법령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거행조건은 조건에서 분화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

22) �肅宗實錄� 권15, 숙종 10년 4월 丁酉 임천환, 2003, 앞의 논문, 118면.

23) �成宗實錄� 권199, 성종 18년 1월 庚午.

24) �成宗實錄� 권210, 성종 18년 12월 辛未.

25) �成宗實錄� 권219, 성종 19년 8월 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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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堂後 등으로 변경되었다가 태종 연간 승정원 직제에서 정7품 원으로 자리 잡

았다.

주서가 설치 기부터 연석에 참여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1467년(세조

13)부터 왕명에 따라 승지가 百司나 백 이 제출한 내용을 啓聞할 때 참석하도록

한 바 있으며, 1479년(성종 10)부터는 승지가 정사를 보고할 때 윤번으로 입시하

도록 한 바 있다.26)26)1479년을 후한 시기에는 경연에도 참여한 바 있으나,27)27)아직

은 공식 인 조치가 아니었던지 1491년(성종 22) 7월 승정원의 요청으로 주서를

史官의 例에 따라 경연에 입시하도록 공식 인 조치가 취해졌다.28)28)승정원에서 주

서가 입시하지 않으므로 기 에서 상고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상고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이후 주서의 연석 참여가 수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1595년(선조 28) 9월 사 과 함께 주서가 입시하여 원들이 奏達할 에

반드시 탑 앞으로 나아가 일을 기록하는 것이 한데, 주서 南晫 등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추고를 청하는 기록29)을29)보면 연석에서 참여하는 것이 이미 행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주서의 연석 입시가 공식 으로 확인되는 성종 반 이

후 거행조건이 제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로서

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앞서 거행조건이 처음 등장

한 기사로 제시한 1595년의 사례와 시간 인 간극이 크다. 이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서가 성종 반 이후 연석에

참여하 음에도 거행조건이 작성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재로서는 거행조건

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 이후가 아닐까 라는 추론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

치고자 한다.

거행조건이 제정되는 자리는 연석으로, 연석에서 논의된 筵說을 심으로 거행

26) 한충희, 2005 ｢조선 기 승정원주서 소고｣, � 구사학� 78, 21-25면.

27) �成宗實錄� 권103, 성종 10년 4월 丁未.

28) �成宗實錄� 권255, 성종 22년 7월 丙戌.

29) �宣祖實錄� 권67, 선조 28년 9월 己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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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결정되었다. 연설이 아닌 경우에는 거행조건이 작성되지 않았다.30)30)거행조

건이 제정되는 연석의 범 는 다양하다. 주강이나 조강, 석강 등의 경연 자리를 비

롯해 召對나 請對와 같은 引見, 藥房 入診,31)31)親臨 殿講32)이나32)儒生 殿講33)
33)등의

자리, 親鞫34)이나34)疏決,35)35)啓覆36)
36)등의 자리에서도 거행조건이 제정되었다. 심지어

發靷할 때 신료들이 입시하여 거행조건이 제정되었고,37)37)陵幸38)이나38)祈雨祭39)
39)등

을 지내는 자리에서도 거행조건이 제정되었다. 이 게 보면 형식을 불문하고 국왕

과 원들이 공식 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거행조건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연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거행조건은, 내용 으로 매우 범 해서 인사를 비롯해 군사, 사회 등 국정 운

의 부분에 걸쳐있다. 한 간의 避嫌啓에 한 비답도 거행조건에 수록하

으며,40)40)군신간의 酬酌 내용 귀감이 되는 발언도 거행조건에 수록하 다.41)41)

한 정치 인 시비와 련되는 내용도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었다. 거행조건과

30) �英祖實錄� 권32, 조 8년 8월 癸酉.

31) �承政院日記� 574책, 조 즉 년 9월 18일 戊午; �承政院日記� 577책, 조 즉 년 10월

26일 丙申 등.

32) �承政院日記� 584책, 조 1년 1월 8일 丁未.

33) �承政院日記� 601책, 조 1년 9월 18일 壬子; �承政院日記� 632책, 조 3년 2월 15일

壬申 등.

34) �承政院日記� 585책, 조 1년 1월 18일 丁巳.

35) �承政院日記� 589책, 조 1년 3월 25일 癸亥.

36) �承政院日記� 605책, 조 1년 11월 22일 丙辰; �承政院日記� 629책, 조 2년 12월 20일

丁丑 등.

37) �承政院日記� 582책, 조 즉 년 12월 16일 乙酉.

38) �承政院日記� 585책, 조 1년 1월 16일 乙卯; �承政院日記� 625책, 조 2년 10월 20일

戊寅 등.

39) �承政院日記� 597책, 조 1년 7월 21일 丙辰.

40) �承政院日記� 267책, 숙종 4년 11월 13일 庚戌.

41) 숙종 6년 典翰 崔錫鼎은 昨日 연석에서 의정 등이 “上下交孚” 등의 발언을 반복 으로

개진하 고, 국왕이 이를 가납한 것은 中外의 諸臣들이 능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므로 거

행조건으로 제정하여 이를 조보를 통해 반포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承政院日記� 277책,

숙종 6년 8월 3일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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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개는 細註로 “出擧行條件” 혹은 “出擧條” 등

으로 표시하여 해당 조항이 거행조건으로 제정된 것임을 표시하 는데, 특이하게

도 1727년( 조 3) 10월 6일의 기록 에는 거행조건이 하나의 기사를 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42)42)

해당 거행조건은 이른바 丁未換局 이후 소론 정권이 구성된 상태에서 국왕이

이미 사망한 노론4 신의 처리 문제를 거론하 고, 이에 해 부사 李光佐, 병조

서 沈壽賢, 이조 서 吳命恒 등이 의견을 개진하 다. 그리고 논의 결과 이미 金

昌集‧李頤命‧李健命 등에 해서는 削諡‧追奪‧毁院 등의 조치가 취했으므로 趙泰

采도 동일하게 용해야 한다며, 일단은 훼원시에 낭 을 보내 位版을 불태우라는

내용이 결정되어 이것이 거행조건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 시비를 정

한 내용도 거행조건으로 제정되기도 하 다.

연석에서 논의되어 거행조건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다양한 차나 방법 등이 있

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거행조건은 연석에 신과 비국당상 등이 참여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게 된다. 공식 인 국정 논의 과정의 결과이다.

그런데 더하여 신이나 원들의 상소43)
43)혹은 지방 의 장계 등이 제출되면 이를

연석에서 논의하고 그 일부가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었다. 논의 결과를 거행조건

으로 낼지는 국왕의 결정에 따랐다.44)44)

연설 지엽 이거나 閑談은 생략하기도 하 는데,45)45)이 경우에도 반드시 요지

는 기록하도록 하 다.46)46)여기서 閑談은 “尋常微細之事”나 “行語間支辭蔓語”등을

42) �承政院日記� 647책, 조 3년 10월 6일 戊子.

43) 1657년(효종 8) 5월 돈녕부사 이경석이 차자를 올렸는데, 이 차자를 비변사에 계하

다. 이경석의 차자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연석에 나아가 이를 탑 에서 진달하고 논의하

여 거행조건을 정한 바 있다(�承政院日記� 145책, 효종 8년 5월 14일 丙辰).

44) 1673년( 종 14) 훈련 장 유 연이 中旬試才와 련한 단자를 입계한 뒤에 계하되지 않

은 상황에서도 시재를 거행하게 할 것을 요청하여 국왕을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는 이것

을 거행조건에 낼 것인지를 물어 허가를 득한 바 있다. 이때는 거행조건에 내지 말라고

지시하 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면 거행조건을 낼 때는 국왕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알 수 있다(�承政院日記� 237책, 종 14년 12월 4일 己亥).

45) �肅宗實錄� 권22, 숙종 16년 4월 癸未; �肅宗實錄� 권39, 숙종 30년 2월 丙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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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한다고 보인다.47)47)다만 한담이 아니어도 거행조건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왕의 명령에 따라 거행조건에 내지 않은 것이다. 를 들어 1665년( 종 6) 국왕

이 병이 있는 왕 비를 수행해서 병 치료차 온양온천의 거둥을 생각하고 연석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 다. 許積이나 洪命夏 등의 논의를 거쳐 결국 거둥이 결정되었

는데, 이때 홍명하는 이를 명백하게 교로 내려 소신료들이 모두 알게 하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그러나 종은 이를 굳이 거행조건으로 낼 필요

는 없으며 前例를 참작해서 일은 추진하도록 하 다.48)48)왕명으로 거행조건에 내지

않은 사례이다.

한 1727년( 조 3) 2월에는 사 인 검열 민형수와 정익하가, 앞서 연신들이

얼굴을 들어 국왕의 용안을 본 것에 해 국왕이 엄 하게 분부를 내리자 자신들

은 국왕의 동정을 기록하여야 하기에 瞻望할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계로 볼 때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이에 해

국왕은 “이 뒤로 諸臣들이 우러러 보아야 할 일이 있을 에는 우러러 보도록 하

겠다”고 하 다. 주서가 이를 거행조건으로 써서 들이자 국왕은 이를 거행조건에

쓸 필요는 없고 단지 승정원에만 효유하라고 지시하 다.49)49)

이밖에도 특정 사안과 련해서 주무 서의 원이 직 참여하여 傳敎를 들으

면 거행조건에 수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를 들어 1659년(효종 10) 윤3월에

상평청에서 京中의 作粥賑濟事와 련해 계사를 올리면서 상평청의 원들이 “親

承傳敎”하 기에 거행조건을 내지 않았다고 하거나50)
50)1666년( 종 7) 2월에 호

사목을 주 하던 李慶億이 登對時에 역시 “親承傳敎”하여 거행조건에 내지 않고

바로 事目에 포함하 다고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1698년(숙종 25) 8

월 謝恩使 正使 徐文重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八包 문제가 논의된 바, 이때 八

46) �肅宗實錄� 권39, 숙종 30년 2월 丙子.

47) �承政院日記� 410책, 숙종 29년 3월 庚戌.

48) �顯宗實錄� 권10, 종 6년 8월 丙子.

49) �英祖實錄� 권11, 조 3년 2월 壬午.

50) �承政院日記� 155책, 효종 10년 윤3월 1일 辛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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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 이외에 더 이상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결정되었다.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승지

李思永이 이를 거행조건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를 묻자 書狀官이 “親承分付”했으므

로 거행조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 다.51)51)그러나 해당 장 등이 “親承傳

敎”하 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행조건에 내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

황에 따라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이 이미 시행된 경우도 거행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를 들어

1676년(숙종 2) 1월 승지 정지호가 탑 에서 이조 서 윤휴의 요청에 따라 靈林都

正 李翼秀를 서용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런데 이미 이익수가 서용이 된 상태이

므로 거행조건에 수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52)52)

요컨 거행조건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논의된 내용 거행할 사항을 승정원

에서 정서하여 입계하고 이것이 이후 계하 등의 과정을 거쳐 조보에 반포되는 왕

명 체계 하나이다. 이 같은 거행조건은 이미 고려조에서부터 통용되던 조건에

서 분화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 으로 개 선조 이후부터 등장한 것이 아닐까

추론해보았다. 거행조건은 내용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운

역에 걸쳐서 제정되었는데 간의 피 계에 한 비답, 귀감이 되는 논의 내용, 정

치 시비와 련된 정 등도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閑談은 제외되기도

하 으며, 국왕의 단에 따라 는 특정 사안을 장하는 주무 서의 장 이나

내용과 련된 원이 직 교를 듣는 경우, 이미 시행된 일 등은 거행조건에서

제외되었다.

3. 承政院의 書入

연석에서 거행조건이 제정되면 승정원에서 書入을 하 다. 승정원에서 서입하는

51) �承政院日記� 379책, 숙종 24년 7월 27일 己亥.

52) �承政院日記� 250책, 숙종 2년 1월 22일 乙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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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시작과 련해서는 1699년( 종 10) 1월 召對에서 논의된 내용이 참고가

된다. 당시 소 에 참여했던 宋浚吉은 자신이 조정의 반열에 참여한지 오래되었으

나 거행할 일, 즉 거행조건을 승정원에서 서입하는 규정이 없이, 연석에 입시했던

승지와 사 에게 바로 분부해서 거행하게 하 다고 하 다. 송 길이 지 한 “

”이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다. 단, 본인이 출사 이후에 목격한 행을 말한

것으로 단되지만 “書入하는 규정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국왕의 발언을 보면 잘

못 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좌의정 허 은 보다 구체 으로 거행조건이 서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특정

하고 있어 주목된다. 허 의 발언에 따르면 선조 까지는 서입하는 규정이 없었다.

즉 거행조건이 작성되기는 하 으나 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인조 때

부터 서입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 다. 시행의 계기는 任絖이 탑 에서

진달할 일이 있어 小紙에 기록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입시한 자리에서는 기

록한 내용을 모두 진달하지 못하자 입시한 자리가 한 뒤에 개인 으로 승정원에

小紙를 보냈고 승정원은 이를 그 로 써서 거행하 다는 것이다. 즉 서입하는 과

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행조건을 내어 시행하 던 것이다. 그 후 擧行 사항과

련해서 草記가 입계되었는데 국왕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몇 개 조항이 포함되자

크게 노하여 승지와 사 을 직시킨 뒤부터 서입 규정이 시작되었다고 하 다.53)53)

허 의 발언에 한 진 여부가 검증되어야 하겠으나 재로서는 이와 련된

더 이상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해당 기록을 取信할 수밖에 없다. 허 의

발언을 통해서 볼 때 거행조건의 서입은 개 인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는 별도로 서입하지 않았다.

연석에서 결정된 거행조건은 연석이 해진 뒤 승정원에서 書入하는 것이 행

이었다.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을 작성하는 주체는 注書이다. 인견시 설화는 당일 입

시주서가 연석이 해진 뒤 수정해서 들이는 것이 주서의 직책이라고까지 말해졌

다.54)54)통상 주서는 연석에 흔히 속기록장부 내지는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는 草冊

53) �承政院日記� 212책, 종 10년 1월 6일 庚子.

54)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21일 癸卯 “凡引見之說話 其日入侍注書 具旨罷出後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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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입시한다. 주서는 연석에서 발언을 재빨리 기록하거나 말이 길어 다 받

아 기 어려울 경우 강만 메모하고는, 연석에서 나와 기억을 되살리거나 같이

입시한 사 의 책과 비하여 이를 보완하 다.55)55)그리고 이 책에 근거해 거

행조건을 작성하는데, 이 경우 승정원의 승지도 참여하 다.56)56)

주서가 거행조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언 당사자에게 啓草를 받아 이를 포함

시키기도 하 다. 臺諫의 경우가 그러하다. 연석에서의 간 계사는 사후에 간이

연석에서 아뢴 내용에 한 啓草를 작성해 주서에게 달해서 이를 거행조건에 반

하는 것이 규례 던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1662년( 종 3) 장령 朴世堅이 避

嫌啓를 제출한 사례가 참고가 된다. 당시 주서가 작성한 거행조건이 국왕에게 입

계되었는데, 이 거행조건에 당 연석에서 啓達하지 않는 내용 다수가 포함되자

주서를 추고하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때 박세견은 “臺官이 계 를 써서 주서

에게 주는 것은 상례”라고 하면서 말로 진달한 것과 문자로 써서 들이는 것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 다.57)57)혹시라도 발언한 부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나아가 삼간다는 의미도 있다.58)58)공론 운 의 주체로서

간의 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간 이외에도 주서가 원에게 통지하여 내용을 문의한 뒤에 거행조건

을 작성하기도 하 다. 를 들어 1667년( 종 8) 5월 15일 국왕이 승정원에 하교

하여 거행조건 사헌 鄭知和의 피 한 내용 에 추가된 것이 있다고 하며 그

연유를 물은 바 있다. 이에 해 승지는 주서가 정지화에게 서간을 통해서 물어

정지화로부터 받은 답변을 수록했다고 진술한 있다. 그런데 이는 정해진 규례는

아닌 듯, 규례 로 행하지 않고 임의로 서간을 통해 물은 것은 해괴한 일이라고

正以入 乃是堂後職責”.

55) 정만조, 2003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 가치｣, �한국사론� 37, 국사편찬 원회, 14-15면.

56) �承政院日記� 162책, 종 1년 6월 25일 戊申 “所謂擧行條件 左右史書之 與入侍承旨 同

議抄啓 又經睿覽踏啓焉 然後乃爲行會 例也”.

57) �顯宗實錄� 권6, 종 3년 9월 庚子.

58) �承政院日記� 170책, 종 2년 8월 25일 辛未 “院啓 凡臺諫榻前啓辭 政院自當隨其所記 書

出于擧行條件 而入侍臺官 出而書草 于政院 往復點改 亦慮有差違處 而出於致謹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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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승지를 추고하고 주서는 직한 뒤 추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59)59)

그러나 주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은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다. 주서가 입시하

여 모든 내용을 草冊에 그 로 반 하여 기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숙

종 반부터는 거행조건 작성 때 미진한 내용에 해 奏事之人에게 물어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즉 1676년(숙종 2) 4월 吳始壽는 근래 거행조건

이 失實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를 들어 함경감사를 仍任하자고 건의한 것은 승

지이고, 경상감사에 해 추고를 청한 것은 신이 발언한 것인데 모두 “小臣之所

奏”라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사는 반드시 奏事之人에게 물어 자세한 내용을 갖

추어 서입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후 거행조건은 비록 당일 내 서입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奏事之人에게 문의한 뒤에 詳悉하게 서입하도록 하 다.60)60)

이 같은 거행조건의 서입 과정에서 승정원 내부의 체계가 작동되었다. 앞서 언

한 로, 거행조건은 기본 으로 주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서가 작성하

면 승지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61)61)즉 주서가 거행조건을 작성한 뒤에 그

본을 먼 승지에게 보여주어서 상의한 뒤에 락되는 것을 방지하 다.62)62)그런

에서 거행조건은 주서와 승지가 상의해서 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63)63)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승지가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 있다. 를 들어 1675

년(숙종 1) 당시 승정원 도승지는 睦來善이었는데, 당시 이조참 자리가 비어 있

어 본인이 이 자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석에서 목내선은 차 銓選과

련된 일을 언 하며 국왕의 에 들도록 하 다. 그리고는 이를 반 하고자 본

인이 직 거행조건을 작성하여 주서에게 주면서 연석에서 자신의 발언에 해 국

59) �顯宗改修實錄� 권17, 8년 5월 戊午.

60) �承政院日記� 253책, 숙종 2년 4월 18일 庚午.

61) �承政院日記� 127책, 효종 4년 6월 15일 己酉 “凡擧行條件抄出時 注書起草 承旨看過 必

須詳審無誤 然後入啓 例也.”

62) �承政院日記� 266책, 숙종 4년 10월 11일 戊寅 “擧行條件出入時 注書以其草本, 先示於入

侍承旨, 相議抄定 , 乃所以備遺漏錯誤之患也.”

63) �承政院日記� 141책, 효종 7년 8월 7일 壬午 “凡擧行條件抄出時 入侍注書 與承旨相議書

出 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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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답한 부분에 “경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쓰도록 한 것이다.64)64)결국 목내선은

숙종의 의 에 들어 그로부터 며칠 뒤 특별히 內廐馬 1필을 하사 받았고, 이조참

에 제수되었다.65)65)

심지어 연석에서 물러난 뒤 거행조건에 해서 내용의 첨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 다. 를 들어 1695년(숙종 21) 12월 인견에서 승지 윤덕 이 서원 첩설

의 폐단을 지 하고 이에 해 엄 하기를 요청한 이 있었다. 이에 해 교리

鄭澔가 윤덕 의 발언은 송시열의 화양서원을 지하기 한 것이라고 하며 비

하 다. 정호의 발언에 해 윤덕 은 물론이고 인견에 입시하 던 좌의정 유상운

역시 이는 화양서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며 변호하 다. 그러나 이미 숙종은 윤

덕 의 발언을 계기로 차후 첩설처에 한 청액소를 勿捧하라고 지시하 다. 윤덕

은 자신의 이 발언이 화양서원을 지칭한 것이라는 정호의 발언을 의식, 연석에

서 물러난 뒤에 기롱(노론측)이 있다는 발언을 듣고는 주서와 왕복하면서 “臣之所

論非專指華陽書院也” 라는 12 자를 첩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연석에서 물러

난 뒤 정치 장이 상되는 발언에 해서는 첩입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들

이 빈번하 던 것으로 보인다.66)66)거행조건의 서입 과정에 승정원의 내부 체계가

반 되다보니 일부 거행조건이 당 성을 띠거나 정치 세력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이 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다.

거행조건의 서입은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이었다. 만약 서입되지 않는 경

우에 국왕은 교로 그 상황을 묻기도 하 다. 를 들어 1652년(효종 3) 5월 국

왕은 昨日 인견시에 “禁倭譯與倭人相通有札事”와 련해서 의정과 논의하여 정

탈했는데 해당 일자의 거행조건을 서입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67)67)거행조건의 신

속한 서입은 국정 운 의 수행을 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다. 숙종 반에도 이러

한 례가 수되지 않고 翌日에 거행조건을 서입하는 것이 근례가 되었다는 지

64)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윤5월 己酉.

65)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윤5월 辛亥 같은 책, 윤5월 壬子.

66) �肅宗實錄� 권29, 숙종 21년 12월 辛丑.

67) �承政院日記� 123책, 효종 3년 5월 14일 甲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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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다.68)68)심지어는 서입이 한 달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를 들어

1675년(숙종 1) 연석에서 吏曹錄의 시행을 요청하여 이것을 거행조건에 수록하여

분부했어야 하는데, 1달이 지나 거행조건에 수록하 기에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경

우도 있었다.69)69)

단, 이 같은 지연은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미 숙종 반부터 奏事之人

과 내용을 왕복하여 자세하게 갖추게 한 것도 그 한 원인이기도 했으며, 시간

이 경과하면서 인견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주서가 이

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를 들어 1727년( 조 3) 10월 승지 趙

趾彬은 당일에 빈청의 次對가 있었고 이어서 嶺南御史를 인견하 으며, 약방이

한 입진을 하는 등 인견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주서 혼자 이를 감당하는 것

이 무리임을 지 하기도 하 다.70)70)

이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악되지는 않지만 이미 조 반에는 3일

내에 입계하는 것이 행화된 상태 다.71)71)아울러 승지의 주서에 한 감독을 강

화하는 차원에서 서입 이 에 승지가 궁궐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 다. 즉

1676년(숙종 2) 승지가 申時 이후 출거하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차후에는 당일에

입시승지와 주서가 함께 거행조건을 서입하도록 하 다.72)72)1729년( 조 5) 조 명

의 경우도 거행조건 작성을 리 감독하는 승지의 경우 거행조건을 내지 않는 경

우는 체직을 불허하도록 규정하 다.73)73)

요컨 연석에서 거행조건이 결정되면 승정원에서 서입하 으며, 이 행은 인

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거행조건은 주서가 일차 으로 작성하고 이를 승지가

68) �承政院日記� 278책, 숙종 6년 윤8월 26일 壬子 “凡入侍擧行條件 必於其日書入 例也 而

許多記事之際 或有怱卒疏略之患 故翌日書入 仍成近例矣.”

69)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9월 2일 丁亥.

70) �承政院日記� 648책, 조 2년 10월 19일 辛丑.

71) �承政院日記� 664책, 조 3년 9월 28일 辛巳.

72) �承政院日記� 250책, 숙종 2년 1월 19일 壬寅 “積曰 申後 則承旨出去 只委注書 故致有此

弊 今後 則令其日入侍承旨與注書 同修擧行條件 似當矣.”

73) �英祖實錄� 권23, 조 5년 7월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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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과정에는 간이나 奏事之人 등에게 啓草를

받거나 문의하여 거행조건에 반 하는 것이 행화되었다. 한편 작성 과정에는 승

정원의 내부 체계가 작동하 는데, 승지가 주서의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일부 내

용들이 변개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거행조건은 당일에 서입하는 행이

었으나, 주서가 거행조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18세기 반

경에는 3일내에 입계하는 것이 행되었다.

4. 擧行條件의 啓下와 공표

국왕에게 서입된 거행조건은 부분 국왕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다만, 서입 과

정에서 승정원에서는 거행조건의 내용에 해서 국왕에게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

다. 를 들어 1677년(숙종 3) 5월 승지 우창 이 앞서 연석에서 결정된 회령부사

鄭后亮의 자손의 상에 喪需를 제 하라는 명을 거행조건에 수록해서 올리면서, 이

같은 은 은 부터 있었고 간혹 王事를 하다가 사망한 재신이나 근시에게 베풀기

도 하 으나 정후량의 자손에게 내리는 것은 과람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해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 다.74)74)

서입된 거행조건에 해 국왕이 循例 로 계하하 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

다. 1660년( 종 1) 6월 당시 이조 서 洪命夏가 강원도에 있는 宮家 柴場의

를 건의한 바 있는데, 이 논의에 해 의정 정태화가 遠道의 柴場부터 하자

고 하자 국왕이 강원도의 여러 시장 가운데 궁가와 아문에 수된 곳을 조사해

하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춘천과 홍천, 강릉 등지에 있는 公主家의

시장 강릉을 했다고 감사가 장계로 보고하 고, 호조에서는 더하여 춘천과

홍천까지도 하자고 覆啓하 다.

이 같은 감사와 호조의 보고를 들은 국왕은 탑 에서 정탈된 내용은 강릉 한

74) �承政院日記� 260책, 숙종 3년 5월 3일 戊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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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인해 발론된 것이지 강원도 체에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강릉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 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을 근거로 강원도 시

장 궁가와 아문의 수지를 조사하여 하도록 하교한 것을 본도에 행회하

다고 하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 다. 여 히 국왕은 자신은 강

릉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이것이 거행조건에 락된 것이지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

고 하 다.75)75)국왕이 명령을 번복하자 삼사 언 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 고,

국왕은 자신의 뜻은 여 히 강릉에만 있다고 하면서 승정원이 입계한 거행조건에

강원도 한 도라고 混稱한 것을 물녘에 입계하여 순례 로 계하했다고 하 다.76)76)

종의 발언은 다소 궁색한 변명같아 보이지만 순례 로 계하하 을 경우 국정 운

에 요한 문제 을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부분 입계된 거행조건은 검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국

왕은 이를 다시 승정원에 내려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거나,77)77)발언의 당사자에게

이를 보내 확인하도록 하 다. 를 들어 1658년(효종 9) 11월 승정원에서 거행조

건을 서입하자, 국왕은 거행조건의 내용을 송 길이 발언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인에게 이를 다시 문의한 뒤에 올리도록 하 다. 이에 입시주서가 송 길에게 서

신을 보내 착오 여부를 문의하 다. 그러자 송 길은 자신이 직 起草하여 이를

승정원에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거행조건을 작성한 바 있다.78)78)

의문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지시하 다. 를 들어

1652년(효종 3) 3월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을 서입하자 국왕은 그 내용 “江都米

用舊蓄新事”에 해서는 신이 품처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할 뿐 거행할 일이

75) �顯宗改修實錄� 권3, 종 1년 6월 丙戌.

76) �承政院日記� 162책, 종 1년 6월 24일 丁未.

77) �承政院日記� 124책, 효종 3년 9월 1일 己巳 “以八月二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時 擧行

條件 傳曰 事多未盡 詳察改入.”

78) �承政院日記� 153책, 효종 9년 11월 8일 辛丑 “洪處大啓曰 以十一月初八日擧行條件 傳曰

此宋浚吉所啓 則更問于當身 詳察以啓事 命下矣 宋浚吉所啓之言 入侍注書 書 于宋浚吉處

問其錯誤與否 則浚吉親自起草而 故一依其草書入 似無更問之事矣 敢啓 傳曰 知道.” 이

밖에도 �承政院日記� 156책, 효종 10년 4월 22일 壬子 등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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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도 거행조건에 수록한 것은 옳지 않다며 잘 살펴 이를 삭제하여 고쳐서 다

시 올리도록 한 바 있다.79)79) 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서를 추고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 다.80)80)

서입된 거행조건을 계하하지 않고 머물러 두는 사례도 확인된다. 를 들어

1662년( 종 3) 9월 당시 간에서 평안감사 任義伯과 평안병사 金體乾의 직을

거론하 고 이것이 그 로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어 국왕에게 서입되었다. 임의백과

김체건이 客使의 공갈에 사 으로 많은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 다.81)81)그런데 서입

된 거행조건을 국왕이 즉시 계하하지 않고 약 4일정도 경과하 을 때 좌의정 元斗

杓가 감사와 병사 체직은 불가하며, 이들이 勅行때에 공로가 있으므로 계속 仍任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 다. 이에 해 국왕은 자신도 처음부터

직은 불가하다고 단하여 아직까지 거행조건을 계하하지 않았다고 하 다.82)82)국

정 운 과정에서 국왕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단된다.

주서가 작성한 거행조건이 서입되면 국왕은 당일에 계하하는 것이 행이었다.

계하를 내리게 되면 斷案이 되었다.83)83)그러나 이런 행이 제 로 지켜지지 않자

1656년(효종 7) 우의정 심지원은 입시한 승지가 거행조건이 계하되기 에 출거하

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하 이 승지의 출거를 제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84)84)17

세기 반에도 이러한 례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즉 1665

년( 종 6) 부응교 김만기는 상소에서 거행조건을 작성해서 서입하면 당일에 계하

하는 것이 행인데, 당시에 4, 5일이 지나서 내리고 있었다.85)85)이런 상황은 시간

이 지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듯 1729년( 조 5) 7월 조 명도 “근래 시 한

거조를 즉시 계하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경우까지 있다”86)86)

79) �承政院日記� 123책, 효종 3년 3월 13일 甲申.

80) �承政院日記� 270책, 숙종 5년 5월 6일 己亥.

81) �顯宗實錄� 권6, 종 3년 9월 乙亥.

82) �顯宗實錄� 권6, 종 3년 9월 己丑.

83) �肅宗實錄� 권45, 숙종 33년 2월 丙午.

84) �承政院日記� 141책, 효종 7년 8월 29일 甲辰.

85) �顯宗改修實錄� 권12, 종 6년 1월 甲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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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다.

거행조건이 계하되면 두 방향으로 공표되었다. 하나는, 승정원에서 간을 비롯

해 해당 서에 분부하는 것이다. 각 기 의 서리들이 승정원에 와서 이를 謄出해

가는 방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 에서는 거행조건을 시행하고 回啓 혹은

覆啓하여야 하 다. 복계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국왕이 교를 내려 그 결과

를 보고하라고 독 하 다.87)87)

다른 하나는 朝報를 통해 반포하는 것이다. 조보를 통해88)“人人曉然知之”88)하게

하기 한 것이다. 단, 거행조건 내용 일부는 조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거행

조건 내용 소소하게 거행할 일이나89)
89)軍國 련 내용, 혹은 비 을 요하는 내

용은 조보에 반포하지 않았다. 淸人 혹은 漢人의 동정이나 倭船의 居留 문제를 비

롯해90)
90) 조 에는 청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원들이 청국 사정을 진술한 내용,91)91)

親鞫 때 죄인의 招辭와 련된 내용,92)92)三學士와 江都殉節人의 子孫 錄用에 한

내용,93)93)不待時處斬罪人과 련된 내용,94)94)習操에 한 내용95)
95)등은 거행조건에는

수록되었으나 조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실무 인 문제로 원을 추

고하거나,96)96)시강원에 의궤나 親耕圖를 들이도록 하라는 내용 등 역시 거행조건에

86) �英祖實錄� 권23, 조 5년 7월 壬戌.

87) �承政院日記� 124책, 효종 3년 9월 4일 壬申.

88) �承政院日記� 444책, 숙종 34년 8월 28일 辛未.

89) �承政院日記� 578책, 조 즉 년 11월 5일 乙巳.

90) �承政院日記� 58책, 인조 15년 윤4월 22일 庚申.

91) �承政院日記� 602책, 조 1년 10월 5일 己巳 ; �承政院日記� 652책, 조 3년 12월 26일

丁未 ; �承政院日記� 824책, 조 12년 4월 19일 癸未.

92) �承政院日記� 760책, 조 9년 5월 28일 戊申.

93) �承政院日記� 807책, 조 11년 8월 20일 丙戌.

94) �承政院日記� 864책, 조 13년 12월 7일 庚寅.

95) �承政院日記� 1467책, 정조 4년 7월 16일 壬辰.

96) �承政院日記� 811책, 조 11년 10월 19일 甲申. 당시 奉常寺와 觀象監 원이 栗木의 斫

伐을 해 하직단자를 제출하고 하직했어야 하는데, 奉常寺 원만이 하직하고 觀象監

원은 하직하지 않자 觀象監主簿 申德洸을 推治하기를 청하 는데, 이에 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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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해당 서에 분부하게 하고 조보에는 내지 말도록 하 다.97)97)

거행조건의 내용을 조보에 반포할 지의 여부는 승정원에서 계사를 올려 국왕의

단을 얻어야 했다.98)98)국왕의 허가를 득하면 승지는 거행조건 조보에 수록할

내용에 해서는 권 (‘○’)을 표시하여 구분하 다. 이 게 일부 내용이 락됨으

로써 조보는 “尋常한 거행조건”만 수록되었다.99)99) 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때 간에서는 주서에게 簡通하여 체

인 내용을 악하려고 하 으나, 주서는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것이므로 불가하다

고 하여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100)100)

분부와 조보를 통해 거행조건이 공표되면 거행조건의 내용 일부에 해 수

정을 요청하 다. 를 들어 1675년(숙종 1) 3월 신료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허

이 거행조건을 보니 날 자신에 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거행조건을

改付標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101)101)1675년(숙종 1) 5월 비변사에서 요청하기를 당

請對 입시시에 윤휴가 三朝에서 이미 거행하던 를 원용하여 80살 이상에게

가자하자고 하 는데, 거행조건에는 단지 효종 로 한정하여 기록하 다. 이에 비

변사에는 이를 개부표하기를 청하며 거행조건을 쓴 주서의 종 추고를 요청하

다.102)102)1691년(숙종 17) 5월 사헌 심단이 연석에서 헌부에서 出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贖錢과 련한 징수한 속 을 정리한 문서는 장 과 諸僚, 部吏 등에게

열람할 것을 요청하여 국왕에게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평 홍 하가 이

게 새롭게 만든 규정이 간의 사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거행조건에서 刪去하기

거행조건에는 수록하고 조보를 내지 않게 하 다.

97) �承政院日記� 885책, 조 15년 2월 3일 庚辰.

98) 를 들어, “尹以道曰 此以上江都事 只出擧行條件 勿出朝報 可也”(�承政院日記� 289책,

숙종 8년 4월 13일 庚寅)가 참고가 된다.

99) �承政院日記� 24책, 인조 7년 2월 22일 戊申 “引見時 凡干說話 注書抄錄 出之朝報 只

尋常擧行條件而已 至如軍國緊關 事涉祕密 則不出朝報 例也 而臺諫不可不預聞.”

100) 와 같음.

101) �承政院日記� 245책, 숙종 1년 3월 7일 乙丑.

102) �承政院日記� 246책, 숙종 1년 5월 6일 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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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한 바 있다. 물론 이때 국왕은 量處한다는 것으로 답하여 거행조건에 반

되었는지 알 수 없다.103)103)그러나 이 사례로 본다면, 거행조건의 수정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닐까 한다.

심지어는 거행조건의 爻周를 요청하기도 하 다. 를 들어 1677년(숙종 3) 9월

연석에서 목내선은 給災와 련된 내용을 거행조건으로 내고 이를 비변사와 호조

에 분부하도록 하 다. 그런데 이것이 끝내 분부되지 못해 비변서와 호조에서는

재와 련되어 결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 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하민

에게 失信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승지의 추고와 함께 해당 조건이 수록된 당일의

거행조건을 효주하도록 요청하 다.104)104)

요컨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이 서입되면 국왕은 당일에 계하하는 것이 행이

었다. 이런 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정의 신속한 운 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계하 이후에는 각 기 에서 분부하거나 조보에 내어 공

표하 다. 이 게 공표되면 이에 한 수정이나 효주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거행조건이 제정되고 이후 승정원의 書入과 계하 등의 과정을 거쳐

공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거행조건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왕명 체계이

다. 내용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운 모든 역에 걸쳐서 제정되며

국왕의 단에 따라 는 특정 사안을 장하는 서의 장 이나 련된 원이

직 교를 듣는 경우, 이미 시행된 일 등은 거행조건에서 제외되었다. 거행조건

이 제정되면 이를 승정원에서 書入하는데, 주서가 작성 과정에서 간이나 연석에

103) �肅宗實錄� 권23, 숙종 17년 5월 庚寅.

104) �承政院日記� 261책, 숙종 3년 9월 22일 丙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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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언한 사람에게 내용을 문의한 뒤에 수록하 다. 한편 작성 과정에는 승정원

의 내부 체계가 작동하 는데, 승지가 주서의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일부 내용들

이 변개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을 서입하면 국왕은

당일에 계하하는 것이 행이었다. 일부 지켜지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국정 운 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계하된 뒤에는 이를 공표하게 되

는데, 각 기 에 분부하거나 조보를 통해서 알렸다.

거행조건은 조선시 다양한 왕명 체계의 하나이다. 조선시 왕명은 敎書를 비

롯해 綸音, 傳敎, 口傳下敎, 備忘記, 敦諭, 別諭, 批答, 判付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들 왕명은 각각의 유형별 작성과 하달 체계를 갖고 있으며, 국왕을 심으로 하

는 국정 운 의 구조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은 왕명의 작성 과정을 통

해서 자신의 국정 운 의지를 드러내며, 하달을 통해서 그 권 를 공표하게 된다.

비교 간단한 체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 다양한 정치 고려와 정치세

력간의 이해 계, 조정자로서의 국왕의 역할이나 상 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재까지는 아직 그 계통이나 체계조차 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한 규명

을 바탕으로 왕명 연구에 한 심화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작

성된 것이지만, 당 국정 운 이나 정치세력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과 함께 검토

하지 못한 은 일단 한계임을 자인한다. 향후 보다 구체 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논문투고일(2016. 11. 21), 심사일(2016. 11. 25), 게재확정일(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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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actment of Geohaengjogeon(擧行條件) and the role of

Seungjeongwon(承政院) in the late Joseon period.

Lee Geun H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nactment of Geohaengjogeon, which is one of the King's 

Command system in late Joseon, and the role of Seungjeongwon in this process.  

Geohaengjogeon is one of the system of king's command in which some discussed topics 

during yeonseok(筵席) at Jukang(晝講) are picked up to write out fairly at Seungjeongwon 

and reported to king and then it will be issued at Jobo(朝報) through process like gyeha

(啓下). It is assumed that Geohaengjogeon derived from Jogeon(條件) that had been 

widely used since Goryeo(高麗), and actively used after Seonjo(宣祖)'s accession. 

Considering its contents, it was enacted through all subjects related with state affiar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In addition, agenda inspired for politics or judgement about 

political argument were also enacted as Geohaengjogeon. However, some peripheral 

problems was excluded. Based on king's judgement, when staff at department related to 

certain agenda directly listened Jeongyo(傳敎), this agendas was ruled out from 

Geohaengjogeon. After Geohaengjogeon was determined at yeonseok, it was reported at 

Seungjeongwon and this practice started after Injo(仁祖). Juseo(注書) first fill out 

Geohaengjogeon and then Seungji(承旨) complete it. Additionally, it was ritualized that 

they require feedback to Daegan(臺諫) and reflect this into Geohaengjogeon. Meanwhile, 

the inner system of Seungjeongwon works out during this process. Sometime Seungji 

intervene while Juseo was filled out and some contents was spoiled. It was ritualized that 

Geohaengjogeon is announced on time, but considering a few limitations during which 

Juseo was completed, after the mid 18th, it started to be reported within three days. After 

Geohaengjogeon was reported at Seungjeongwon, king did gyeha at that day. Alth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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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was not kept in some cases, it was necessary items for rapid state operation. After 

gyeha, it was ordered to each department or announced through Jobo. There was an 

example in which some department required to erase or modify it. During Joseon period, 

king's commands were conveyed through a variety of system. However, that systems are 

still not cleary figured out. Based on investigation about this, the further research for 

King's command will be requir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eing conscious of this 

situation, but also has limitation that it doesn't review state affair and political influence at 

that period. It is expected that more specific review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Geohaengjogeon, Seungjeongwon, Juseo, King's Command, yeonse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