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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事變假注書 日記의 사료 가치

1)

명 경 일*

1. 서론

2. 승정원 편찬 日記의 종류와 事變日記

3. 事變日記의 존 수량과 사료가치

4. 결론

록: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 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본 논문은 승정원에서 그 나름의 기사(記事) 업무를 담당했던 사변가주서가 편찬

한 일기의 서지 사항과 사료 가치를 밝히고 있다. 사변가주서 일기는 기존에 알려진 �승정원일

기�에 비해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19세기에 작성된 �승정원일기 장책(承政院日記傳掌冊)�를

보면, 여러 종류의 사변가주서 일기의 수량과 편찬연 가 정리되어 있다. 존 수량은 기존의 �승

정원일기�에 비해 다. 그러나 기존 �승정원일기�가 경종 2년 이후에 편찬된 것만 남아 있는 것

에 반해 사변가주서 일기는 인조 에 편찬된 것도 남아 있다. 사변가주서 일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역시 다른 승정원의 일기에 담고 있지 않은 범주를 포 하며, 그 나름의 체계에 따라 정리

되어 있다.

사변가주서 일기를 포함하여 승정원이 편찬한 일기의 종류를 다시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다.

상시 기록 편찬 작성된 일기는 원승정원일기(原承政院日記)로 부를 수 있다. 원승정원일기는

상주서(上注書)와 청주서(廳注書)가 작성한 일기가 경종 2년(1722) 1월~고종 31년(1894) 7월의

분량이 남아 있고,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는 인조~숙종 에 작성된 국청일기(鞫廳日記) 11책

을 포함하여, 고종 27년(1890)의 칙사일기(勅使日記)까지 상당한 수량이 유실된 상태로 남아 있

다. 승정원이 폐지된 이후의 비서기 에서 편찬된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등 200책은 승정원의

기록 체계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의 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화재와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개수(改修)하여 보충한 일기가 있는데, 이를 ‘개수본 승정원

일기’라 부를 수 있다. 인조 1년 3월(제1책)부터 경종 1년 12월(제535책)까지의 체 분량과 철

* 국사편찬 원회 편사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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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년부터 고종 25년까지의 일부 분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몇 책씩 분실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어 개수하여 보입한 것도 있다.

핵심어 : 承政院日記, 原承政院日記, 事變假注書, 上注書, 廳注書, 事變日記, 鞫廳日記, 推鞫日

記, 親鞫日記, 庭鞫日記, 勅使日記.

1. 서론

�承政院日記�는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 한 문서와 사건을 기

록한 것이다.1)1)조선시 승정원을 설치한 시 은 정종 2년(1402)이며, 이 시기부

터 日記를 편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해 �承政院

日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은 태종 이다.2)2)세조 이 에는 승정원의

注書가 筵席에 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承政院日記�는 승정원의 일만 기록

하고 筵說은 등재하지 않는 구조 다.3)3)세조 3년 7월부터 주서가 兼春秋의 직함을

띄고 연석에 入侍하 다.4)4)�承政院日記�에 연설 기사를 싣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

터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세기 반에 편찬된 승정원의 업무편람인 �銀臺便攷�에

‘승정원에 일기가 있는 것은 세조부터 시작하 다.’5)라고5)하고 있는 것은 이를 가

1) 신석호, 1961 ｢解題｣, �承政院日記� 1, (국사편찬 원회 인본)

2) 실록을 보면, 명종 까지만 해도 국 부터 작성한 �承政院日記�가 보존되어 있었고, 이를

典禮를 참고하기 해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明宗實錄� 15권, 8년 11월 2일 갑진 기

사를 보면, 승정원에서 서얼의 직 제수에 한 제재조치의 기원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부분에서, “태조조에는 日記가 없고, 태종조도 편찬한 것이 부분 없어져 고찰할 수 없습

니다. 다만 世宗과 文宗의 양조의 일기를 고찰해 보니”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까지 태종 에 작성된 �承政院日記�가 일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明宗實錄� 34권, 22년 3월 13일 무진 기사를 보면, 승정원에서 태종 12년에 사망한 정종

의 妃인 定安王妃의 상에 한 례를 일기를 참고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다.

3) �中宗實錄� 82권, 31년 7월 18일 신미 기사를 보면, 의정 金謹思 등이 實錄을 열람할 것

을 요청하며 “조종조의 구제에 注書는 春秋館의 일을 겸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일기는

정원의 일만을 기록하여 날씨 외에는 별로 참고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고 있다.

4) �世祖實錄� 8권, 3년 7월 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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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존하는 �承政院日記�는 임진왜란 조선 기에 기록한

분량을 모두 유실한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유실과 복구를 거친 결과물이다. 그

내력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국 부터 편찬한 �承政院日記�는 명종 까지

만 해도 승정원에 보존되어 있었고, 국왕은 승정원에 �承政院日記�에 실린 례를

참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6)6)그러나 국 의 �承政院日記�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불에 타버렸고, 이 부분은 결국 복구하지 못했다. 그리

고 다시 임진왜란 시기부터 인조 2년(1624)까지 편찬해 오던 �承政院日記�는

이 의 난(1624)으로 소실되었다. 하지만 이때 소실된 분량은 인조 개수작업을

통해 완 한 수 으로 복구하여 조 까지 보 하고 있었다.7)7)

인조 이후 기록을 유지해 오던 �承政院日記�는 조 20년(1744)에 승정원에

서 발생한 창덕궁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당시 불에 탄 일기의 규모는 선조 25

년(1592)부터 경종 1년(1721) 1796권 가운데 3권만 남긴 부 다.8)8)따라서 조

22년 5월부터 1년 6개월 간 인 개수작업을 벌 는데, 朝報와 각사의 등록

등 자료를 수집하여 548권의 규모로 복구할 수 있었다.9)9)이후 �承政院日記�는 고

5) �銀臺便攷� 禮房攷 日記 “政院之有日記 始自世祖朝 世祖朝以前 但有翰林時政記而已 世宗

朝常以史官記事疎略, 命集賢殿學士皆兼史職 以廣記事 世祖初 始立注書記注之法 敎曰 承旨

亦須記之 承旨之兼春秋 實昉於此.”

6) 실록에 나타나는 �承政院日記� 열람에 한 기사는 국왕이 승정원에 지시하여 례를 확

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문종 에 세종 의 사 을 확인하기 해 승정원에 일

기 고열하여 록해서 올리라고 명령한 내용의 기사부터 시작하며(오항녕, 2003 �韓國 史

官制度 成立史硏究�, 한국연구원, 323면) 성종 부터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선조 와 인조 의 �承政院日記� 소실과 복구에 한 서술은 강성득, 2004 ｢英祖代 承政

院日記의 改修에 한 一考察｣,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5-9면이 자세하다.

8) �英祖實錄� 권63, 22년 5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남아 있는 3권은 ‘進宴에 한 일을 考閱

하기 해’ 홍문 에 보 하고 있었다. 남은 3권은 ‘경인년 일기 1권, 기해년 일기 2권’이라

고 하고 있다. 재 남아 있는 개수일기 가운데 내용 체가 ‘燼餘日記’로 되어 있는 권 책

을 살펴보면, 당시 소실을 면한 부분은 효종 1년 7월과 효종 10년 윤8월, 종 즉 년 10

월의 일기로 보인다.

9) 조 에 진행한 �承政院日記� 개수작업의 과정과 거에 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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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5년(1888)에 다시 화재로 철종 일기 3백여 권이 소실되었다. 이는 다시 조

보와 �日省錄�을 참고하여 361권으로 개수하 다.10)10)이후 �承政院日記�는 승정원

을 폐지한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 편찬되었고, 이후 국왕․ 한제국황제의 비

서기 인 承宣院, 秘書院 등의 일기로 계속 이어졌다.

승정원의 注書, 假注書, 事變假注書가 편찬한 日記, 즉 ‘�承政院日記�’는 조선시

국왕이 료조직을 운 하기 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편찬체계를 연구하는 작업은 곧 조선시 국왕이 료조직

운 하는데 있어서 기록 리 체계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해명하는 것이

기도 하다.

한편 承政院의 포함한 조선후기 국가기 의 기록 리는 謄錄을 편찬하여 보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謄錄’이란 원본의 문서를 베껴서[謄書] 책자 형태의

기록물로 편찬[冊錄]한다는 의미로, 기록 리 방안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11)11)즉 조선후기 기록 리 체계는 ‘謄錄’

를 골간으로 한 구기록보존 리체계 다고 할 수 있다. 謄錄은 세 가지 형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각 기 별로 제작한 청 일지 형식의 등록이다. 이는

�備邊司謄錄�, �議政府謄錄�과 같이 기 단 별로 편찬하기도 하고 �版籍司謄錄�

과 같이 屬司별로 편찬하기도 했다. 둘째는 단 과제별 등록이다. �繼後謄錄�, �科

擧謄錄� 등이 그것이다. 셋째는 단일 사안에 한 등록이다. 각종 儀軌류 기록물이

표 이며, �英祖戊申謄錄�, �兩湖樵軍作變謄錄� 등이 있다.12)12)

순조 도승지 朴宗薰은 �承政院日記�의 가치를 피력하면서 ‘謄錄의 體로 史策

세히 다루고 있다. 강성득, 2004, 앞의 논문; 이근호, 2004 ｢英祖代 承政院日記의 改修過

程의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31; 오항녕, 2006 ｢조선후기 承政院日記 改修 연구｣, �泰東古

典硏究� 22; 강성득, 2007 ｢典據를 통해 본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의 性格｣, �史學硏究� 88.

10) 고종 �承政院日記� 개수작업에 해서는 오항녕, 의 논문 참고.

11) 謄錄의 개념은 다음 논문 참고. 연갑수, 2000 ｢朝鮮後期 謄錄에 한 硏究｣, �歷史文化硏

究� 12; 김 , 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 특성｣, �藏書閣� 4; 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상｣, �書誌學報� 26; 이형 , 2012 ｢조선시 謄錄(謄錄)

체계의 기록학 의미와 변용｣, 서울 학교 기록 리학 공 석사학 논문.

12) 이형 , 의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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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用을 겸하 다[以謄錄之體 兼史策之用]’라고 하 다.13)13)이는 �承政院日記�의 편

찬체계와 기능을 가장 간명하게 표 한 것으로서, �承政院日記� 역시 조선후기 謄

錄의 편찬체계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이었음을 말해 다.14)14)

�承政院日記�가 謄錄 체계로 편찬되었다면, 承政院의 日記 편찬체계에 한 연

구에서 핵심 으로 해명해야할 논제는 ‘무엇을 등재하 는가?’에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기록은 다 보존할 수 없다.’라는 기록 리의 실 한계로 인해 필

연 으로 거쳐야 하는 ‘평가와 선별’이라는 과정이 조선시 의 기록 리 체계에서

도 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承政院日記�’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공 기록

리체계의 산물인 각종 謄錄類 자료의 상과 실 기능에 한 논의는 결국

평가와 선별에 어떠한 실용 기능과 가치 부여 원칙이 용되었는가를 따지는 과

정이어야 한다.

만약 ‘�承政院日記�’가 ‘국왕의 일거수, 일투족’이나 ‘승정원에서 출납한 모든 문

서’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라면 ‘등재범주’라는 말은 용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承政院의 日記 편찬 활동 역시 조선후기 여타 서의 등록편찬 활동과 마

찬가지로, 일지 형식, 단 과제별, 단일 사안별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인 각종 �承

政院日記�가 재 해지고 있다.

承政院이 편찬한 각 日記의 등재범주에 한 해명은 다시 기사구조에 한 이

해가 재되어야 한다. 무슨 기사가 어떤 행태로 집합되어 日記를 구성하고 있는

지 악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구조에 해 이해하기 해서는 기사의 원자료

가 무엇인지 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편찬과정을 통해 원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承政院日記�의 기사의 형태로 재되었는지 살펴 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즉 승정원의 일기 편찬체계 연구에서 진행할 과제는 기사구조와 편찬과정에

한 체계 인 설명을 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등재범주를 밝 �承政院日記�가

13) �承政院日記� 2074책, 순조 16년 8월 24일 경자 “宗薰曰 我朝文獻 莫如政院日記 蓋其該

括事實 憑信掌考 以謄錄之體 兼史策之用 其爲緊重 有如是矣”

14)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가 어떤 형태 변화를 거쳐 �承政院日記�에 ‘謄錄’되었는지에

해서는 다음에서 일부 밝힌 바 있다. 명경일, 2014 ｢정조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

記�의 문서 謄錄체계｣, �고문서연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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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를 운 했던 기록체계 내에서 갖는 상과 기능에 한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국왕이 료체계 내에서 기록을 어떻게 활용했는

가를 설명하고, 다른 기록물과 비교해서 �承政院日記�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해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承政院의 日記 편찬체계에 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가

장 먼 승정원에서 편찬했던 日記 체에 한 서지사항을 구조 으로 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日記에 기사를 직 옮겨 는 인원은 注書 으며, 承旨는

이를 考閱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정주서 2員 가운데 차출되지 않았거나 有故한 인

원이 생기면 수시로 假注書를 차출하 다. 이 정주서 가주서가 편찬한 일기가

재 가장 잘 알려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承政院日記�’이다.

한편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事變假注書를 차출하 는데, 이후 조선후

기 동안 사변가주서 1員은 항시 으로 차출하 다.15)15)사변사주서는 정주서 가

주서가 편찬한 일기와는 별도로 일기를 편찬했다. 이 ‘事變假注書 日記’는 그동안

존재는 알려져 왔지만, 다른 �承政院日記�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사변가주

서 일기 역시 승정원의 기록 리 체계에 의해 편찬된 기록물이고, 정주서․가주서

가 편찬한 일기와 유기 인 체계에 따라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변가주서 일기의 존 황과 그 사료가치에 해 우선

분석하고자 한다.

2. 승정원 편찬 日記의 종류와 事變日記

1) �承政院日記�의 범주에 한 기존 인식과 문제

1960년부터 착수한 국사편찬 원회의 �承政院日記� 탈 ․ 인 사업은 ‘�承政院

日記�’라는 기록물에 한 인식에 막 한 향을 미쳤다. 이 탈 ․ 인본 제1권에

15) 강성득, 2009 ｢17~18世紀 承政院 注書職의 人事實態｣, �한국학논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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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 신석호의 해제는 �承政院日記�에 한 최 의 본격 인 연구 논 라고 할

수 있다.16)16)이 에서 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承政院日記�의 기 인 서지사항

을 정리하고 있고, 이를 임진왜란 이후 발생한 수차례 유실과 개수 작업의 연 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해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承政院日記�의 범주를 그림으

로 표 하고,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原承政院日記’와 ‘改修本 承政院日記’를 구분하 다. 먼 ‘원승정원일기’는

평소의 편찬체계에 따라 기사를 담당한 주서에 의해 편찬된 일기를 가리킨다.17)17)

원승정원일기는 경종 2년(1722) 이후부터 고종 31년(1894) 7월에 승정원을 폐지하

기까지 약 173년간 편찬된 분량이 남아있다. 다음으로 ‘개수본 승정원일기’는 조

16) 신석호, 1961 ｢解題｣, �承政院日記� 1, (국사편찬 원회 인본)

17) �承政院日記�의 기사구조는 일자와 좌목부분, 문서를 등재한 부분, 연설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일자와 좌목, 그리고 문서를 등재한 부분은 매일 단 로 편철되는 傳敎軸과 상

소․차자의 본문을 그 로 베끼는 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는 당일에 입직한 주서가

담당했다. 연설 부분은 주서가 草冊을 하번한림의 기록과 비교하여 다듬은 후 정해진 기

일 내(1일 는 3일)에 국왕에게 제출하고, 이를 그 로 옮겨 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해당 연석에 입시한 주서가 담당했다. 명경일,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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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747)에 개수한 인조 1년(1623) 3월부터 경종 1년(1721) 12월까지의 분량과,

고종 26년에 개수한 철종 2년(1851)~고종 25년(1888)의 361책 분량이 가장 규모

가 크다. 이 두 차례의 개수 사업은 화재로 인한 규모 소실에 의한 것이고, 종종

소규모 유실로 인한 개수도 있었다.18)18)

둘째, 갑오개 의 결과로 承政院이 폐지된 이후에 설치된 국왕 비서기 에서 작

성된 일기도 �承政院日記�의 연장선상에 치한 기록물이므로, 이 범주에 포함해

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 다. 承宣院日記, 宮內府日記, 秘書監日記, 秘書院日記, 奎

章閣日記 총 200책이 이에 해당한다.

국사편찬 원회의 탈 ․ 인본 출 사업과 DB화 사업이 연구자와 에게

미친 향이 막 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상으로 한 일기의 범주가 곧 승정원에

서 편찬한 일기 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 되었고, 이후 �承政院日記�에

한 각종 연구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도 이 범주에 한정된 결과를 가

져왔다.19)19)원승정원일기와 개수본 승정원일기, 그리고 1894년 승정원 폐지 이후 국

왕 비서기 이 작성한 日記의 존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20)

18) 조 23년의 개수사업은 조 20년(1744) 승정원 화재로 소실된 기간에 해당하는 질을

새로 편찬해야 했다. 반면, 고종 25년(1888)의 화재에서 철종 2년~ 고종 25년의 분량 가

운데 백여 권은 불에 타지 않았다. 이듬해 완료한 개수 사업은 소실된 일부 일기만 다시

편찬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개수된 일기는 총 361책으로, 철종 의 분량에 집 되어 있으

며, 그 목록은 신석호, 1961 ｢解題｣, �承政院日記� 1, (국사편찬 원회 인본)에 정리되

어 있다. 이상의 규모 소실․개수 외에도, 순조 33년(1833)에 3권, 순조 34년(1833)에

4권, 고종 11년(1874)에 18권을 유실하여 곧 補修한 바 있다.

19) 신병주, 2001 ｢�承政院日記�의 자료 가치에 한 연구 -�朝鮮王朝實錄�과의 비교를

심으로｣, �奎章閣� 24; 정만조·이홍두·임천환·이근호·최재복, 2003 �한국사론37-승정원일

기의 사료 가치와 정보화방안 연구-�, 국사편찬 원회; 강성득, 2004, 앞의 논문; 강성

득, 2007, 앞의 논문; 이근호, 앞의 논문; 오항녕, 2006, 앞의 논문; 신병주, 2009 ｢조선후

기 기록물 편찬과 리｣, �기록학연구� 17; 명경일, 앞의 논문.

20) 존 책 수는 국사편찬 원회에서 제공하는 �承政院日記� DB를 통해 악하 으며, 결본

내역은 �儀軌․謄錄․雜書類目錄�(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奎 26788) �承政院日記照

査表�(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奎 26783)와 �承政院日記� DB를 조하여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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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종류 편찬 기간 존 책 수 결본 기간

개수본

승정원일기

인조1년(1623) 3월

~경종1년(1721) 12월
535책

인조 2년 1~12월

숙종 17년 9~12월

원승정원일기
경종2년(1722) 1월

~고종31년(1894) 6월
2151책

조 6년 6,7월

조 48년 3,6,8월

정조 1년 6월

정조 14년 9월

순조 27년 7월

순조 31년 5월

헌종 7년 3,6월

헌종 11년 8월

헌종 12년 10월

헌종 14년 9월

철종 12년 11월

고종 26년 10월

개수본

승정원일기

철종2년(1851)

~고종25년(1888) 1월

中 346.5개월

361책
철종 8년 8월

고종 21년 1월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규장각일기

고종31년(1894) 7월

~융희4년(1910) 7월
200책 -

계 288년 3247책 32개월

이상과 같은 �承政院日記� 범주에 한 인식의 가장 큰 문제 은 事變假注書가

편찬한 日記를 논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에 새로 설치한 사변가주

서는 조선후기 시기를 걸쳐 존속하 다. 그리고 승정원 내부에서 나름의 기사

와 편찬의 임무를 유지해오면서, 그 결과물로 일기를 꾸 히 편찬했다. 이런 사변

가주서의 일기 편찬 활동을 제외하고는 承政院日記를 승정원의 일기편찬 활동

체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선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의 서지사항과 사료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2) �承政院日記傳掌冊�에 나타난 �承政院日記�의 범주와 사변가주서 일기

조선후기 承政院에서 편찬한 日記의 체 인 종류는 �承政院日記傳掌冊�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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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注書가 후임 주서에게 승정원에 보

하고 있는 日記의 수를 헤아려 수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재 헌종 9년(1843),

철종 2년(1851), 철종 14년(1863)에 작성된 것이 각 1책씩 남아있다.21)21)

�承政院日記傳掌冊�은 순조 2년 4월에 정식으로 삼은 주서가 교체될 때에는 日

記를 수량을 헤아려 傳授하고 국왕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례에 의거해 작성된 것

이다. 련 규례는 �銀臺便攷� 禮房攷 日記條에 “日記는 注書가 교체될 때 照數傳

掌한다. 經禀하지 않으면 院門을 나설 수 없다.【임술년 4월 6일 定式】”라는 조

항으로 정리되어 있다.22)22)

하지만 이러한 규례는 19세기에 들어서서 정착된 것이었다. �承政院日記� 조

40년 기사에 도승지 沈鏽가 “본원의 日記는 房直이 교체할 때 수를 헤아려 傳授하

는 것이 규례입니다[本院日記, 房直交替時, 計數傳授, 卽其例也.]”라고 발언 한 바가

있다.23)23)이로 보아 조 후반까지만 해도 승정원의 일기를 리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은 注書가 아니라 ‘房直’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房直’끼리 수행하던 日記 傳授 차를 注書가 맡게 된 계기는 순조 1년 7

월에 발생한 승정원의 日記 유실 사건이었다. 당시 우부승지 던 尹理相이 조 6

년(1730) 2월 望後의 일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日記出納之置簿’를 살펴보았

더니 정조 9년(1785)에 이미 1권이 없어진 상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느 해에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에 없어진 일기 1권을 各

司에 所載한 문서를 활용하여 補入하는 한편, 이후로는 注書가 교체될 때 일일이

‘照數傳掌’하기로 결정되었다.24)24)이 규례는 바로 시행되지 않다가 순조 2년(1802)

21) �承政院日記傳掌冊�,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奎 9866의1,2,3)

22) �銀臺便攷� 禮房攷 日記 “日記, 注書遞易之際, 照數傳掌, 非徑稟, 則不出院門.【壬戌四月初

六日定式】”

23) �承政院日記� 1229책, 40년 4월 23일 갑진 “甲申四月二十三日午時, 上御景賢堂. 晝講, 內

局․兩司同爲入侍時. ...... 鏽曰, 本院日記, 房直交替時, 計數傳授, 卽其例也.”

24) �承政院日記� 1839책, 순조 1년 7월 21일 을미 “理相曰, 日記卷秩浩多, 而元無注書交遞時

傳掌之前例, 間或曝曬, 而亦未嘗全數曝曬, 今番政院移入之時, 注書一一照數看檢, 則英宗朝

庚戌二月望後日記, 無之. 故始爲査問, 則有其時日記出納之置簿, 而乙巳年, 因冊子校輯事,

庚戌․辛亥日記, 往來於故判書鄭昌聖家, 而其置簿中, 當年條二十一卷內, 只以二十卷往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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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우부승지 金箕象이 승정원의 日記를 改粧할 것을 건의하면서 다시 건의함

으로써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5)25)

�承政院日記傳掌冊�의 제목은 이 책을 작성할 때 붙인 것이 아니라 후 에 보

수하면서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承政院日記傳掌冊� 세 책의

작성 시기는 헌종 9년(1843), 철종 2년(1851), 철종 14년(1863)로 다르지만,

하는 책표지와 표제는 같은 시기에 보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표지에

첨지를 붙여 은 표제의 씨체가 모두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1910년

에서 1911년 사이에 李王職 庶務係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장 고서 서지목록

가운데 하나인 �儀軌․謄錄․雜書類目錄�26)26)가운데 ‘日記傳掌冊’ 3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책을 작성한 傳掌注書와 이를 인수받은 傳受注書는 다음과 같다.

구분 傳掌注書 傳受注書 傳授 일자 判付 일자

奎 9866-3

(1843년)
李參鉉 張仁遠 도 23년12월일 도 23년12월15일

奎 9866-1

(1851년)
金永秀, 任應準 李裕奭, 韓鎭棨 함풍1년1월일 함풍1년2월14일

奎 9866-2

(1863년)
李{金禹},李鍾濬 朴昌壽, 朴海哲 동치7년7월일 결락

此朔日記一卷, 則懸以不納, 其前之閪失, 可以推知, 而旣無以的知見失之年條. 且旣年久, 無

以査出其委折, 若終不推得, 歲月漸久, 則文獻亦隨而難徵, 爲先以時任諸史官, 收聚各司所載

之文書, 編成日記, 以爲補入之地, 此後則注書交遞時, 一一照數傳掌, 俾無此等之弊, 似好, 故

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25) �承政院日記� 1850책, 순조 2년 4월 6일 병오 “箕象曰, 我國掌故文字, 莫要於本院日記, 其

所關係, 不輕而重, 而近來全不照管, 一任抛置, 至有年前見失, 而謄補之擧矣. 日前盡數曝灑,

逐編照檢, 則衣布太半蠹損, 冊紙多傷, 字畫難考, 其中甚者, 爲九百卷, 不可不及今繕補, 亟令

該曹, 改粧物力, 依數劃出, 以爲修改之地, 此後則歲一曝灑, 隨毁隨補, 修粧之際, 上下注書,

親自監董, 俾無無實之弊. 注書遞易之際, 照數傳掌, 毋致遺失之患, 朝臣雖或有因公考見之事,

如非經稟, 則毋敢出院門之外, 竝以此意, 著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26)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奎 2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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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51년에 작성된 �承政院日記傳掌冊� 본문의 마지막 면이다.

3건의 �承政院日記傳掌冊�의 말미에 있는 傳掌注書와 傳授注書를 확인하

면, 日記를 傳受하는 임무를 맡은 주서는 모두 實注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27)

수시로 교체되는 假注書나 事變假注書는 교체되더라도 日記를 傳授하는 업무를 하

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傳授의 임무는 實注書에게 부과하는 업무 던

것이다. 한 일기를 수한 사실은 국왕에게 入啓하여 啓字 인장과 부를 받고

27) 1843년 傳掌冊(奎 9866-3)의 傳掌注書 李參鉉, 傳受注書 張仁遠은 �承政院日記� 좌목을

통해 모두 실주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51년 傳掌冊(奎 9866-1)의 傳掌注書 金永秀

任應準, 傳受注書 李裕奭 韓鎭棨는 �承政院日記�에 주서좌목이 없지만, 1850년 12월 30일

의 �承政院日記� 좌목을 통해 장주서 2명 모두 실주서 인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해 9

월 9일의 注薦에 한 기사, 1851년 2월 15일 기사를 통해 수주서 모두 실주서인 것을

알 수 있다. 1863년 傳掌冊(奎 9866-2)의 傳掌注書 李{金+禹} 李鍾濬, 傳受注書 朴昌壽

朴海哲 역시 1863년 7월 4일 �承政院日記� 에 주서 李{金+禹}와 李鍾濬이 승륙했다는 기사

와 같은 달 3일과 9일의 기사에 朴昌壽와 朴海哲이 실주서에 임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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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승정원이 편찬하여 보 하고 있는 일기의 황은 국왕이 상시 으로 확인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承政院日記傳掌冊�를 통해 승정원이 편찬한 일기가 어떤 종류가 있

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책의 본문을 보면, ‘日記’와 ‘事變日記’를 <本院各年日記

置簿>, <本院各年事變日記置簿>로 나 어 정리하고 있다. 1863년의 �承政院日記傳

掌冊�에 정리되어 있는 일기의 종류 수량은 다음과 같다.

本院各年

日記置簿

本院各年

事變日記置簿

일기 사변일기 국청일기 칙사일기 국휼일기, 천 일기, 기타

인조

(1623~1649)
116권 5권 秘密日記 1권

효종

(1650~1659)
49권 4권

종

(1660~1674)
84권 3권

숙종

(1675~1720)
290권 17권

경종

(1721~1724)
52권 4권 1권 4권

조

(1725~1776)
812권 56권 54권 17권

山陵日記 1권, 溫幸日記 1권,

溫泉日記 1권

정조

(1777~1800)
439권 26권 20권 7권 顯隆園遷奉日記1권

순조

(1801~1834)
473권 34권 30권 8권

遷陵日記,國恤日記1권,

孝明世子初喪日記 1권

헌종

(1835~1849)
191권 15권 10권 5권 國恤日記 1권

철종

(1850~1863)
167권 3권 6권 2권

綏陵遷奉日記 1권, 仁陵遷奉日記 1권,

徽慶園遷奉日記 1권, 國恤日記 1권

승정원에서는 행공하는 2명의 실주서․가주서 가운데 상 의 주서를 上注書라

고 하고, 하 의 주서를 廳注書라고 부르고 記事의 업무를 분담하 다. 注書의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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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 규례와 筵席 入侍 분담 규례로 인해 廳注書가 상주서에 비해 일기의 작성 분량

이 압도 이었으므로, 實注書와 假注書가 편찬한 ‘日記’를 廳注書日記로 부르는 경

우가 종종 있었다. �承政院日記傳掌冊�의 표 에 따르면, 上注書와 廳注書가 편찬

한 일기는 ‘日記’라고 지칭하고, 事變假注書가 편찬한 일기는 이와 구분해서 ‘事變

日記’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事變日記’는 크게 事變日記, 鞫廳日記, 勅使日記, 國恤日記․遷奉日記

기타 日記로 구분할 수 있다. 각종 事變日記의 성격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다. 여기서는 우선 上注書와 廳注書가 편찬한 일기인 ‘日記’와 事變假注書가

편찬한 각종 ‘事變日記’가 모두 승정원에서 편찬한 일기로서 편찬과정과 활용이 하

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조 4~5년에 �勘亂錄�를 편찬할 때 승정원의 日記를 참고하면서 어려

운 을 국왕에게 아뢰는 내용이다.

㉠ 공조참 박사수가 상소하길, “...... 신은 일 에 勘亂錄撰集廳의 자리에 나아가서

政院日記를 얻어 보았는데, 鞫廳․事變日記는 이미 修納되어 있었지만, 廳注書日記

는 한 책도 수납된 것이 없었습니다.28)28)

㉡ 송인명이 말하길, “지 討 이 시 하고, 소신료가 소리모아 벌 것을 청원

하는데, 勘亂錄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推鞫日記, 事變日記, 政院日記

를 반드시 일일이 살펴본 연후에 갖추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 낭청이

없어 考出할 수 없습니다.”29)29)

㉠은 政院日記의 범주에 廳注書日記와 鞫廳日記, 事變日記를 포함하는 용례를

보이는 한편, ㉡은 政院日記와 推鞫日記, 事變日記를 구분하고 있다. 즉 조선후기

28) �承政院日記� 672책, 조 4년 10월 15일 임진 “工曹參判朴師洙疏曰 ...... 抑臣日昨, 嘗赴

勘亂錄撰集廳之坐, 取見政院日記, 則鞫廳及事變日記, 已盡修納, 而廳注書日記, 無一冊修納

者。撰修起頭處, 當在三月望前筵說, 而無此日記, 勢難起草, 不免罷坐而歸 ...... ”

29) �承政院日記� 681책, 조 5년 3월 22일 병인 “寅明曰, 卽今討 方急, 大小臣僚, 齊聲請討,

故勘亂錄, 尙不得爲之矣. 推鞫日記․事變日記․政院日記, 必須段段考見, 然後可以備錄, 而

卽今無郞廳, 故無以考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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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政院日記[承政院日記]’라는 용어는 上注書․廳注書가 편찬한 日記와 事變日記

를 통틀어서 부르는 용례도 있었고, 上注書․廳注書가 편찬한 日記를 특별히 따로

지칭해서 부르는 용례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上注書․廳注書의 日記와 事變假注書의 日記는 별도의 기록물로 생산되었

지만,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었다.

㉢ 午時, 上御挹和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領議政 金)昌集曰, 荒唐船砲

射逐捕事.[載事變日記](�承政院日記� 524책, 경종 즉 년 11월 27일 경인)

㉣ 戊申四月初四日巳時, 上御熙政堂, 鞫廳諸大臣以下請對入侍時 ...... 泰億曰, 王大妃

殿調攝之候, 何如. 上曰, 一樣.[ 賊維賢用 律事, 載事變日記] 錫五曰, 右議政沈壽賢

夫人, 以破養事上言, 而臣則有婚家應避之嫌, 不敢可否, 其上言何以爲之耶. 上曰, 當別

爲判付矣.[ 賊命夏孥籍事, 載事變日記] 諸承旨, 以 賊弼顯變書事, 請對入侍. [說

話, 見事變日記] 領議政李光佐, 追後請對入侍.[ 賊弼顯緣坐事, 相泰績嚴刑事, 見事

變日記] (�承政院日記� 659책, 조 4년 4월 4일 갑신)

㉤ 乾隆二年六月十三日寅時, 慕華館 勅擧動時, …… 上命通官處亦賜茶.[與勅使酬酢

顚末, 例錄事變日記] 上與勅使, 酬酢畢後, 上降交椅, 勅使亦降.(�承政院日記� 850책 6

월 13일 경오)

㉢은 신․비국당상을 次對하는 자리의 入侍日記이다. 의정 김창집의 발언

荒唐船에 한 내용이 나오자, 이에 한 기록은 생략하고 ‘事變日記에 실려 있

다’라고 주기하고 있다. ㉣은 鞫廳이 성행된 자리의 入侍日記이다. 역 이 지른

일에 하여 나온 발언 들은 발언이 있었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구체 인 說話는

‘사변일기를 볼 것’이라고 주기하고 있다. ㉤은 勅使를 송하는 자리의 入侍日記

이다. 역시 ‘칙사와 화를 나 말은 으 사변일기에 기록한다’라고 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上注書․廳注書의 일기 가운데 鞫廳이나 勅使와의

견 설화 등은 ‘무릇 鞫獄과 련된 일은 사변일기 가운데 실어 놓으므로 疊錄하

지 않는다[凡係鞫獄事, 載事變日記中, 故不疊錄]’30)30)등 여러 형태의 문형으로 사변

일기를 참고할 것을 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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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承政院에서 편찬했던 日記가 한 종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上注

書․廳注書가 작성한 日記와 事變假注書가 작성했던 일기가 담고 있는 기록이 서

로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여러 사료에서 ‘政院日記’라

고 할 때는 上注書․廳注書의 日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재 ‘�承政院

日記�’라는 용어가 이를 가리키는 것은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용어가 ‘승정원에서 편찬한 여러 종류의 日記’를 포 하는 용어는 될 수 없다. 따

라서 기존에 ‘�承政院日記�’로 특정되어 지칭했던 日記를 부를 때는, ‘事變假注書의

日記’의 상 인 표 으로 ‘上注書․廳注書의 日記’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 이다. 그리고 ‘上注書․廳注書의 日記’와 함께 ‘事變假注書의 日記’을 ‘개수본

承政院日記’의 상 인 표 으로 신석호가 처음 명명한 바에 따라 ‘原承政院日記’

로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3. 事變假注書 日記의 존 수량과 사료 가치

事變假注書 日記의 하는 분량은 ‘上注書․廳注書 日記’에 비해 상 으로

다. 하는 사변일기 가운데 우선 日誌型 事變日記, 勅使日記, 鞫廳日記의 분

량과 기록의 형태를 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事變日記

事變假注書가 작성한 일기를 통틀어서 ‘事變日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事變日

記’는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 가운데 한 종류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

事變日記는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 가운데 유일하게 日誌型 謄錄의 형태를 띄

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러 종류의 事變日記 가운데 본 단원에서 설명하고

30) �承政院日記� 679책, 조 5년 2월 28일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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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日記를 특정할 때는 ‘日誌型 事變日記’로 지칭하고자 한다.

정조 5년의 �承政院日記�의 기사에 의하면 日誌型 事變日記는 朝倭去來, 唐船出

沒, 烟臺候望 등의 사안을 담고 있는 外官의 狀啓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었다.31)31)

정조 1년(2월~12월)과 정조 4년(9월~12월)의 일지형 사변일기를 사례로 살펴보

면, 좌목은 事變假注書만 표기하고 본문은 오로지 狀啓만을 등재하고 있으며, 筵說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狀啓가 없는 날은 일자를 표기하고 그 아래 ‘無狀啓’라고

기록하고 있다. 上注書․廳注書가 작성하는 日記에는 원래 外官이 올린 狀啓의 원

문이 등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 1년의 일지형 사변일기는 장계 10건, 정조 4년의 일지형 사변일기

는 장계 6건만 등재되어 있어 상당히 소루한 편이다. 일지형 사변일기의 기록이

소루하다는 지 은 선조 32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32)32)정조 에는 특정한 사안에

한정하지 말고 邊情 등에 련된 장계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

다.33)33)정조 10년(1월~12월)의 일지형 사변일기에는 총 67건의 장계가 등재되어

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863년의 �承政院日記傳掌冊�에는 경종 2년(1722)부터 철종 3년(1852)에 편찬

된 日誌型 事變日記가 총 128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는 일

지형 사변일기는 총 77책이다. 각 책이 담고 있는 기간의 범 는 다음과 같다.

31) �承政院日記� 1483책, 정조 5년 4월 5일 무신.

32) �宣祖實錄� 119권, 선조 32년 11월 병오(1일).

33) �承政院日記� 1483책, 정조 5년 4월 5일 무신 “辛丑四月初五日申時, 上御誠正閣。左副承

旨入侍時, ...... (우승지 趙)時偉曰, ‘事變日記, 乃是詳錄邊情狀啓, 以備日後考據者, 而近來

事變日記, 全不成樣, 較之十許年前日記, 詳略逈異, 臣常慨然。近閱院中故事, 亦有以事變日

記之疎漏, 至請重勘, 其所重記注之意, 自古而然. 臣意則從今以後, 凡係邊情等狀啓, 隨有盡

錄, 俾勿如前疎忽之弊, 而如是申飭之後, 若有一狀一啓之見漏於記注而現發者, 則當該注書從

重論罪之意, 出擧條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朝倭去來, 唐船出沒, 烟臺候望等, 種種似此邊

報, 俱係不輕, 而至於赴燕使臣書狀及首譯狀啓別單, 尤屬關係, 許多狀啓, 到今雖難一一推書,

至於使行狀啓別單, 自丙申以後, 一竝收聚, 待判付添書之役畢工, 鱗次添付, 可也.[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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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기간

奎12800-1 경종 3년(1723) 11.16~11.29 칙사일기

奎12800-2 조 3년(1727) 6.1~6.3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

조 4년(1728) 6.○, 4.8 일지형 사변일기

조 11년(1735) 12.30 칙사일기

조 11년(1735) 12.27~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

조 10년(1734) 1.14~2.16, 3.25 일지형 사변일기

조 4년(1728) 4.18 鞫廳日記

조 즉 년(1724) 12.19~12.22 山陵日記

조 1년(1725) 12.7~12.17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 조 10년(1734) 2.21~2.28, 5.2~6.12, 4.13~4.30, 7.1~12.16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 조 11년(1735) 1.7~12.22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7 조 14년(1738) 1.10~12.26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8 조 17년(1741) 1.14~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9 조 20년(1744)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10 조 22년(1746) 1.4~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11 조 24년(1748) 1.3~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12
조 28년(1752) 8.1~10.29 일지형 사변일기

조 47년(1771) 2.1, 2 上注書․廳注書 日記 가운데 入侍日記 혼입

奎12800-13 조 31년(1755) 10.23~10.27 鞫廳日記

奎12800-14 조 33년(1757) 8.19~10.16 勅使日記

奎12800-15 조 34년(1758) 1.1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16
조 35년(1759) 1.9~12.30 일지형 사변일기

조 35년(1759) 2.25 국청일기

奎12800-17
조 47년(1771) 6.14~6.21국청일기

도헌종 1년(1835) 8.27 국청일기

奎12800-18
조 38년(1762) 1.1~4.30 일지형 사변일기

조 39년(1763) 11.20 국청일기

奎12800-19 조 38년(1762) 5.1~12.23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0 건륭29년 조 40년(1764) 1.1~8.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1 조 40년(1764) 4.13~4.21 국청일기

奎12800-22 조 41년(1765)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3 조 42년(1766)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4 조 43년(1767) 1.4~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5 조 44년(1768) 2.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6 조 45년(176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7 조 46년(1770)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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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2800-28
조 35년(1759) 1.1~1.8 일지형 사변일기

조 50년(1774)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29 조 51년(1775)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0 조 52년(1776) 9.24~11.22 칙사일기

奎12800-31 조 52년(1776) 12.2, 3, 4 국청일기

奎12800-32 정조 1년(1777) 2.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3
정조 1년(1777) 3.14~3.21 칙사일기

정조 4년(1780) 9.9~12.16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4 정조 7년(1783) 1.1~10.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5 정조 10년(1786) 1.1~12.16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6 정조 12년(1788)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7 정조 13년(178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8 정조 14년(1790) 2.1~2.29, 12.24~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39 정조 14년(1790) 3.1~12.23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0 정조 16년(1792) 윤4.14 국청일기

奎12800-41 정조 23년(179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2 순조 1년(1801)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3 순조 5년(1805)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4 순조 13년(1813)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5 순조 13년(1813) 4.20~5.5 국청일기

奎12800-46 순조 15년(1815)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7 순조 19년(1819)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8 순조 20년(1820)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49 순조 21년(1821)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0 순조 23년(1823)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1 순조 24년(1824) 1.1~12.21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2 순조 25년(1825)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3 순조 29년(182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4 순조 30년(1830)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5 순조 31년(1831)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6 순조 32년(1832)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7
순조 33년(1833)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헌종 2년(1839)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8 순종 34(1834)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59 헌종 1년(1835)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0 헌종 3년(1837)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1 헌종 4년(1838)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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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勅使日記

事變假注書는 淸으로부터 칙사가 온다는 기별을 담은 牌文이 온 이후부터, 칙사

奎12800-62 헌종 5년(183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3 헌종 5년(1839) 8.7~8.15 국청일기

奎12800-64 헌종 6년(1840)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5
헌종 7년(1841)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헌종 15년(1849)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6 헌종 8년(1842)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7 헌종 9년(1843) 1.2~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68 헌종 9년(1843) 8.25~12.2 국휼일기

奎12800-69
헌종 10년(1844)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헌종 12년(1846)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70 헌종 13년(1847)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奎12800-71 헌종 14년(1848) 1.1~12.29 일지형 사변일기

奎25087

조 즉 년(1724) 11.22~11.25 칙사일기 낙장

조 6년(1730) 4.17 국청일기 낙장

조 6년(1730) 5.8 국청일기

조 6년(1730) 6.21 일지형 사변일기

조 6년(1730) 6.12, 6.16 국청일기

奎25088 정조15(1791) 1. 일지형 사변일기 기타 여러 기록

奎25089
순조4(1804) 국청일기

순조11(1811) 1월~2. 일지형 사변일기

奎26693

조 3년(1727) 12.23~12.28 일지형 사변일기 / 조 3년(1727) 1.1~1.4 일지형 사

변일기 / 조 5년(1729) 8.5 국청일기 / 조 6년(1730) ○.21 국청일기 / 조 6년

(1730) 5.7 국청일기 / 조 15년(1739) 10.24~30 일지형 사변일기 / 조 22년

(1746) 1.1~1.3 일지형 사변일기 / 조 25년(1749) 1.1~1.21 일지형 사변일기 /

조 28년(1752) 1.1~1.13 일지형 사변일기 / 조 28년(1752) 11.1~11.20 일지형 사

변일기 / 조 30년(1754) 1.1~1.26 일지형 사변일기 / 조 30년(1754) 12.27~

12.30 일지형 사변일기 / 조 31년(1755) 1.1~1.10 일지형 사변일기 / 조 31년

(1755) 7.16~7.17 칙사일기 / 조 33년(1757) 1.1~1.3 일지형 사변일기 / 조 33

년(1757)12.10~12.30 일지형 사변일기 / 조 40년(1764) 9.1~12.29 일지형 사변일

기 / 조 47년(1771) 1.1~1.29 일지형 사변일기 / 조 47년(1771) 11.4 일지형 사

변일기 / 조 48년(1772) 1.15~1.30 일지형 사변일기 / 정조 2년(1778) 1.8~1.22

일지형 사변일기 / 정조 2년(1778) 11.1~11.8 일지형 사변일기 / 정조 15년(1791)

1.13~1.18 일지형 사변일기 / 정조 24년(1800) 1.1~1.30 일지형 사변일기 / 순조 6

년(1806) 1.1~1.14 일지형 사변일기 / 순조 11년(1811) 6.8 국청일기 / ○년

○.6~12 일지형 사변일기 / ○년 ○.6~30 일지형 사변일기 / ○년 ○.15~29 일지

형 사변일기 / 일자불명 일지형 사변일기 1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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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된 文跡을 일일이 기록하여 일기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었다.34)34)즉 勅使日

記는 칙사를 하는 기간 동안 련 사안에 한 기록만을 모아 놓은 기록물로

서, 단일사안별 등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순조 즉 년(1800)의 勅使日記를 사례로 살펴보면, 座目은 승지 사변가주서

를 표기하고 있으며 여타 주서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본문은 10월 26일에 淸 禮

部에서 보낸 牌文 수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狀啓부터 12월 14일에 勅使가 압록

강을 도강 후 譯官 등이 귀환하 음을 보고하는 장계까지 기록되어 있다. 총 254

건의 문서가 등재되어 있는데, 의주부윤, 평안감사, 황해감사, 원 사, 반송사가 올

린 狀啓 94건, 迎接都監 등에서 올린 草記 95건, 원 사 등을 임명하는 政目 4건,

別單 7건, 傳敎 6건, 政院啓辭 7건, 書啓 4건, 單子 9건, 기타 문서(牌文, 詔書, 勅

書, 淸使 詩文 등) 28건이다. 그리고 2건의 筵說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草記,

傳敎, 政院啓辭, 書啓는 上注書․廳注書의 日記와 복되어 있다.

1863년의 �承政院日記傳掌冊�에는 총 43권의 勅使日記를 보 하고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 남아 있는 勅使日記는 총 19책이다. 각 勅使日記가 담고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34) �銀臺便攷� 禮房攷 勅使 “自勅使入京日回還, 事變假注書依例別省記入直事, 啓辭.【事變注

書, 自牌文入來, 凡係勅使所關文跡, 一一錄修正日記事, 勅使回程, 則減省記事, 本院啓辭】”

책수 기간

(奎12799-1) 경종 3년(1723) 1.1~2.24 칙사일기

(奎12799-2)

경종 3년(1723) 10.14~10.15 칙사일기

숙종 28년(1702) 8.1~2일, 6.26~30일 上注書․廳注書 日記 (原承政院日記에는 이

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奎12799-3) 경종 4년(1724) 1.9~3.2 칙사일기

(奎12799-4) 조 5년(1729) 4.24~6.19 칙사일기

(奎12799-5) 조 7년(1731) 3.19~5.12 칙사일기

(奎12799-6)

조 12년(1736) 3.22~3.30 칙사일기

조 15년(1739) 10.1~10.23일 일지형 사변일기

조 28년(1752) 2.1~2.30일 일지형 사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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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鞫廳日記

鞫廳日記는 事變假注書가 鞫廳에 入侍하여 국왕이 내린 傳敎와 罪人問目 供辭

등을 기록하여 등재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1863년의 �承政院日記傳掌冊�에는 推鞫日

記, 親鞫日記, 鞫廳日記, 庭鞫日記, 三省推鞫日記, 親鞫庭鞫日記 등 총 150권을 보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 남아 있는 鞫廳日記의 수량은 1863년 이후에 편찬

된 것을 포함하여 推鞫日記(奎12795-1-30) 30책, 推鞫日記(奎26697) 1책, 親鞫日記

(奎12796-1-22 ) 22책, 鞫廳日記(奎12797-1-19) 19책, 鞫廳日記(奎25086) 1책, 庭鞫

日記(奎12805의1, 奎12805의2) 1책, 三省推鞫日記(奎12806-1-2) 2책, 親鞫庭鞫日記合

(奎12808-1-2) 2책 등 총 78책이다. 각 책이 담고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鞫廳日記(奎12797-1-19) 19책

책수 기간 책수 기간

1 인조 24년(1646) 5.20~6.20 국청일기 11 숙종 38년(1712) 11.12~11.15 국청일기

2 효종 2년(1651) 11.16~12.21 국청일기 12 조 4년(1728) 4.2~4.7 국청일기

(奎12799-7) 조 24년(1748) 6.24~윤7.19 칙사일기

(奎12799-8) 조 25년(1749) 5.12~7.3 칙사일기

(奎12799-9) 조 26년(1750) 9.14~11.1 칙사일기

(奎12799-10) 조 31년(1755) 7.18~9.11 칙사일기

(奎12799-11) 조 38년(1762) 11.10~12.29 칙사일기

(奎12799-12)
조 39년(1763) 8.5~9.15 칙사일기

조 33년(1757) 3.29~7.14일 산릉일기

(奎12799-13) 순조 즉 년(1800) 10.27~12.14 칙사일기

(奎12799-14) 헌종 11년(1845) 1.1~12.29일 일지형 사변일기

(奎12799-15) 철종 12년(1861) 8.20~철종 13년(1862) 1.6일

(奎12799-16) 고종 1년(1864) 4.28~9.29 칙사일기

(奎12799-17) 고종 12년(1875) 8.6~고종 12년(1876) 2.19일

(奎12799-18) 고종 15년(1878) 10.15~고종 16년(1879) 1.27일

(奎12799-19) 고종 27년(1890) 9.6~10.4 칙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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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推鞫日記(奎12795-1-30) 30책

책수 기간

奎12795-1 인조 24년(1646) 4.6~5.6 국청일기

奎12795-2 인조 25년(1647) 9.2~6.18 국청일기

奎12795-3
효종 7년(1656) 5.12~5.17 국청일기

효종 7년(1656) 8.7~8.9 국청일기

奎12795-4
효종 8년(1657) 2.22~2.25 국청일기

효종 8년(1657) 10.23~11.2 국청일기

奎12795-5 갑인년 1.7~1.9 국청일기

奎12795-6
건륭1 조 12년(1736) 7.17 국청일기

건륭25 조 36년(1760) 2.21~3.20 국청일기

奎12795-7 건륭51 정조 10년(1786) 2.6 국청일기

奎12795-8 -

奎12795-9 가경9 순조 4년(1804) 9.5~9.11 국청일기

奎12795-10
순조 7년(1807) 5.6 국청일기

순조 7년(1807) 1.17, 1.27, 1.28, 4.25 국청일기

奎12795-11 순조 7년(1807) 7.12 국청일기

奎12795-12 순조 13년(1813) 7.5~7.8 국청일기

奎12795-13
순조 17년(1817) 1.11~1.18 국청일기

순조 17년(1817) 3.16~4.25 국청일기

奎12795-14 순조 19년(1819) 6.2~7.17 국청일기

奎12795-15 순조 29년(1829) 9.25~9.26 국청일기

奎12795-16 순조 29년(1829) 12.20~12.21 국청일기

奎12795-17
헌종 2년(1836) 2.23~2.30 국청일기

순조 27년(1827) 1.1~12.30 일지형 사변일기

3 종 1년(1660) 1.25~2.2 국청일기 13 조 4년(1728) 4.8~4.30 국청일기

4 종 11년(1670) 9.9~9.18 국청일기 14 조 5년(1729) 2.28~3.13 국청일기

5 숙종 6(1680) 4.7~4.26 국청일기 15 조 9년(1733) 5.19~5.28 국청일기

6 숙종 6(1680) 9.5~9.10 국청일기 16 조 28년(1752) 4.18~4.25 국청일기

7 숙종 8(1682) 8.21~9.6 국청일기 17 조 38년(1762) 7.19~10.3 국청일기

8 숙종 35년(1709) 10.23~11.2 국청일기 18
조 39년(1763) 1.30~2.2 국청일기

조 47년(1771) 6.10~6.13 국청일기

9 숙종 35년(1709) 10.9~10.17 국청일기 19 순조 4년(1804) 10.15~10.24 국청일기

10 숙종 38년(1712) 8.1~8.7 국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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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推鞫日記(奎26697) 1책

책수 기간

奎26697

조 38년(1762) 5.22 국청일기

조 40년(1764) 4.12 국청일기

순조 29년(1829) 11.17 국청일기

일자 알 수 없는 국청일기 낙장 32장

순조 1년(1801) 3.15 국청일기

순조 20년(1820) 6.4 국청일기

헌종 1년(1835) 윤6월 1일 국청일기

일자 알 수 없는 국청일기 낙장 25

④ 親鞫日記(奎12796-1-22) 22책

奎12795-18 헌종 6년(1840) 7.28~9.3 국청일기

奎12795-19 -

奎12795-20 고종 5년(1868) 6.13~6.26 국청일기

奎12795-21 고종 5년(1868) 8.2~8.3 국청일기

奎12795-22 고종 6년(1869) 5.17~6.6 국청일기

奎12795-23 고종 6년(1869) 9.4~9.23 국청일기

奎12795-24
고종 7년(1870) 8.10 국청일기

고종 7년(1870) 9.4~9.8 국청일기

奎12795-25 고종 8년(1871) 12.22~12.23 국청일기

奎12795-26 고종 10년(1873) 11.5~11.8 국청일기

奎12795-27 고종 11년(1874) 11.29~12.2 국청일기

奎12795-28 고종 13년(1876) 2.27~3.1 국청일기

奎12795-29 고종 14년(1877) 5.28~6.9 국청일기

奎12795-30 고종 19년(1882) 12.7~12.9 국청일기

책수 기간

奎12796-1 순치8 효종 2년(1651) 12.12~ 종 3년(1652) 1.2 국청일기

奎12796-2 강희40 숙종 27년(1701) 9.26~10.3 국청일기

奎12796-3 강희45 숙종 32년(1706) 9.17~9.24 국청일기

奎12796-4 건륭2 조 13년(1737) 5.28 국청일기

奎12796-5 건륭7 조 18년(1742) 1.29 국청일기

奎12796-6 건륭10 조 21년(1745) 2.13~2.30 국청일기

奎12796-7 건륭24 조 35년(1759) 12.2~12.10 국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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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鞫廳日記(奎25086) 1책

책수 기간

奎25086

조 17년(1741) 5.23 국청일기

조 25년(1749) 1.25~1.29 사변일기

일자 알 수 없는 사변일기 낙장 2장

조 23년(1747) 2.1~2.3 국청일기

일자 알 수 없는 국청일기 낙장 10장

조 25년(1749) 12.12~12.24 사변일기

조 31년(1755) 11.22~12.8 사변일기

조 29년(1753) 12.8~12.15 사변일기

조 47년(1771) 2.1~2.30 국청일기

정확히 알 수 없는 가례 련 의궤 낙장 13장

⑥ 庭鞫日記(奎12805의1, 奎12805의2) 1책

책수 기간

奎12805-1 정조 8년(1784) 3.23, 3.30 국청일기(內兵曹庭鞫時)

奎12805-2 순조 4년(1804) 3.4 국청일기(內兵曹庭鞫時)

奎12796-8 건륭28 조 39년(1762) 1.21~3.21 국청일기

奎12796-9

정조 즉 년(1776) 4.1~4.4 국청일기

정조 즉 년(1776) 4.25 국청일기

정조 즉 년(1776) 12.25 국청일기

奎12796-10 정조 즉 년(1776) 6.23~6.30 국청일기

奎12796-11 -

奎12796-12 정조 1년(1777) 1.17~1.23 국청일기

奎12796-13 정조 2년(1778) 7.18~7.28 국청일기

奎12796-14 정조 2년(1778) 8.24~8.25 국청일기

奎12796-15 정조 3년(1779) 4.10~4.19 국청일기

奎12796-16 정조 6년(1782) 11.20 국청일기

奎12796-17 정조 20년(1796) 12.27 국청일기

奎12796-18 순조 8년(1808) 11.3~11.4 국청일기

奎12796-19 순조 9년(1809) 1.25~2.15 국청일기

奎12796-20 헌종 12년(1846) 10.29 국청일기

奎12796-21 헌종 14년(1848) 11.10~11.22 국청일기

奎12796-22 철종 12년(1861) 3.6~3.7 국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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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三省推鞫日記(奎12806-1-2) 2책

奎12806-1 순조 29년(1829) 4.17 국청일기

奎12806-2 고종 3년(1866) 6.12 국청일기

⑧ 親鞫庭鞫日記合(奎12808-1-2) 2책

책수 기간

12808-1 철종12(1861) 국청일기

12808-2 고종24년(1887) 국청일기

이 가운데 ① 鞫廳日記 11책(奎12797-1-11)은 인조 24년(1646)~ 숙종 38년

(1712)에 편찬된 것으로써, 하는 原承政院日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承

政院日記傳掌冊� 3책 모두 인조 22년(1644)~숙종 38년(1712)에 편찬된 鞫廳日記

가 28권이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일기는 상자 속에 따로 보 해 두었기

때문에 조 20년(1744)에 발생한 승정원 화재에서 소실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

다.35) 事變日記 가운데 鞫廳日記를 따로 보 한 것은 조 10년부터 는데, 당시

승지 李匡輔가 鞫廳日記을 베껴두었다가 유출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을 계기로 이후부터 鞫廳日記는 상자에 담아 封閉하여 승지라도 공 인 일이 아니

면 볼 수 없게 했다.36)

Ⅳ.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서지사항을 토 로 조선후기에 承政院에서 편찬한 日記의 범

주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35) “已上鞫廳日記二十八卷 以樻中莊置之故 不入於甲子燒火之中 玆以別錄”

36) �英祖실록� 37권, 10년 1월 정유(20일) “特罷前承旨李匡輔職不敍. 先是, 朴師順之子洙源爲其

父擊鼓稱冤, 而引弘彦供辭中語以自明. 上令問其所從聞, 蓋李匡輔爲承旨, 謄示鞫廳日記而知之

也. 是日, 上語入侍臺臣曰, 此事豈未及聞耶. 上意蓋欲使臺臣劾匡輔, 而兩司竟不論. 左議政徐命

均請用重律. 於是, 上命罷職不敍. 仍命, 自今鞫廳日記, 櫃藏封閉, 雖承旨, 非公事不敢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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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승정원의 상시 기록 편찬 체계에 따라 작성된 일기는 ‘原承政院日記’이

라 구분해서 부를 수 있다. 원승정원일기는 우선 上注書와 廳注書가 작성한 일기

가 경종 2년(1722) 1월부터 고종 31년(1894) 7월까지의 분량이 남아있다. 그리고

事變假注書가 작성한 일기는 인조~숙종 에 작성된 鞫廳日記 11책을 포함하여,

고종 27년(1890)의 勅使日記까지 상당한 수량이 유실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한

갑오개 의 결과로 承政院이 폐지된 이후에 편찬된 承宣院日記, 宮內府日記, 秘書

監日記, 秘書院日記, 奎章閣日記 총 200책은 승정원의 기록 체계에 의해 작성된 기

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原承政院日記’으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왕의 비서 업

무를 담당한 기 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른 승정원의 일기과 함께 리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화재와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改修하여 補入한 일기가 있는데,

이를 ‘개수본 承政院日記’라 부를 수 있다.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개수한 부분은

인조 1년 3월(제1책)부터 경종 1년 12월(제535책)까지의 체 분량과 철종 2년부

터 고종 25년까지의 일부 분량이다. 이밖에 몇 책씩 분실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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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수하여 보입한 것도 있다.

事變假注書 日記의 사료가치는 우선 승정원의 일기 편찬체계가 어떠했는가를

체 인 구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다는 것에 있다. 사변가주서

일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역시 다른 승정원의 일기에 담고 있지 않은 범주를 포

하며, 그 나름의 체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승정원에서 편찬했던 일기를 체

인 구도 속에서 그 기사구조와 편찬과정을 밝히고, 등재범주에 한 이해하기

해서는 사변가주서 일기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2016. 11. 14),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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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ue of historical materials of Sabyeongajuseo(事變假注書)’s

Daily Records(日記)

Myung-Kyung-il

When it comes to S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it recorded every documents, which handled by 

Sungjeongwon(承政院), and cases. This paper will identify comprehensive bibliographies 

and value of historical materials of Sabyeongajuseo(事變假注書)’s Daily Records(日記) that 

they published. Sabyeongajuseo-ilgi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than Sungjeongwon-ilgi. 

According to the Sungjeongwon-ilgi-Jeonjangchek(承政院日記傳掌冊), which composed in 

19thcentury, arranged many kind of Sabyeonajuseo-ilgi’s quantity and period that published. 

Amount of Sabyeonajuseo-ilgi that preserved are fewer than Sungjeongwon-ilgi. The 

Sungjeongwon-ilgi is just preserved the period of afte r2nd year of Kyungjong, however, 

Sabyeongajuseo-ilgi is preserved that published during Injo’speriod. The contents of 

Sabyeongajuseo-ilgi embraced comprehensive parts that are not included in Sungjeongwon- 

ilgi and it is arranged based on its own structure.

Arranging every contents of Ilgi(日記) that published by Sungjeonggwon is as below. 

Ilgi that recorded permanently could be called Won-Sungjeongwonilgi(原承政院日記, The 

original-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Kyeongjong (January 1722) 

through Gojong (July 1894) period’s Won-Sungjeongwonilgi which written by Sang-juseo

(上注書) and Cheong-juseo(廳注書) and 11 volume of Injo through Sukjong period’s 

Gukcheong-ilgi(鞫廳日記) that written by Sabyeonajuseo, and Gojong period (1890)’s 

Chiksa-ilgi are preserved.

Sungseonwon-ilgi and other 200 of records that published by Secretariats after abolished 

Sungjeongwon are not included in category of Sungseonwon-ilgi because they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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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ased on record system of Sungjeongwon. And there are many modified Ilgis 

because they were burned or lost, they could be called Gyesubon-Sungseonwon-ilgi (The 

Revised-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Total quantity of Injo 

(January 1623) through Kyungjong (January 1720) and a part of quantity of Chuljong 

(1851) through Gojong (1888) can be relevant to this. Above this, there were some of lost 

collections identified after they found and modified.

Key words : Sungjeonwon-ilgi(承政院日記), Won-Sungjeongwonilgi(原承政院日記, The 

original-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Sabyeongajuseo(事變假注書), Sang-juseo(上注書), Cheong-juseo(廳注書), 

Sabyun-ilgi(事變日記), Gukcheong-ilgi(鞫廳日記), Chinguk-ilgi (親鞫日記), 

Jeongguk-ilgi(庭鞫日記), Chiksa-ilgi(勅使日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