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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통설 재검토

� 실록 편찬 단계 ‘마니산사고설’을 심으로 �

1)

강 문 식*

1. 머리말

2. 실록 편찬 단계: ‘正草’의 유무

3. 강화 마니산사고설 재검토

4. 맺음말

록: 본고는 실록 연구의 기존 통설 실록 편찬 단계와 조선후기 ‘마니산사고설’ 등 두 가

지 내용에 해 재검토하 다.

실록 편찬 단계에 한 통설은 ‘初草→中草→正草’를 거쳐 실록 원고가 완성되면 이를 활자로

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 → →정 ’의 편찬 단계는 실록이 필사본으로 제작되던 상황

을 기 을 설정한 것이며, 이때의 正草는 최종 완성된 실록 正本이었다. 이와 같은 편찬 행은

실록의 활자 간행이 시작된 1473년(성종 4)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실록 편찬 과정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즉 中草 이후 正草 작성 단계가 사라지

고 곧바로 印出이 진행되는 형태로 바 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후기에 작성된 實錄廳儀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 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체로 임진왜

란을 후한 시기 사이에 변화가 시작 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실록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강화사고가 摩尼山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 주

장은 체로 임진왜란 이후 재간행된 �명종실록� ｢부록｣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1606년

(선조 39) 제정된 ｢京外史庫守直節目｣ 효종․ 종 의 �승정원일기�에는 정족산으로 이건되

기 의 강화사고가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 조선후기에 편찬된 강화부 읍지

에 마니산사고 련 기록이 없는 , 병자호란 당시 주로 강화읍성 일 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

이는 淸軍에 의해 실록이 큰 피해를 입었던 도 사고가 강화부 안에 있었음을 보여 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정족산사고 설치 이 의 강화사고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존의 마니산사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 實錄, 正草, 實錄廳儀軌, 江華史庫, 摩尼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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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의 공식 국가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으로 약칭)은 조선시

사 연구의 필수 인 기 자료이며, 특히 조선 기 역사가 기록된 유일한 연

기라는 에서 매우 요한 사료 가치를 갖는다. 6.25 쟁 이후 1955년에 국사

편찬 원회에서 사료편찬 사업을 개시하면서 그 첫 번째 상으로 삼은 것이 ‘조

선왕조실록’이었다는 은 실록이 갖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단 으로 보여 다.1)1)

뿐만 아니라 실록은 조선시 국가기록물 리 체계의 정 에 있는 자료로서 조선

의 기록문화 출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에서 그 자체로도 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실록은 1973년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실록은 연구 자료로서, 기록문화재로서 일찍부터 그 가치와 요성을 인

정받았으며, 실록에 한 연구는 1960년에 발표된 신석호의 연구2)를2)시작으로 지

까지 60여 년 동안 꾸 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실록의 편찬과 보 , 실록 편

찬의 주체인 史官의 역할 등 요 주제에 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 되었으며,

이는 실록의 성격과 내용․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3)3)

하지만 지 까지의 실록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 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하나가 기존 연구들의 오류나 한계에 한 검증이나 비

1) 강문식, 2016 ｢ 근 사 편찬의 성과와 과제｣, �제50회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자료집-국사편찬 원회 사료편찬 70년의 성과와 과제�, 99면, 106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름은 1955년 국사편찬 원회에서 실록을 인․간행할 당시 실록 체를 총칭하는 이름

으로 처음 붙여졌다. 이에 해 배 숙은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 원회에서 발간한

인본의 고유명사일 뿐 조선시 당시의 명칭이 아니며, 실록에 처음부터 종합서명이 있었

던 것은 아니므로, ‘명실록’․‘청실록’․‘고려실록’ 등과 같은 일반 인 명칭의 에 의거하

여 ‘조선실록’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배 숙, 2002 �조선실록 연구서설�, 태일사,

3-4면.

2) 신석호, 1960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 ｣, �사총� 5.

3) 1960년 이후 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왕조실록� 연구 성과의 내용과 특징에 해서는

강문식, 2015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황｣, �조선시 사학보� 7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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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다.4)4)이러한 경향은 실록에 한 잘못된

이해를 계속 이어가는 결과를 래하여 실록 연구가 발 해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에 실록과 련된 몇 편의 논고를 발표하면서 실록 연구의 기존 통

설에 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5)5)하지만 통설의 재검토가 논문의 주

된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한 집 인 검증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고

에서는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기했던 실록 연구 통설의 문제 두 가지를 구

체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 제2장에서는 실록 편찬 과정에 한 기존 정

설인 ‘初草→中草→正草→간행’의 단계가 조선 기부터 후기까지 기간에 동일하

게 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복간된 실록의 안을 해서 外史庫를 다시 조성할 때 강화사고가 마니산에 설치

었다는 기존 통설을 재검토하여 조선후기 강화사고 운 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

자 한다.

2. 실록 편찬 단계: ‘正草’의 유무

조선시 실록 편찬 과정은 신석호의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사총� 5,

1960)에서 처음 검토된 이래로 부분의 실록 연구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어진

주제 하나 다. 이후 실록 편찬 과정은 1980~2000년 에 한우근, 배 숙, 김경

수, 오항녕 등의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이 상당 부분 밝 졌다.6)6)하지만 이상의 연

4) 의 논문, 216면.

5) 강문식, 2013 ｢儀軌를 통해 본 �英祖實錄�의 편찬 체계｣, �조선시 사학보� 54; 2013 ｢조

선후기 江華史庫의 운 ｣, �조선시 사학보� 64.

6) 한우근, 1988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한 硏究｣, �진단학보� 66; 배 숙, 앞의 논

문; 金慶洙, 2001 ｢조선 기 史官과 실록 편찬에 한 연구- 황과 과제｣, �사학연구� 62;

2002 ｢조선 기 실록 편찬에 한 사학사 고찰｣, �조선시 사학보� 20; 吳恒寧, 2003 �韓

國 史官制度 成立史硏究� 한국연구원; 2006 ｢정조 반 �英祖實錄� 편찬에 한 연구｣,



250 奎 章 閣 49 ․

구들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부분 실록 편찬 체계가 정비되어 가던 조선 기의

상황을 심으로 논의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선시 시기에 그 로

용할 수 있는가에 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재까지 실록 편찬 과정에 한 통설은 실록 원고를 ‘初草→中草→正草’의 세

단계를 거쳐 작성한 다음 이를 활자로 간행하여 완성했다는 것이다. 실록 원고가

‘初草→中草→正草’의 단계를 거쳤다는 주장은 에서 언 한 신석호의 연구에서

처음 제기되었고,7)7)이후 부분의 연구들이 이 주장을 그 로 받아들임으로써 정

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석호의 연구에는 와 같은 단계 규정의

자료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 이후의 연구들도 신석호의 주장

을 그 로 따랐을 뿐 이에 한 자료 검증을 한 바가 없었다. 심지어는 신석호

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최종 결론은 ‘初草→中草→正草’라는 기존 통설을 그 로 따른 경우도 있다.8)8)

그런데 조선후기 실록 편찬 과정을 정리․수록한 實錄廳儀軌들을 검토해 보면

의 통설과는 다른 내용들이 확인된다. 그 에서 가장 요한 것은 ‘正草’ 단계

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재 규장각에는 총 15종의 실록청의궤 등록이 소

장되어 있다.9)9)이 에서 실록 편찬의 단계가 가장 체계 으로 정리되어 있는 의

�민족문화� 29.

7) 신석호, 앞의 논문, 11면.

8) 를 들어, 배 숙의 연구에서는 �仁祖實錄纂修廳儀軌�의 내용을 토 로 �인조실록� 편찬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서 “ 를 가지고 복 부분과 수정처를 없애서 粉板에 直書

하여 인출하되 1건을 더 인출하여 정서에 신하게 하면 紙筆을 약할 수 있고...”라는 의

궤 기사를 인용하 다(배 숙, 앞의 책, 75면). 즉, 에서 정 단계 없이 粉板 書役으

로 바로 이어졌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해당 기사에 한 더 이

상의 분석은 하지 않은 채 다시 기존 통설을 그 로 따라 실록 원고가 ‘ → →정 ’

를 거쳐 완성되며, 이를 다시 필사로 정서한 다음 粉板에 옮겨 어 인출했다고 결론지었

다( 의 책, 82면).

9) 규장각 소장 실록청의궤 등록 15종은 다음과 같다.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宣祖實錄修正廳儀軌�, �仁祖實錄纂修廳儀軌�, �孝宗實錄纂修廳儀

軌�, �顯宗實錄纂修廳儀軌�, �顯宗實錄改修廳儀軌�, �端宗實錄附錄撰輯廳儀軌�, �肅宗實錄

纂修廳儀軌�, �景宗大王實錄謄錄�, �景宗修正實錄儀軌�, �英祖實錄廳儀軌�, �正祖實錄刪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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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는 정조 반 �英祖實錄� 편찬 과정을 기록한 �英祖實錄廳儀軌�이다.

� 조실록청의궤�는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책에 실록 편찬의

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 조실록청의궤�의 상책은 편찬 단계에 따라

｢刪節廳謄錄｣, ｢纂修廳謄錄｣, ｢校正廳謄錄｣, ｢校讎廳謄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청등록｣에는 춘추 에서 보 하던 時政記와 �承政院日記�를 실록청으

로 옮겨와 실록에 수록할 내용과 제외할 내용을 분류․정리하는 刪節 과정이 기록

되어 있다.10)10)그리고 ｢찬수청등록｣과 ｢교정청등록｣에는 실록 원고를 작성하는 과

정이 정리되어 있으며, ｢교수청등록｣에는 완성된 원고의 시험인쇄와 교정, 최종 正

本 인쇄, 粧䌙, 奉安, 洗草 등의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11)11)

여기에서 문제는 인쇄에 들어가는 교수청 단계 이 까지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원고, 특히 찬수청과 교정청 단계에서 생산되는 원고가 무엇인가 하는 이다. ｢찬

수청등록｣이나 ｢교정청등록｣에는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원고가 어떤 것이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기존 해제나 연구에서는 래의 통설에 입각하여 시정기 산

의 결과를 初草, 찬수청 단계를 中草, 교정청 단계를 正草로 상정하 다. 하지만

이는 실제와 다른 이 있다.

실록 편찬의 각 단계에서 생산된 원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 조실

록청의궤� 하책에 실린 ｢甘結｣에 있다. � 조실록청의궤� 하책에는 ｢刪節時甘結秩｣,

｢纂修廳甘結秩｣, ｢校正廳甘結秩｣, ｢校讎廳甘結秩｣등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록청

에서 여타 서들로 발송한 감결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 시정기 산 을 담

당한 1․2․3방의 업무를 정리한 1․2․3방 등록에도 각 방에서 다른 서로 발송

한 감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실록청과 각 방의 감결에는 주로 실록 편찬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요청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廳儀軌�, �純祖實錄儀軌�, �憲宗實錄廳儀軌�, �哲宗實錄廳儀軌�

10) 조계 의 연구에 따르면, 산 은 �승정원일기�와 시정기를 참고하며, �승정원일기� 실

록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에 付標하고 시정기 에서 실록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朱

筆로 칠해 지워버려 찬수할 때 참고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조계 , 2014 ｢조선

후기 실록의 세 기록물과 차｣, �고문서연구� 44, 121면).

11) 강문식, 2010, 앞의 논문, 6-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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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사용된 종이의 용도와 수량이다.

먼 ｢刪節時甘結秩｣에는 산 기간에 실록청 도청당상과 낭청에게 각각 啓目

紙 10장, 楮注紙 3권, 公事白紙 3권, 白休紙 1근, 付標紙 3권 등이 지 되었다는 기

록이 있다.12)12) 1․2․3방의 등록에는 각 방별로 楮注紙 2장, 白紙 5권, 公事下紙

白休紙 2근이 지 된 사실이 실려 있다.13)13)1․2․3방에 지 된 종이들은 공문서

작성이나 付標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부분이고,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도 실록 원고 작성용으로 보기에는 그 수량이 매우 다. 즉, 산 작업 에는 실

록청이나 각 방으로 원고 작성에 필요한 만큼 량의 종이가 조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산 단계에서 가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14)14)

반면, 찬수청 단계의 감결 내용을 기록한 ｢纂修廳甘結秩｣을 보면, 이 시기에 白

紙 230권과 白休紙 50권, 6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록청에 조달되었다. 이는 찬수

청 단계부터 본격 인 원고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뿐만 아니라 ｢찬수청

감결질｣에는 찬수 단계에 조달된 종이의 용도가 ‘實錄初草冊’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 찬수청 단계에서 생산되는 실록 원고가 初草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교정청 단계의 감결 내용을 정리한 ｢교정청감결질｣에 따르면, 이 시기에 初

草冊 용도로 白紙 15권, 白休紙 27근, 好品白紙 10권이, 中草冊 용도로 厚白紙 111

권, 白紙 45권, 好品白紙 30권, 白休紙 10권 등이 조달되었다. 교정청 단계에서 조

달된 종이의 용도로 初草冊과 中草冊이 같이 나오는 것은 이 시기에 실록 를

다시 정리하는 改纂修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5)15)개찬수가 � 조실록� 편

12) �英祖實錄廳儀軌� 下, ｢刪節時甘結秩｣무술년(1778) 2월 20일.

13) �英祖實錄廳儀軌� 下, ｢一房謄錄｣稟目秩, 甘結秩.

14) 강문식, 2010, 앞의 논문, 8면. 조계 은 최근 연구에서 시정기 산 단계의 결과물을 ‘出

草’로 명명하고, 이것이 初草로 정리되는 과정을 구체 으로 규명하 다. 이에 따르면 시

정기와 �승정원일기�에 각각 朱墨과 付標로 실록에 넣지 않을 부분을 표시한 다음 실록

에 넣을 내용들을 粉貼에 등서하고(出草), 이를 다시 백지에 옮겨 어서 初草를 작성하

다(조계 , 앞의 논문, 121면).

15) � 조실록� 편찬에서 纂修(初草 작성)는 1778년 3월 27일부터 1780년 4월 16일까지 진행

되었고, 1780년 4월 16일부터 校正(中草 작성)과 校讎(시험인쇄 교정) 작업이 시작되

었다. 하지만, 初草가 미진하여 中草 작성과 시험인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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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에서만 나타났던 특이한 사례임을 고려한다면, 원래 교정청 단계에서 생산되는

원고는 실록의 中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감결을 정리한 ｢교수

청감결질｣에는 이 시기에 白紙 325권, 好品白紙 10권, 厚白紙 10권이 조달 으며,

용도는 ‘印出時 初再見用’, 즉 시험인쇄에 사용될 종이라는 이 명시되어 있다.16)16)

실록 편찬을 해 조달된 종이에 한 검토 결과는 시정기 산 과 단계를

거쳐 실록 가 작성되면 그 다음에 를 가지고 바로 시험인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 다. 즉, 실록 원고의 생산은 ‘시정기 산 → → →시험인쇄’

의 단계를 거쳤으며, 와 시험인쇄 사이에 ‘정 ’라는 원고는 존재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 조실록청의궤� ｢감결질｣에 기록된, 편찬 단계별 종이의 용도와 수

량을 통해 실록 편찬 과정에서 정 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그런데,

하는 실록청의궤 에서 ｢감결질｣에 조달된 종이의 용도가 와 같이 명확하

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 조실록청의궤�가 유일하다. 다른 실록청의궤들은

부분 ‘草冊用’․‘謄錄用’ 등으로만 기록했을 뿐 각 단계별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 생산 원고의 종류를 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록으

로 순조 반 �정조실록�의 편찬 과정을 정리한 �正祖實錄刪節廳儀軌�의 ｢校正

廳甘結帙｣에 中草謄錄印札板 제작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

다.17)17)교정청 단계에서 작성용 용지를 찍어내기 한 인찰 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작성된 원고가 임을 보여 다.

�光海君日記�는 조선후기 실록 활자로 간행되지 않고 中草本과 필사 정본

래되었고, 결국 1780년 9월 6일부터 初草를 다시 정리하는 改纂修가 시작되어 1781년

4월 26일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개찬수 기간에는 개찬수(初草 정리)와 교정(中草 작

성)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시험인쇄는 개찬수 시작과 함께 일시 단되었다가 1781년 3

월 10일부터 재개되었다. 강문식, 2010, 앞의 논문, 15-16면.

16) � 조실록� 편찬 당시 찬수, 교정, 교수 등의 각 단계마다 조달된 종이의 구체 인 내역

은 본고 말미의 <부록>을 참조.

17) �正祖實錄刪節廳儀軌�, ｢校正廳甘結帙｣계해(1803) 1월 28일, 3월 7일. 당시 교정청이 설

치된 것이 1803년(순조 3) 1월이므로 교정청 설치 후 바로 용지의 인찰 제작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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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이 함께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그런데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에

기록된 � 해군일기� 편찬 과정은 실록을 간행할 경우 정 단계를 거치지 않았

다는 정황을 잘 보여 다. � 해군일기찬수청의궤�에 따르면 정묘호란으로 단

던 � 해군일기� 편찬 작업이 1632년에 재개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1631년 11월에

김세렴은 � 해군일기�를 印出, 즉 간행하기에는 사정이 어려우므로 그 신 한

질을 잘 정서해서 명산에 보 하여 향후 인출에 비하는 좋겠다고 건의하 다.18)18)

그러나 � 해군일기�의 가 마무리되어 가던 1632년 9월에 찬수청에서는 일기

를 1부만 작성할 경우 의외의 사고로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부를 인출하여

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인조도 이를 수용하 다.19)19)이에 따라

가 모두 완성되기 인 같은 해 10월부터 � 해군일기� 인출 작업이 시작되

었다. 하지만 2개월 후인 12월에 찬수청에서는 다시 啓를 올려 � 해군일기�를 인

출하는 신 3부를 정서해서 史庫에 안할 것을 건의했다. 인출을 한 활자의 배

치가 어려워서 1년 치 일기를 인출하는 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인출에 필요

한 부 비용도 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 인출 신 정서를 주장한 이유 다.20)20)

이상의 논의에서 핵심은 � 해군일기� 가 완성된 후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즉, 를 다시 정서한 필사본을 만들어 보

18)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啓辭｣壬申 2월 2일 “春秋館啓曰 辛未閏十一月初十日召對時

侍講官金世濂所啓 自古未有無事之國 廢朝時事 尤不可闕失無傳 向時纂修 已出於散失之餘

驟經胡變 棄置已久 終恐散亂泯滅 中草則已盡畢寫 而特未經摠裁官刪正者居半而已 當此凶

歲 物力殫竭 旣難印出 則使能書文官精寫爲一秩 藏之名山 以待他日印出何如. 上曰 此言甚

是 待明年擧行 可矣事　傳敎矣.”

19)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啓辭｣癸酉 9월 2일 “纂修廳啓曰 ( 략) 臣之當初啓請本意 只

欲待中草畢寫後 藏置史庫 以待日後觀勢印出矣 議者多以爲 辛勤湊合 只爲單件 不無意外之

慮 莫如因此設局 刻期印出云 此言亦似有理 何以爲之 敢稟. 答曰 知道卽爲印出似可矣.”

20)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啓辭｣癸酉 12월 24일 “纂修廳啓曰 日記中草 今已撰定畢書矣.

所當待正月依前印出 而第見活字排置 功役極爲艱苦 而所印分藏之數 元不過五件 頃者一朔

所印 只戊申數朔日記 力費而事遲 與初當所臆料有違 非但工匠料布所用不少 斷手亦未易期.

群議多以爲 國朝實錄未必皆是印本 多以印札楷書以藏云. 今亦依此 謄書數三件 則物力可省

完局亦易 謄錄官 無論參下參上 多出五十餘員 分四房董役 則數月之內 可以畢書云 敢稟.

答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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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를 가지고 바로 활자 간행을 진행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하

나를 결정해야 했는데, 최종 결론은 자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작

성 후 정서본, 즉 정 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인출할 경

우에는 정서본을 다시 만들지 않고 를 가지고 바로 활자 조 과 인쇄에 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 다. 만약 다음에 정 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의

궤의 기록처럼 완성 후에 인출할 것인가 정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

니라, 정 까지는 당연히 작성한 다음에 이를 인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서본을 추

가로 더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작성 후 바로 인출로 이어진 정황은 �宣祖修正實錄� 편찬 과정에서도 발

견된다. �宣祖實錄修正廳儀軌�에 실린 1657년(효종 8) 3월 15일의 실록청 啓辭에

는 당시 1567년(선조 즉)부터 1592년까지의 원고는 가 완성 고 1593~1596년

은 작성 이며 이후 시기는 정리가 안 음을 보고한 다음, 이미 수정한 1596년

이 원고를 먼 인출하고 1597년 이후 원고도 서둘러 를 작성하겠다는 계획

을 밝힌 내용이 있다.21)21)여기에서 ‘이미 수정한 1596년 이 원고’는 앞뒤 맥락을

볼 때 가 완성 거나 작성 인 원고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기사 한

가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인출이 진행 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록 편찬 과정에서 정 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는 洗草

의 상에 정 가 없다는 이다. 실록 편찬이 완료되면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던

시정기와 편찬 과정에서 작성된 본 원고들 시험인쇄본들은 임시로 춘추 에

보 하다가 擇日하여 세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22)22)그런데 실록청의궤에 기록된

세 상 목록을 보면 시정기와 ․ , 그리고 시험인쇄본에 해당하는 初

見․再見은 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 는 세 상에 올라 있지 않다. 실록의

21) �宣祖實錄修正廳儀軌� 丁酉(1657) 3월 15일 “啓曰 宣祖朝實錄 自丁卯至壬辰二十六年 則

已書中草 癸巳以後 至丙申四年 書而未畢 此則李植考出於赤裳山庫而撰出者也. ( 략) 丙

申以前已爲修正者 一邊先爲印出 丁酉以後未及修正者 速爲中草 待其考來 而塡補闕朔 則庶

可及歲前完畢矣.”

22) 조선후기 실록 편찬 과정에서의 세 상 기록물의 종류, 세 차와 방법, 세 후 휴

지의 활용 등에 한 내용은 조계 , 앞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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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해 그 자료와 본들을 기하는 것이 세

의 목 임을 고려할 때, 그 상에 정 가 없다는 것은 애 부터 정 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내용들을 통해 실록 편찬 과정에서 시험인쇄에 들어가기 에 생

산된 마지막 원고는 임을 확인하 다. 그런데, 하는 유일한 원고인 �光

海君日記� 中草本을 보면 교정 사항이 많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원고를 곧

바로 활자 조 에 이용하기는 어렵고 교정 사항이 반 된 를 정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粉板 謄書이다. 분 은 석회 가루를 기름에 개어 바른 빤

지로, 한번 쓴 씨를 지우고 반복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도구이다. 실록청에서는

가 작성되면 謄錄郎廳을 차출해서 내용을 분 에 옮겨 도록 한 다음

(분 등서), 분 의 기록을 보고 활자를 조 하여 시험인쇄를 하 다.23)23)이에 따

라 활자 조 을 해 를 별도의 원고(정 )로 정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는 실록청의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 �인조실록찬수청의궤�에 실린, 1652년(효종 3) 8월 6일의 실록청 啓辭에는

“이번에는 그 에서 복된 부분과 먹으로 지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을) 분 에 直書하여 인출하고자 합니다.”24)라는24)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인조실

록�을 편찬할 때 에서 바로 분 등서를 거쳐 활자 조 으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 다. , �숙종실록찬수청의궤�에도 실록청에서 조에게 올린 계사 에 �숙

종실록� 편찬을 담당한 실록청 당상들의 원고 찬술이 끝났으므로 서둘러 인출에

들어가야 하는데, 書役을 담당할 낭청의 수가 부족하여 당상들의 원고를 로

베껴 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때문에 인출을 한 粉板謄錄 작업은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있다.25)25)

23) 의 논문, 121-123면.

24) �仁祖實錄纂修廳儀軌�, ｢啓辭秩｣壬辰(1652) 8월 6일 “故今則欲就其中草 去其重複塗改

直書於粉板而印出.”

25) �肅宗實錄纂修廳儀軌�, ｢啓辭秩｣정미 2월 18일 “春秋館郞廳 以實錄摠裁官意啓曰 本廳纂

修幾畢 印役方急 而郞廳極爲苟艱 已撰修者 多未書出中草 粉板謄錄 尙未始手 事甚悶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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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록청의궤 기사들은 실록 원고의 작성 인쇄 과정을 잘 보여 다. 즉,

시정기 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에 해 당상들이 수정․보완 교정을

하면 낭청들이 그 내용을 책자에 옮겨 어서 를 작성하 다. 그리고 내

용을 다시 粉板에 옮겨 으면 그것을 보고 활자를 조 하여 �실록�을 인쇄하

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조선후기 실록 편찬 과정에서 ‘정 ’ 작성의 단계가 없

었다는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이유로 ‘정 ’라는 단계를 상정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 ’ 단계는 신석호의 연구에서 처음 제

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要컨 實錄은 春秋館 時政記와 史官의 史草를 主로 하고 其他 公私記錄을 리 蒐

集하여 그 임 의 卽位한 날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事實을 年月日順의 編年體로 編纂하

는데, 大槪 다음과 같은 세 段階를 거쳐서 完成하 다. 첫째 段階는 一․二․三各房

에서 春秋館 時政記와 其他 史料 中에서 重要한 事實을 抄出하여 初草를 作成하는 것

이오, 둘째 段階는 都廳에서 初草中 빠진 事實을 追加하고 不必要한 것을 削除하고 잘

못된 것을 修正하여 中草를 作成하는 것이오, 셋째 段階는 總裁官과 都廳堂上이 中草

의 잘못을 再 修正함과 同時에 文章과 體裁를 統一하여 正草를 作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實錄이 完成되면 곧 特別히 設置한 史庫에 秘藏하고 實錄의 基本 資料 던

春秋館 時政記와 史官의 史草 實錄의 初草․中草는 모두 洗草하 다.26)26)

신석호는 실록 편찬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 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 인

용문을 볼 때 주장의 근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는 “中草의

잘못을 再 修正함과 同時에 文章과 體裁를 統一하여 正草를 作成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하여 實錄이 完成되면”이라고 하여 정 를 실록의 완성본으로 보았고, 정

가 완성된 후 시정기와 ․ 의 洗草가 이어진다고 하 다. 이는 신석호가

조선 기 실록이 필사본으로 제작되던 시기를 기 으로 실록의 편찬 단계를 설명

했음을 보여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기 태조부터 태종까지 3 의 실록은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이 경우 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 하여 정서한 필

26) 신석호,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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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 최종 완성본이 되며, 신석호는 이를 정 로 명명했던 것이다. 즉, 신석호가

말한 정 는 간행 단계의 원고가 아니라 최종 완성된 실록의 正本이었다.

한편, 신석호는 같은 논문에서 실록이 필사본에서 활자본으로 환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以上 세 實錄은 처음에 각각 二部씩 謄寫하여 一部는 서울의 春秋館, 一部는 高麗時

代로부터 實錄을 保管하던 忠州史庫에 奉安하 다. [……] 世宗二十七年(一四四五)에

다시 二部를 더 精書하여 全州와 星州에 史庫를 新設하고, 各各 一部씩 分藏하 으며,

第四代 世宗實錄 以後의 實錄은 모두 編纂할 때마다 活字로 出版하여 春秋館․忠州․

全州․星州의 四史庫에 各各 一部씩 保管하 다.27)27)

이 에서 신석호는 태조~태종의 3 실록은 필사본으로 제작되었고, �세종실

록�부터는 활자로 출 했다고 하 다. 그러나 실록을 활자로 인쇄하는 과정에

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신석호가 설명한 실록의 편

찬 단계는 필사본 실록에 한 것이었지만, 앞서 본 첫 번째 인용문과 의 두 번

째 인용문이 연결되면서 실록 편찬이 ‘ → →정 ’를 거쳐 활자 인쇄를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실록�은 당 필사본으로

만들어졌다가 후 에 활자로 다시 간행되었기 때문에 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

는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신석호가 ‘ → →정 ’의 실록 편찬 단계를 상정한 것은

조선 기 필사본 실록의 사례를 기 으로 한 것이고, 앞서 실록청의궤를 통해 확

인했던, 실록 편찬에서 정 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조선후기 실록 편찬에 해당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실록 편찬의 단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그 변화의 기 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신석호의 주장이 필사본 실록을 기 으로 한 것이므로, 실록이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던 동안은 정 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조선

기 실록 태조부터 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이고, �세종실록�부터 활자본으로

27) 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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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도 처음부터 활자본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당 에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가 1473년(성종 4)에 이르러 乙亥字로 간행되었

다. 그리고 이때 세조 에 편찬된 �文宗實錄�․�端宗實錄�과 성종 반에 편찬

된 �世祖實錄�․�睿宗實錄�도 함께 을해자로 일 간행되었다.28)28)따라서 �문종실

록�과 �단종실록�은 세조 편찬 당시에는 최종 정본이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성종 편찬된 �세조실록�․� 종실록�도 편찬과 간행이 바로 이

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록 인출에 참

여한 춘추 원들에 한 論賞에 반 한 서거정의 箚子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본 (춘추 ) 원들이 당 에 �세조실록� 찬술로 이미 恩賞을 입었고, � 종실록�

찬술로 은상을 입었습니다. 춘추 은 직책이 史筆을 맡아 祖宗의 실록을 찬술하는

것으로 직분상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兩朝의 실록은 편찬국을 따로 설치한 것도 아

니고 일시에 겸하여 찬술했으며 1년 내에 이루어진 것인데 거듭 恩典을 입으니 이미

본분에 넘치는 것이지만, 舊例에 의하여 行賞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지

은 단지 편찬된 책을 監校하여 印出했을 뿐인데 다시 무슨 공이 있어서 하고 차례

를 넘는 은혜를 받겠습니까.29)29)

인용문을 보면, �세조실록�․� 종실록� 편찬이 완료되어 실록 편찬 에

한 포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후에 다시 실록 인출이 이루어지면서 춘추 원에

한 추가 논상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행 에 실록 편찬에 한 포상

이 먼 이루어졌다는 것은 편찬 완료와 간행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음을 의미

하며, 그 다면 편찬 완료 당시의 정본은 필사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게 볼 때, 세종~ 종 의 실록은 재는 활자본으로 하고 있지만 간행 에

28) �成宗實錄� 권31, 성종 4년 6월 8일(정묘).

기사에는 �魯山君日記�, 즉 �端宗實錄�을 간행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는 정족산사고본( 주사고본) �단종실록�의 책 크기, 활자, 종이 등이 1473년 간행

된 다른 실록과 동일한 것을 볼 때, �단종실록�도 이때 같이 간행 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成宗實錄� 권30, 성종 4년 5월 19일(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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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필사 정본, 즉 정 가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실록의 활자 간행이 정착된 이후에도 정 제작의 행이 이어졌을까?

이와 련하여 �燕山君日記�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만약 (김)일손이 쓴 것이 옳다면 신이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망령되다면 뭇

사람이 다 아는 바이오니 신이 무엇을 근심하오리까. 入草한 郞廳이 있고 初草

를 쓴 낭청이 있고, 中草를 쓴 낭청이 있고 正草를 쓴 낭청이 있고, 共議한 여러 당상

과 낭청이 있사온데 여러 사람의 을 어찌 가릴 수 있으리까.30)30)

인용문은 무오사화 당시 이극돈이 사 의 일과 련하여 올린 상소의 일부

이다. 여기에서 이극돈은 “정 를 작성한 낭청이 있다.”는 말로 �성종실록� 편찬

시에 정 가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종실록�부터는 실록의 편찬과 간

행이 연속 으로 진행 음을 고려할 때, 인용문은 매우 요한 시사 을 다.

즉,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는 이 행이 이어져 간행 에 를 정서한

필사본, 곧 정 가 만들어졌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정 가 실록 편찬과 연 되어 사용된 용례는 의 기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

가 만들어지는 행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는 ‘당 에는 각방에서 산 한 뒤에 별도로 한 건을 정서하여 분 에 옮겨 어

인출의 바탕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를 가지고 바로 분 에 어 인출하려 한

다.’는 �仁祖實錄纂修廳儀軌�의 기사에 의거하여, 에서 바로 분 등서로 이어

지는 과정이 조선후기에 정착된 것으로 보았다.31)31)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연산군 에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는 실록 편찬 시

정 가 제작되는 행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필사본만 제작된 � 해

군일기�를 논외로 하면, 하는 조선후기 실록청의궤를 통해 늦어도 �인조실록�

30) �燕山君日記� 권30, 연산군 4년 7월 19일(계축) “然若馹孫所書 是則臣當甘受 若妄則衆所

共知 臣何恤焉. 且有入草郞廳焉 有書初草郞廳焉 有書中草郞廳焉 有書正草郞廳焉 有共議

諸堂上郞廳焉 衆目安可掩也.”

31) 조계 , 앞의 논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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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때부터는 와 시험인쇄 사이의 정 작성 과정이 사라지고 ‘시정기 산

→ → →시험인쇄’의 과정을 거쳐 정본이 인출되는 방식으로 바 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록 편찬 단계의 변화는 종 (�연산군일기� 편찬)부터 해군

(�선조실록� 편찬) 사이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실록청의궤

가 남아 있지 않아서 재로서는 정확한 변화 시 을 특정하기는 어렵다.32)32)

3. 강화 마니산사고설 재검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란 과정에서 유일하게 화를 면한 주사고본 실

록을 바탕으로 태조부터 명종까지 13 실록의 재간행을 추진하 다.33)33)1603년 7

월경에 시작되어 1606년 4월까지 진행된 실록 재간행을 통해 正本 3질과 교정쇄본

1질 등 4질의 실록이 새로 간행되어, 기존의 주사고본까지 모두 5질의 실록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들 5질의 실록을 서울의 춘추 사고와 4곳의 외사

고에 안했는데, 특히 외사고는 임진왜란 당시의 피해를 거울삼아 조선 기와는

다르게 강화․오 산․태백산․묘향산 등 섬이나 산간 지역에 설치하 다.34)34)외사

32)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 해군일기� 편찬 과정에서 완성 후에 정서할 것인지, 인

출할 것인지를 논의했던 사실은 당시에 이미 실록을 간행할 경우 다음에 정 를 거

치지 않았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 을 고려하면 해군 �선조실록� 편찬 때에

도 정 작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다면 실록 편찬 단계의 변화는

임진왜란을 후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

은 경제 인 문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기간의 란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물자가 소요되는 실록 편찬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를 생략하고 후 바로 분 등서를 진행하면 실록 편찬에 큰 지장을

래하지 않으면서도 정 작성에 소요되는 종이와 여타 물자들을 약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3) 임진왜란 이후 실록의 재간행 논의 진행 과정에 한 내용은 배 숙, 앞의 책, 109-

114면 참조.

34) �明宗實錄�,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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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1606년 4월의 �宣祖實錄�

기사 에 “강화의 史閣은 작년에 이미 수축했고, 태백산․오 산․묘향산 등지의

사각도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고 들은 듯합니다.”35)라는35)내용이 있는 것을 통해, 강

화사고는 1605년, 나머지 3곳의 사고는 1606년경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은 1605년에 설치된 강화사고의 치가 어디인가 하는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의 강화사고가 마니산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

이었다. 강화사고가 마니산에 설치 었다는 주장은 신석호의 연구에서 처음 언

되었다.

倭亂이 平定된 後 國家의 財政이 困難하고 物資가 缺乏함에도 不拘하고 實錄 出版

事業을 일으켜 宣祖三十六年(一六○三) 七月부터 同三十九年(一六○六) 三月까지 二年

九個月 사이에 太祖實錄부터 明宗實錄까지 八百四卷의 實錄을 다시 活字로 出版하

다. 그런데 이때 出版한 實錄은 三部에 지나지 아니하 다. 그런데 全州史庫에 있던 實

錄 原本과 校正本을 合하여 五部의 實錄이 成立되었으므로 一部는 옛날과 같이 서울

春秋館에 두고, 다른 四部는 江華島 摩尼山, 慶北 奉化郡 太白山, 平北 寧邊郡 妙香山,

江原道 平昌郡 五臺山과 같은 兵火를 免할수 있는 深山幽谷과 島嶼를 擇하여 各各 史

庫를 設置하고 一部씩 分藏하 는데 (하략)36)36)

2장에서 검토한 ‘正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마니산사고에 해

서도 명확한 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후 제출된 실록 사고 련

연구들은 부분 신석호의 연구를 인용하여 마니산사고 설치를 통설로 받아들 으

며, 이에 한 자료 검증을 시도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강화도 지 조사를 통해 마니산사고의 치를 고증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334~1336번지 일 를 마니산사고

지로 추정하 다. 이러한 추정은 이 지역이 부터 ‘서재곡’ 는 ‘서재꼴’로 불

렸으며, 실록을 보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지붕이 갈 로 덮여있었다고 하는

주민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마니산사고는 건물을 새로

35) �宣祖實錄� 권198, 선조 39년 4월 28일(병인).

36) 신석호, 앞의 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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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 다. 그 근거는 마

니산 사고를 신축했다는 기록이 없는 , 서재골이라는 마을 이름을 볼 때 이곳에

서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 그리고 태종 에 이곳에 있던 齋宮의 치

가 낮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던 것을 볼 때 옛 재궁이 빈 건물로 남아있었

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이다.37)37)하지만 이 연구는 강화도 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추측에 기 하여 마니산사고 터를 추정했을 뿐이며,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

자료나 고고학 발굴 자료가 제시되지는 못했다.38)38)

통설로 받아들여지던 마니산사고설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연구는 이상찬의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 조사를 통해 마니산사고지로 확정한 지역에 실제

사고가 있었다는 문헌 근거가 없다는 , 정족산사고 설치 이 에 작성된

강화사고 형지안에 ‘摩尼山史庫’라는 표 이 보이지 않는 등을 근거로 마니산사

고설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 다. 그리고 1595년(선조 28) 해주에서 강화

로 실록을 옮겨왔을 때 강화부 객사 등에 보 했던 사실에 근거하여 정족산사고

이 의 강화사고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39)39)

문헌 기록에서 마니산사고가 언 된 사례는 임진왜란 이후 재간행된 �明宗實錄�

의 ｢부록｣에 “上이 춘추 에 명하여 이 본( 주사고본)에 의거해서 (실록) 3건을

새로 인출하고 舊件은 강화 摩尼山에 보 하도록 했다.”40)라고40)기록된 것이 유일

하다. 아마도 신석호의 논문을 비롯하여 마니산사고설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이 기사를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비

37) 鄭泰憲, 1986 ｢江華史庫의 沿革과 史庫趾現況｣, �史庫趾調査報告書�, 국사편찬 원회, 77

면, 83-84면.

38) 이 연구에서는 마니산사고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높이 60~70cm, 폭 50cm, 길이 130여 m

정도 돌담이 있는 , 밭둑에 석축으로 보이는 큰 돌(가로 60~75cm, 세로 78~84cm)이

있는 , 지표에서 다수의 토기 편들이 발견된 등을 언 하며 이 지역을 마니산사

고지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하 다( 의 논문, 84면).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추정에 불

과하며, 이 지역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고 다는 근거

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9) 이상찬, 2011 ｢ 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리｣, �규장각� 39, 230-235면.

40) �明宗實錄�, ｢附錄｣, “上命春秋館 依此本 印出三件 舊件則藏于江華之摩尼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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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명종실록� ｢부록｣의 기사와는 상반되는 내용들, 즉 마니산

에 사고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직 혹은 간 으로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이 존재

하고 있다.

마니산에 사고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자료는 1911년에 조선총

독부에서 국의 사찰 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朝鮮寺刹資料�이다. 이 책은 1972년

에 한국개발문화사에서 상․하 2책으로 인․간행하 는데, 그 하책에 수록된

강원도편의 ｢史庫節目｣항목에 1606년(선조 39) 제정된 사고 련 규정이 ｢京外史

庫守直節目｣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41)41)1606년에 서울 지방 사고의 수직

목이 마련 다는 사실은 �宣祖實錄�과 규장각에 소장된 �稽制司謄錄�(奎12975)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42)42)

｢京外史庫守直節目｣은 크게 세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춘추

사고에 한 조항이고43)
43)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외사고의 수직에 한 내용이다.

41) 조선총독부 편, 1972 �朝鮮寺刹資料(下)�, 한국문화개발사, 65-67면. 한편, ｢史庫節目｣의

서두에는 “康熙五十六年丁酉十一月 五臺山史庫”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목이 1717년

(숙종 43)에 제정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목의 내용을 보면 외사고 소

재지로 태백산․향산(묘향산)․오 산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목이 상산사고 설치

이 에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같은 항목에 실려 있는 1630년(인조 8)의 조 關

文에는 ‘丙午年啓下節目’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경외사고수직 목｣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경외사고수직 목｣이 병오년에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상산사고 설치 이

의 병오년은 1606년(선조 39)이다.

42) �宣祖實錄� 권198, 선조 39년 4월 28일(병인) “其京外守直節目 令禮曹 同春秋館 商量

處置 俾無虛疎之弊 亦爲宜當.”

�稽制司謄錄�(奎12975), 戊寅(1638년/인조 16) 九月十四日 “春秋館郞廳 以領監事堂上意

啓曰 史官鄭泰濟 還自太白山言 史庫在於樹木稠密之中 年年有山火之憂 故曾在宣廟朝丙午

年間 定爲事目.”

43) ｢경외사고수직 목｣제1조에는 “경외의 안사고와 춘추 을 修造하기 까지 우선 병조

에서 그 로 안하는 것을 윤허받았음. 해당 사에 명하여 담장을 더 修葺하게 하고,

수직은 該曹의 부장을 보내서 군사 4명을 거느리고 주야로 떠나지 말도록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재간행 실록을 병조에 임시 안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서울의

경우는 춘추 을 수축할 때까지는 우선 병조에 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라

는 �선조실록�의 기사와 일치한다(�宣祖實錄� 권198, 선조 39년 4월 28일(병인)). 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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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강화사고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강화사고는 本府의 읍내에 있다. 수직에 한 일은 라․경주 등의 이 규정이

있으므로 본도로 하여 살펴서 거행하게 할 것.

태백산, 묘향산, 오 산은 당 啓下한 공사에 따라 役의 유무를 논하지 말고 근처

백성 4戶를 별도로 택하여 身役을 면제하고 으로 사고 수직을 책임지게 하며 庫直

의 일도 겸하도록 하는데, 2명씩 교 로 담당하게 할 것. 승도는 각 사고마다 40명을

定額으로 하며, 본도에서 거주의 원근, 신역의 유무를 논하지 말고 부지런한 根着人을

별도로 택하여 직 살피고 成冊해서 該曹로 올려 보내면 該曹에서 각각 守直帖文을

발 할 것. ( 략) 본도에 거주하는 有識品官 2인을 엄선하여 身戶役을 일체 면제하고,

箕子殿 참 의 에 의거하여 參下糧米를 題給하여 수직을 담당하도록 할 것.44)44)

외방 사고는 강화를 제외하면 모두 깊은 산 에 있으니, 매년 춘추 사각을 제외

하고 심하여 有無事를 계문할 것. 산을 유람하는 사람이나 잡인, 무뢰배 등을 일체

단하여 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본도에서 이를 살펴 (어기는 자는) 치죄할 것.45)45)

인용문은 ｢경외사고수직 목｣의 두 번째 조항과 세 번째 조항을 나열한 것

이다. 이를 보면, 두 번째 조항의 첫 목에서 강화사고는 본부, 즉 강화부의 읍내

에 있다고 명시하 으며, 세 번째 조항에서도 “외방사고는 강화를 제외하면 모

두 깊은 산 에 있다.”라고 하여 강화사고가 산 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1606년에 설치된 강화사고가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잘 보여 다.

외사고수직 목｣의 사료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66면 “江華史庫段 在本府邑內 凡守直諸事 自有全羅慶州等州前規

令本道察以擧行爲白乎矣. 太白山․香山․五臺山乙良 依當初啓下公事 勿論有無役 別擇傍

近百姓四戶 盡除身役 專責史庫守直 兼察庫直之事 二名式替番爲白乎㫆. 僧徒乙良 每一處

四十名爲額 令本道 勿論居住遠近身役有無 別擇勤賓(實)有根着人 親察成冊 該曹上 自該

曹 各給守直帖文. ( 략) 本道居生 有識品官 二人極擇 身戶役 一 蠲除 依箕子殿參奉例

題給參下糧米 相替守直.”

45) 의 책, 66면 “外方史庫 江華外 皆在深山之中 每年 春秋館史閣外 而奉審有無事 啓聞爲

白乎矣. 遊山人及雜人無賴僧尼舍黨等 一 禁斷 使不得接迹 令本道察而治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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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사고수직 목｣두 번째 조항에 기록된, 외사고 守直에 한 규정도 강화사

고의 입지 조건과 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의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강화사고의 수직에 해서는 “수직에 한 여러 일들은 라․경주 등의 이 규

정이 있으니 본도에서 살펴 거행하게 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 인 규정은 생

략되어 있다. 여기에서 ‘ 라․경주 등의 이 규정’은 조선 기에 시행되었던 외

사고 리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46)46)조선 기의 외사고 리 규정을

강화사고에 용하도록 한 이 조치는 강화사고가 조선 기의 외사고와 동일한 입

지 조건을 가졌다는 것, 즉 산지가 아닌 도시 지역에 설치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오 산․묘향산․태백산 등 다른 외사고에 해서는 구체 인 수직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고 인근의 4개 戶를 선발해서 身役을 면제해 주는 신

사고 수직을 맡겼고[守護軍], 인근 사찰의 승려 40명을 차출하여 사고 수직을 담

당하게 했으며[守直僧徒], , 본도에 거주하는 有識品官 2인을 선발해서 史庫參奉

으로 임명하여 사고 수직의 책임자로 삼았다.47)47)이처럼 강화사고와 다른 외사고의

수직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1606년 당시 강화사고에는 수직을 담당할 참 이나

수직승도․수호군 등이 따로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

고가 강화부 읍내에 있어 아에서 직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직 인원

을 배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강화

사고의 수직 규정이 나머지 세 곳의 외사고와는 다르게 용되었다는 것은 강화사

고가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요한 근거가 된다.48)48)

다음으로, 효종~ 종 강화사고의 이건 논의를 기록한 �承政院日記� 기사도

강화사고가 마니산이 아닌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뒷받침해 다. 1605년에 처음

46) 목에 있는 ‘全羅慶州’라는 표 은 1911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문서의 내용을 활

자로 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이 에 라도와

경상도에 설치되었던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47) 강문식, 2012 ｢조선후기 五臺山史庫의 운 ｣, �藏書閣� 27, 221-230면 참조.

48) 강문식, 2013, 앞의 논문,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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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강화사고는 55년 후인 1660년( 종 1)에 강화도 남부의 정족산으로 이건되

었다.49)49)강화사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보다

앞선 1658년(효종 9) 9월로, 당시 강화유수 徐元履는 효종을 면 한 자리에서 강

화사고의 이건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 다.

(徐)元履가 아뢰기를, “本府(강화부)의 史庫는 閭閻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 화재

가 일어날 염려가 있습니다. 鼎足山은 형세가 높고 험 하며 寺刹이 있으니 실록을 이

곳으로 이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 다. 上께서 “그 게 하라”고 하 다.50)50)

인용문에서 서원리는 강화사고가 민가에 가까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험이

높은 것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해 사고를 정족산으

로 옮길 것을 주장하 다. 그는 정족산이 형세가 높고 험 하며 사고 리를

맡길 수 있는 사찰이 있다는 에서 사고 후보지로 합하다는 을 강조하 다.

실제로 1653년(효종 4) 11월에 강화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 일부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51)51)따라서 화재에 비하여 사고를 이건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

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효종도 서원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화사고의 이건을 승

인하 다.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本府의 史庫는 閭閻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는 목이다. 이는 곧 강화사고가 산 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민가가 많은 곳, 즉

강화부 읍성 안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서원리는 정족산

의 형세가 높고 험 한 것을 사고지로 합한 입지 조건으로 들었는데, 이는 만약

기존 사고가 마니산에 있었다면 정족산과 입지 조건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

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서원리는 1년여 후인 1659년( 종 즉)

12월에 상소를 올려 강화사고의 이건 황을 보고하 는데, 이 상소에도 “ 의

49) 의 논문, 168-171면.

50) �承政院日記� 152책, 효종 9년 9월 18일(임자) “元履曰 本府史庫 在於(二字缺)閭閻至近

處 火患可慮 鼎足山 形勢高峻 且有寺刹 移安實錄於此處何如. 上曰 依爲之.”

51) �孝宗實錄� 권11, 효종 4년 11월 6일(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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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府內의 閭舍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의외의 환란이 있을까 염려되었

다.”52)라고52)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승정원일기� 기사들은 17세기 반 강화사고를

정족산으로 이건하는 문제가 논의될 당시 기존의 사고가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보여 다.

한편, �輿地圖書�를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강화부 읍지에 마니산사고에

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도 마니산에 사고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다고 할 수 있다. 사고는 국가의 요 시설이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

와 군 지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수록되었다. , 읍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이미

없어졌더라도 과거에 사고가 설치된 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읍지에 포함하 다.

없어진 사고가 읍지에 수록된 표 인 로 주사고를 들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주부의 읍지에는 조선 기에 설치되었던 주사고에 한 내용이 ‘陵殿’

는 ‘廟殿’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를 들어, 1760년경에 편찬된 �全州府邑誌�(상

백古915.14-J459)의 ‘陵殿’조나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完山誌�(奎12175)의 ‘廟

殿’조에는 “實錄閣-慶基殿의 동면 담장 안에 있었으며, 본조의 실록을 보 하 다.

지 은 폐하여졌다”53)라고53)하여, 주사고의 존재와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 �完

山誌�(奎12271)와 �完山誌記文�(가람고915.14-W188)에는 의 내용과 함께 金吉

孫이 지은 실록각의 記文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54)54)

이상과 같은 주사고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마니산사고가 실재했었다면

강화부 읍지에 마니산 사고에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강

화부 읍지들에는 마니산사고와 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를 들어

�여지도서�의 강화부 기록을 보면 ‘宮殿’조에 璿源閣과 史閣 항목이 있는데, 璿源

閣과 史閣이 정족산성 안에 있고 1660년( 종 1)에 처음 건립된 후 1678년에 실록

52) �承政院日記� 159책, 종 즉 년 12월 26일(임자) “江華留守徐元履疏曰……史庫在於府

內閭舍不遠之地 恐有意外之患.”

53)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07 �全羅道邑誌 ⒄�, 15면, 89면 “實錄閣-在慶基殿

東垣內 藏本朝實錄 今廢.”

54) 의 책, 236면, 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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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했으며, 1707년(숙종 33)에 사고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5)55)하지만 마니산과 련된 내용은 언 되지 않았다. ‘山川’조의 摩尼

山 항목에도 마니산의 지형과 풍 , 塹星壇의 치 등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사

고에 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56)56)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의 다른 강화부 읍지

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나며, 이는 마니산에 사고가 설치된 바가 없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내용들은 1605년에 설치된 강화사고가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636년 병자호

란 당시 강화사고 소장 자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은 강화사고가 강화부 안

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仁祖實錄�에는 “江都의 변으로

본 이 옮겨 놓은 실록과 時政記가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57)는57)기사가 있다.

�승정원일기�에도 “강화사고에 소장된 실록 태반이 丁丑亂 당시 산실되었다”58)

라고58)기록되어 있어서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의해 강화사고 소장 실록이 크게 훼

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9)59)

그런데 기존의 병자호란 연구에 따르면, 청군은 1637년 1월 22일에 강화를 공격

하여 같은 날 강화성을 함락했으며, 1월 26일 아침에 비빈․왕자․종친 등 200여

명을 데리고 강화를 떠나 남한산성으로 향했다.60)60)즉, 청군이 강화를 함락한 후 이

55) �輿地圖書�, ｢江島府誌｣宮殿 “璿源閣 [璿源錄奉安之所] 史閣 [實錄奉安之所. 以上二閣

俱在鼎足山城 二去庚子 留守柳淰營建 二去戊午 尹以濟爲留守時奉安 去丁亥 留守黃欽改建

當初置別將守直 丙午啓革 始置參奉二人.]”

56) �輿地圖書�, ｢江島府誌｣山川 “摩尼山 [在府南四十五里. 周回二十里 自山下至頂十里 西有

塹城壇 東有萬景岩 兩峰對峙 有壎篪風味 山川祭壇 在於下麓 樹木參天 洞壑深幽 登巓遐矚

蒼海渺茫 人言開霽之時 若窮眼力 則漢拏山可以望見云.]”

57)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27일(정유).

58) �承政院日記� 74책, 인조 18년 5월 22일(임인).

59) 병자호란 당시 강화사고 소장 실록의 피해 황 이후의 보완․정비 과정에 해서는

이상찬, 앞의 논문, 223-229면의 내용을 참조.

60) 유재성, 1986 �병자호란사�, 국방부 사편찬 원회, 179-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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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머문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짧은 주둔 기간을 고려할 때 청군

은 주로 강화성과 그 인근에서 활동했을 뿐 마니산이 있는 강화 남부까지 진출했

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마니산사고의 치를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숙

종 이 까지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

다고 한다.61)61) 령 4일 만에 강화부에서 철수한 청군이 강화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군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생각된다. , 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군이 실록을 훼손하기

해 일부러 마니산까지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사고와

실록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강화사고가 강화부 내에 있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존의 통설이던 마니산사고설과 배치되는 자료와 정황을 검토해 보

았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정족산사고 설치 이 의 강화사고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

화부 읍내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외사고수직 목｣과 �승정

원일기�의 기사는 강화사고가 강화부 읍내에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통설인 마니산사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62)62)

61) 정태헌, 앞의 논문, 83면.

62)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실록 舊件을 강화 마니산으로 보내도록 명했다’는

�명종실록� ｢부록｣의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다. 재로서는 다른 련 기록

이 없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上命春秋館

依此本 印出三件 舊件則藏于江華之摩尼山”이라고 하여 ‘마니산에 보 했다.’는 사실이 아

니라 ‘보 하도록 명했다.’는 국왕의 지시사항[上命]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당 에는 국왕이 명에 따라 마니산에 보 할 계획을 검토했고 이 내용을 실록에

도 수록했지만, 최종 으로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내에 있던, 기존에 실록을 보 했

던 장소를 사고로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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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고는 실록 연구에서 정설로 인정되고 있지만 자료 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에 해 구체 인 검증을 함으로써 실록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제 본고에서 확인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신하도록 하겠다.

먼 실록 편찬 단계에 한 통설을 검토하 다. 기존 정설은 ‘ → →정

’의 단계를 거쳐 실록 원고가 완성되면 이를 활자로 간행했다는 것으로, 1960년

신석호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그 로 받아들

다. 그런데 신석호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 → →정 ’의 편찬 단계는

실록이 필사본으로 제작되던 상황을 기 을 설정한 것이며, 이때의 정 는 최종

완성된 실록 정본임을 알 수 있다. 주자하는 바와 같이 태조~태종의 3 실록은

필사본으로 제작 고, 세종~ 종 실록도 처음에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가

1473년(성종 4)에 을해자로 일 간행되었다. , �연산군일기�에는 �성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정 가 작성 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게 볼 때, ‘

→ →정 ’의 편찬 단계는 기본 으로 실록이 필사본으로 제작될 당시의 규

정이지만 활자 간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행이 유지 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실록 편찬 과정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하는 실록청의궤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 � 조실록청의궤�를 검토

한 결과 실록 편찬이 ‘刪節廳→纂修廳→校正廳→校讎廳’의 네 단계로 진행 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조달된 종이의 용도와 수량을 통해 찬수청에서

初草, 교정청에서 中草가 작성된 후 교수청에서 시험인쇄와 교정, 정본 인출이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 다른 실록청의궤에도 실록 가 작성되면 이를 가지

고 바로 활자를 조 하여 시험 인쇄 정본 인출을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

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의 실록 편찬에서는 조선 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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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작성 과정이 사라지고 곧바로 인출이 진행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 이 언제 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산군

�성종실록� 편찬에서 정 가 작성된 기록이 있고, � 해군일기찬수청의궤�에는 실

록 간행 시 에서 바로 활자 조 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 이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음을 볼 때, 종 �연산군일기� 편찬 때부터 임진왜란을 후한 시기

사이에 변화가 시작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강화사고의 치에 한 통설을 검토하 다.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재간행된 실록의 안을 해 설치된 강화사고가 마니

산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체로 재간행된 �명종실록� ｢부록｣에 기록된

“(실록) 舊件은 강화 摩尼山에 보 하도록 명했다.”는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

만, 필자가 확인한 결과 �명종실록� ｢부록｣과는 상반되는 내용들, 즉 마니산에 사

고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1606년 제정된 ｢京外史庫守直節目｣에는 강화사고가 강화부 읍내에 있으며,

그에 따라 사고 수직 규정도 산 에 설치된 외사고와는 다르게 용되었음이 명시

되어 있다. 둘째, 1658~59년의 강화사고 이건 논의를 기록한 �승정원일기� 기사에

는 “本府의 史庫가 閭閻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 강화사

고가 마니산이 아니라 민가가 많은 곳, 즉 강화부 읍성 안에 있었음을 보여 다.

셋째, 국가의 요 시설인 사고는 읍지나 지도에 반드시 기록되었고, 이미 없어진

사고도 읍지에 그 연 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여지도서�를 비롯한 조선후기 강화

읍지에는 마니산사고 련 기사가 없으며, 이는 당 부터 마니산사고가 없었

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이다. 넷째,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1637년 1월 22일

강화를 함락한 후 26일까지 약 4일간 강화에 머물 는데, 이때 강화사고 실록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짧은 주둔기간과 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군이 실록을 괴하

려고 일부러 마니산까지 진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군에 의해 실록이 피

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고가 강화부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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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 자료와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정족산사고 설치 이 의 강화사고

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읍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통설인 마니산사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16. 11. 25), 심사일(2016. 11. 25), 게재확정일(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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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조실록� 편찬 시 실록청에 조달된 종이 내역

(강문식, 2010 ｢의궤를 통해 본 � 조실록�의 편찬 체계｣�조선시 사학보� 54, 33-34면에서 재인용)

1. 纂修 단계 ( 거: � 조실록청의궤� ｢纂修廳甘結秩｣)

연 월 일 사용 용도 조달물품 / 수량 조달처

무술 6 24 實錄 初草冊 白紙 30권 호조, 장흥고, 공조

윤6 23

實錄 初草冊 白紙 20권 호조, 장흥고, 공조

의 고, 선공감, 교서 , 평시서,

사섬시
기타 白休紙 1근.

9 22 實錄 初草冊 白休紙 50권 사섬시

10 22 實錄 初草冊 白紙 40권 호조, 공조, 사도시

기해 3 18 本廳(實錄廳) 初草冊 白紙 10권 장흥고

5 9 實錄 初草冊 白紙 50권 장흥고

10 23 實錄 初草冊 白紙 20권 장흥고

경자 4 ? (實錄) 初草冊 白紙 60권, 白休紙 5근 장흥고

2. 校正 단계 ( 거: � 조실록청의궤� ｢校正廳甘結｣)

연 월 일 사용 용도 조달물품 / 수량 조달처

경자 6 2 實錄 校正 初草冊 印出 白紙 5권 호조, 장흥고

10 實錄 中草冊 印出 厚白紙 10권 호조, 공조, 장흥고

29 實錄 校正 中草冊 印出 厚白紙 10권 장흥고

7 4 實錄 校正 初草冊 印出 白休紙 3근 사섬시

9 18 實錄 纂修 初草冊 所入 白休紙 3근 사섬시

25 實錄 纂修 初草冊 所入 白休紙 3근 사섬시

10 17 中草冊 厚白紙 5권 장흥고

21 初草冊 好品白紙 5권 장흥고

28 實錄 中草 白休紙 10권 장흥고

11 17 實錄 中草冊 厚白紙 10권 장흥고

22 實錄 草冊 白休紙 5근 사섬시

12 8 實錄 初草 白休紙 5근 사섬시

신축 1 6 實錄 草冊 好品白紙 5권 장흥고

2 10 實錄 中草冊 白紙 10권 장흥고, 병조, 장소

22
實錄 中草冊 白紙 5권

장흥고, 사섬시, 장소
(實錄) 初草冊 白休紙 5근

26 實錄 中草冊 好品厚白紙 10권 병조, 장흥고

30 實錄 初草冊 白紙 10권 병조, 장흥고, 장소

3 9 實錄 中草冊 白紙 30권 공조, 장흥고, 병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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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校讎 단계 ( 거: � 조실록청의궤� ｢校讎廳甘結秩｣)

연 월 일 사용 용도 조달물품 / 수량 조달처

경자 7 7 印出時 初再見紙 厚白紙 10권 장흥고

8 1 印出時 初再見紙 好品白紙 10권 장흥고

신축 3 9 印出時 初再見 白紙 30권 제용감, 사복시

4 2 印出時 初再見 白紙 30권 호조, 장흥고

10 初再見紙 白紙 90권 장흥고

5 29 初再見紙 (白紙) 50권 장흥고

윤5 12 初再見 白紙 50권 장흥고

27 初再見 白紙 50권 장흥고

6 11 印出時 初再見 (白紙) 22권 장흥고

16 印出時 初再見 (白紙) 3권 장흥고

15 實錄 中草 厚白紙 10권 호조, 장흥고, 장소

23 實錄 中草 厚白紙 10권 장흥고, 사섬시, 장소

4 2 實錄 中草 好品厚白紙 10권 호조, 장흥고, 장소

11 實錄 中草 好品厚白紙 10권 장흥고, 사섬시, 장소

24
校正 中草冊 厚白紙 10권

장흥고
(實錄) 中草 厚白紙 10권

5 4 (實錄) 中草冊 厚白紙 20권 장흥고

6 (實錄) 初草冊 白休紙 1근 사섬시

21 實錄 中草 厚白紙 5권 장흥고

26 實錄 初草 白休紙 1근 사섬시

30 實錄 中草 厚白紙 5권 장흥고

윤5 5 實錄 初草冊 白休紙 1근 사섬시

7 實錄 中草冊 厚白紙 4권 장흥고

13 實錄 中草冊 厚白紙 1권 장흥고

6 11 實錄 中草 厚白紙 1권 장흥고

* 교정 단계에 실록청으로 조달된 종이 일부는 그 용도가 ‘初草冊’으로 되어 있다. 이 종이들은 정조

의 명에 따라 1778년 4월부터 1779년 9월 사이에 별도의 산 작업이 진행되었던 시정기에 한

찬수나, 1780년 9월부터 1781년 4월 사이에 진행된 개찬수에서 사용된 종이로 추정된다.

* 개찬수의 경우, 처음에는 初草를 다시 작성하 으나, 재작성으로 인해 개찬수가 지연될 것을 염

려한 정조가 별도의 를 만들지 말도록 지시함에 따라 1781년 3월 말부터는 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에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英宗大王實錄廳儀軌� 上卷, ｢개찬

수등록｣신축년(1781)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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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ssessment of the common views of the studies

on Sillok(實錄)

Kang, Moonshik

This paper focused on the reassessment of two common views of the studies on Sillok

(實錄). One is the compilation process of Sillok and the other is the view about the 

history archives of Mt. Mani(摩尼山).

The common view about the compilation process of Sillok is that the manuscripts of 

Sillok were compiled through three stages of Chocho(初草), Jungcho(中草) and Jeongcho

(正草), and the complete manuscripts were printed in type. But the stages of Chocho(初

草), Jungcho(中草) and Jeongcho(正草) were set up based on the situation that Sillok were 

not printed but made from transcripts. And this custom was continued for a while after 

Sillok were printed in type for the first time in 1473. In late Joseon dynasty the 

compilation process of Sillok was changed. The stage of Jeongcho(正草) was omitted from 

the compilation process of Sillok and the printing was begun after completing the Jungcho

(中草). We can see this change from the Sillokcheong Uigwes(實錄廳儀軌) which were 

compiled in late Joseon dynasty.

The earlier studies about Sillok assert that after the Imjin War(1592-1598) the history 

archives of Ganghwa island(江華史庫) was established at Mt. Mani(摩尼山). But there are 

some evidences to show that the history archives of Mt. Mani did not exist. First, we can 

find apparent records in the rules for protecting of history archives enacted in 1606 and 

Seungjeongwon-ilgi that after the Imjin War the history archives of Ganghwa island was 

established in Ganghwa town wall and maintained before moving to Mt. Jeongjok(鼎足山) 

in 1660. Second, there is no record about the history archives of Mt. Mani in the town 

chronicle of Ganghwa compiled in late Joseon dynasty. Third, in the Manchu war of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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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llok houesd in the history archives of Ganghwa island were damaged by the troops 

of Qing presumed to work around the Ganghwa town wall. After all these evidences,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history archives of Ganghwa island was established not at Mt. 

Mani but in Ganghwa town wall before moving to Mt. Jeongjok. 

Key words : Sillok(實錄), Jeongcho(正草), Sillokcheong Uigwes(實錄廳儀軌), the history 

archives of Ganghwa island(江華史庫), Mt. Mani(摩尼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