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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선후기에는 先王이 승하하면 왕 를 이은 국왕은 선왕의 실록을 편찬하고 이후 보감

과 �列聖御製�, �列聖誌狀通紀� 등을 편찬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갔다. 1782년 정조의 �국조보감�

간행과 종묘 안은 이후 1848년과 1909년의 �국조보감�에 례로서 향을 끼쳤다. �국조보감�

의 편찬과 간인, 진상과 안 등에 한 많은 정보를 수록한 �國朝寶鑑監印廳 軌�는 다양한 시

각의 연구가 가능한 요 자료이다. 

본 논문은 1782년의 �국조보감감인청의궤�를 상으로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와 찬집청 

운 을 고찰하 다. 실록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 보감의 편찬은, 石室秘藏이라는 실록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 다.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는 궐내에 치하여 

실록을 리했던 문 에 설치한 內纂輯廳과 궐외의 상감에 설치한 外纂輯廳의 이원체계로 

운 되었다. 해당 장소에는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를 수행하기 해 찬집당상과 등록낭청, 

교정당상과 교정낭청 등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抄出과 割付․謄出 그리고 찬집과 교정 작

업을 담당하여 9개월에 걸쳐 13朝의 �국조보감�을 편찬하 다.

핵심어 : 국조보감, 국조보감감인청의궤, 찬집청, 출, 할부, 등출, 찬집,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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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80년 5월 11일에 � 조실록�의 편찬이 속히 완료되지 않자, 정조는 “실록이 

책으로 완성된 뒤에는 先朝의 보감을 차례로 편찬해야 한다. 先大王의 성 한 덕

과 업이 후세에 분명하게 해지는 것은 반드시 실록이 완성되는 데에 힘입어 

더욱 명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신하들이 한층 더 성실하게 해야 하지 

않은가.” 교하 다.1)1)정조가 실록의 완성을 독려하는 배경에는 이미 보감의 편

찬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실록�을 완성한 후 정조는 조가 50여 년 동안 이룬 큰 공로와 훌륭한 

업 이 명확히 기록된 책이 없는 것은 큰 흠이라고 여겼다. 비록 � 조실록�이 완

성되었지만 실록은 사고에 안하여 구히 보존하는 것이기에 국왕을 비롯한 사

람들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조는 �국조보감�의 체재가 주로 盛德을 기록

하는 것이니, 선왕의 업 을 알리는 방법으로 �국조보감�의 편찬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단하 다. �국조보감�의 편찬하여 모든 이들이 列聖과 선왕의 豊功偉烈

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781년 7월 6일에 실록청에서 � 조실록�을 춘추 에 안하 고, 10일에 정조

는 본격 으로 �국조보감�의 편찬에 해 논의하 다. 정조는 자신이 13조의 �국

조보감�을 편찬하려는 것은 列朝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뜻있는 일을 추후에 

이루고자 함이며, 이는 숙종이 �列聖御製�를 편찬하고 조가 �列聖誌狀通紀�를 

편찬하 던 故事와 같은 것이라고 하 다.2)2)정조는 �국조보감�을 列聖들이 편찬한 

서책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자신이 列朝의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천명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先王이 승하하면 왕 를 이은 국왕은 선왕의 실록을 편찬하고 이

1) �英宗大王實 廳 軌�, 校正廳謄 , 庚子五月十一日, “實 成書之後 先朝寶鑑 亦當次第編摩

矣 先大王盛德大業之昭垂後世 必賴是書之出 而益加光明 則今日臣子 尤豈非慥慥處乎”

2) �國朝寶鑑監印廳 軌�, 纂輯廳纂輯事實, 辛丑年七月初十日.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國朝寶

鑑監印廳 軌�, 纂輯廳纂輯事實’을 ‘의궤’로 약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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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감과 �열성어제�, �열성지장통기� 등을 편찬하는 것이 定例가 되어갔다. 1782

년 정조의 �국조보감� 간행과 종묘 안은 이후 1848년과 1909년의 �국조보감�에 

前例로서 향을 끼쳤다. �국조보감�의 편찬과 간인, 진상과 안 등에 한 많은 

정보를 수록한 �國朝寶鑑監印廳 軌�는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가능한 요 자료

이다. 본 논문은 1782년의 �국조보감감인청의궤�를 상으로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와 纂輯廳 운 을 고찰하고자 한다.3)3)    

정조  �국조보감�의 편찬과 간행에 한 연구는 해제에서부터 의궤의 번역에 

이르기까지 꾸 히 축 되었다.4)4)조선시 에 편찬된 �국조보감�을 상으로 편찬

의 목 과 자료를 비롯하여 편찬 경 와 권질의 구성까지 살펴본 연구는, �국조보

감�에 한 기본 인 이해를 제공하 다.5)5)특히 정조가 재  기에 繼志述事를 

표방하여 자신이 조를 비롯한 列聖들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상을 지속 으로 

과시한 ‘기념사업’에 주목한 연구는, �국조보감�의 편찬과 종묘 안이 지니는 정

치사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악하 다.6)6)      

�국조보감감인청의궤�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안을 목 으로 제작된 서책의 장

황과 보존 체계를 고찰하여 해당 기록물의 가치와 상징을 규명하 다.7)7) 한 �국

3) 보통 ‘工程’은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말한다. 본 논

문에서는 �국조보감�을 편찬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수행한 작업과 장소를 부각시키기 해, 

‘편찬 과정’보다는 공정을 의미하는 외래어인 로세스를 사용하여 ‘편찬 로세스’로 지칭

하고자 한다.

4) 鄭亨遇, 1982,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東方學志� 33: 林承豹 해제, 1997, �국역국조보감Ⅸ�, 

민족문화추진회: 정재훈, 2002, ｢�國朝寶鑑�을 통해 본 朝鮮前期의 政治思想｣, �국사 논

총� 100, 국사편찬 원회: 조계 , 2006, ｢조선왕실 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선원

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을 심으로｣,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김정미, 2009, ｢朝

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2009,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운용실태 연구｣, �서지학연구� 44: 허태용, 2013, ｢正祖의 繼志述事 기념사업과 �

國朝寶鑑� 편찬｣, �한국사상사학� 43: 김은슬․조계 , 2016, 국역 �국조보감감인소의궤�, 

국립고궁박물  소장품 도록 제11책: 홍석 , 2017, ｢�국조보감�의 간행과 제왕교육- �조

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7-2.

5) 鄭亨遇, 1982, 의 논문.

6) 허태용, 2013,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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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감�의 간인 과정을 통해 각수의 동원과 작업의 실상을 고찰한 연구는 의궤 연

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8)8)그러나 실록 편찬과 한 연 을 가지면서도 

비되는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에 해서는 아직까지 정 하게 규명되지 않

았다.9)9)     

실록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 보감의 편찬은, 石室秘藏이라는 실록의 특성으로 인

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 다. 어떤 국한된 작업을 거행한 특정 장

소는 당시의 물질과 상징체계와 함께 구성된 사회  공간이다.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가 진행된 장소는 궐내에 치하여 실록을 리했던 문 과 궐외의 

상감 등이 있다. 해당 장소에는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를 수행하기 해 員

役에서부터 찬집당상과 등록낭청, 교정당상과 교정낭청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본 논문은 정조 연간에 13朝 �국조보감�의 편찬을 완성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수행한 작업을 규명하고자 한다. 해당 작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특정 장소에서 진

행된 작업의 실상과 동원 인력의 업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3朝의 �국조보감�은 

먼  � 조실록�을 바탕으로 英祖朝 보감을 편찬한 후, 이어 12朝 보감을 편찬하

다. 본고의 2장은 抄出과 割付 작업으로 진행된 조조 보감의 편찬 로세스를 

� 조실록�과의 연 성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조조 보감의 편찬은 문 에 설

치한 內纂輯廳과 상감에 설치한 外纂輯廳의 이원체계로 운 되었으며, 이 체계

는 12朝 보감의 편찬에서도 지속되었다. 

3장은 謄出과 교정 작업으로 진행된 12朝 보감의 편찬 로세스를 춘추  사고

의 안 실록과의 계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조 보감의 교정도 

함께 진행되어 찬집과 교정 작업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본장에서는 9개월에 

걸친 �국조보감�의 편찬 기간 동안 동원된 인력을 심으로 12조 보감의 편찬을 

규명하고자 한다.      

7) 조계 , 2006, 의 논문.

8) 김정미, 2009,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운용실태 연구｣, �서지학연구� 44.

9) 조선시 의 찬집청과 찬수청에 한 선행 연구에서 정조  �국조보감�의 찬집청에 해 

간략하게 서술한 바 있다. 김정미, 2009, ｢朝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硏究｣, 한국학 앙연구

원 석사학 논문, 101-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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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祖朝 보감의 편찬과 작업 공간

1) 실록의 出과 보감의 抄出

보통 실록을 出하는 사례는 조정에서 국정 운 에 한 前例를 참고해야 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례를 반드시 실록에서 참고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의견

이 분분하 다. 이것은 石室秘藏의 실록은 당 인의 효용을 한 기록물이 아닌 

구히 보존하기 한 기록물이라는 실록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 국왕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실록을 볼 수 없으며, 오직 史官만이 史庫의 史閣을 開閉하고 

실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상이다. 고출은 사 이 실록이 안된 

사각으로 나아가 례를 상고하여 베껴내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강화부 정족산 사고에 안한 실록을 고출하는 사례는 다른 사고에 

비해 빈번하 다. 3장 2 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창덕궁 내에 치한 춘추  

사고에는 이 의 난 이후에 안한 �선조수정실록�부터 있었다. 이에 반해 정족산 

사고에는 조선 기의 실록이 온 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10)10)      

보감은 실록을 주요 자료로 삼아 편찬하는데, 실록에서 列朝의 功德을 뽑아내는 

작업을 抄出이라고 한다. 따라서 먼  이슈가 되는 사안을 가지고 국정 운 에 참

고하기 해 베껴내는 고출과는 차이가 있다. 작업 과정으로 표 하면 보감의 

출은 미리 정해놓지 않은 ‘내용을 선별하여 베껴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록의 

고출은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해 ‘참고할 례를 베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실록의 일부분을 베껴낸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국

조보감�의 편찬을 논의할 때에 정조와 신하들은 출과 고출을 혼용하 다. 

10) 조선시 에 실록을 고출한 사례에 한 상세한 고찰은 배 숙, 2002, �朝鮮實 硏究序說�, 

태일사,  283-382면 참조. 정족산 사고의 실록 고출 사례는 강문식, 2013, ｢조선후기 江華

史庫의 운 ｣, �朝鮮時代史學報� 64, 194-1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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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을 편찬하기 한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실록에서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선

별하여 뽑아내는 출이다. 다음 작업은 출한 내용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13

조 보감 에서 먼  편찬한 조조 보감은 실록 본에서 출한 내용을 ‘割付’의 

방법으로 작업하 다. 12조 보감은 해당 실록에서 출한 내용을 ‘謄出’의 방법으

로 작업하 다.

의궤에는 �국조보감�의 편찬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가 쓰 는데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용례들은 � 조실록�이 완성되자 정조가 13조 보감을 편찬하

겠다고 하교한 후에 신들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언 된 것이다. 아래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纂輯廳의 ‘纂輯’에서부터 編輯과 纂次․纂修․編摩에 이르기까지 

편찬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아래 ②의 ‘纂次’는 정조가 비망기를 내려 보

감의 편찬에 자료가 될 만한 御製를 규장각 각신이 수집하여 한 통을 베껴 놓아 

비할 것을 명한 것이다. ③의 ‘纂修와 編輯’ 그리고 ④의 ‘纂輯과 編摩’가 한 문

장에서 편찬 작업의 뜻으로 쓰 다.

  

① 編輯

○ 다만 실록 작업이 한창 진행 이어서 編輯하는 일을 이제까지 6년이 되도록 시

작할 겨를이 없었다.11)11)

② 纂次  

○ 반드시 각신에게 리 수집하여 상고해서 한 통을 써내게 해야만 纂次하는 작업

에 도움이 될 것이다.12)12) 

○ 孝廟朝의 성덕과 업은 서술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 실로 끝이 없는데, 아직까지 

문자로 纂次한 것이 없으니, 이는 혹 겨를이 없어 그런 것인가.13)13) 

○ 열조의 보감을 아직까지 纂次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겨를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14)14) 

11) 의궤, 辛丑七月初九日, “特因史筆之方 編輯之役 訖于今六載 未遑經始”

12) 의궤, 辛丑七月初九日, “ 令閣臣 搜 廣稽 書出一通然後 可佐纂次”

13) 의궤, 辛丑七月初十日, “孝廟朝 盛德大業之可述可紀  果何限而尙無文字之纂次 此或因未

遑而然耶”

14) 의 책, “列朝寶鑑之尙闕纂次  此誠未遑之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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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纂修

○ 이번 先朝의 보감을 纂修하는 때에 맞추어 12조 보감도 아울려 編輯하여, 로 4

조의 보감을 잇고, 그 사이에 兩朝의 보감을 보태어 합쳐서 一通의 全書를 만들

고 �국조보감�으로 이름을 붙인다면.15)15) 

④ 編摩

○ 이번 纂輯하는 날에 列朝의 사실을 채집하여 編摩해야 합니다.16)16) 

○ 만약 술한 것을 모두 編摩한다면 작업이 방 할 뿐만 아니라 精實하게 하는 

기 에도 흠이 될 것이다.17)17)

○  重臣이 史局(實 纂修廳)에서 編摩하는 작업을 해보았으니, 그 묘리를 알 것

이다.18)18)

2) � 조실록�의 奉安과 洗草 

선왕의 보감을 편찬하기 해서는 주요한 편찬 자료인 선왕의 실록이 완성되어

야 한다. 춘추 은 時政을 기록하는 업무를 맡은 청으로, 문 에서 녹을 받는 

翰林 8員이 記事官이 되어 시정기를 작성하 다. 춘추 에서 작성한 시정기는 실

록을 편찬하는 데 기 가 되는 자료이다. 실록 편찬은 춘추 에서 주 하여 설치

한 실록청이라는 임시 기구에서 담당하 다.

1781년에 완성된 � 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7월 6일에 실록청에서 京史庫

인 춘추  사고에 外史庫 네 곳의 실록을 포함한 5건을 안하 다.19)19)이와 같이 

춘추  사고에 임시로 안한 외사고 안건은 당한 시일을 기다렸다가 차후에 

안되었다. 한편 실록을 열람할 수 없는 정조에게는 부록에 해당하는 行狀과 誌

文․諡冊文․哀冊文 등을 1건 인출하여 례 로 승정원을 통해 진상하 다.20)20)  

15) 의 책, “及此先朝寶鑑纂修之時 十二朝寶鑑 竝爲編輯 上承乎四朝寶鑑 間補以兩朝寶鑑 

合成一通全書 名之曰國朝寶鑑” 

16) 의 책, “今此纂輯之日 列朝事實 第當采摭編摩”

17) 의 책, “若以所著述 盡爲編摩 則非但工役之浩繁 有欠精實之道”

18) 의 책, “彼重臣 曾經史局編摩之役 可知其妙理”

19) � 종 왕실록청의궤�, 校讎廳謄 , 辛丑七月初六日.

20) 실록부록의 진상에 해서는 조계 , 2013, ｢조선시  실록부록의 편찬과 보존｣,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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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록의 안을 마치면 의궤와 형지안 작성에 필요한 인원만을 남기고 실록

청에 동원된 인원을 감원하게 된다. 7월 6일에 실록청은 실록 안처에 분장할 의궤

와 형지안 각 5건을 작성하고자 마련한 ｢實 廳 軌事目｣을 아뢰었다.21)21)이 작업은 

都廳의 당상인 공조 서 이명식과 낭청 황승원과 홍명호에게 거행하게 하 다.22)22) 

의궤청에서 작성한 ｢英宗大王實 形止案｣과 ｢景宗大王修正實 形止案｣은 각 궤

에 안한 실록 卷帙과 좌목을 기술한 것이다. 이 두 형지안의 마지막 卷次가 있

는 끝 에는 ‘乾隆四十六年七月○日’과 같이 날짜를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이에 

반해 형지안의 책의에는 ‘辛丑七月初六日’과 ‘英宗大王實 奉安時形止案’․‘景宗大

王修正實 奉安時形止案’이 묵서되었다. 의궤청에서 작성한 5건의 형지안은 춘추  

사고에 안한 날이 아닌 추후에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형지안의 책의에 춘

추  사고에 안한 ‘1781년 7월 6일’으로 은 것은, 실제 지방 사고에 안된 일

자와 구별되는 것이다.23)23)

권질 다음에는 장을 바꾸어 좌목을 기술하 는데, ｢ 조 왕실록형지안｣과 ｢경

종 왕수정실록형지안｣이 동일하다.24)24)실록을 찬수하기 해서 국왕은 실록청 당

상을 ‘實 知春秋’와 ‘實 同知春秋’의 직함으로 啓下하는 것이 례 다. 그러나 

정조는 실록과 춘추는 역사를 뜻하는 동일한 이름이므로, 춘추를 생략하여 2품 이

상의 실록청 원은 ‘知實 事’나 ‘同知實 事’로 부르고, 3품 이하는 ‘實 修撰官’

이나 ‘實 編修官’으로 품계에 따라 계하하라고 하 다.25)25)이에 따라 형지안에서 

실록청 당상과 낭청의 직명이 바 었다.

화� 62, 191면 참조. � 종 왕실록청의궤�, 校讎廳謄 , 辛丑七月初六日.

21) � 종 왕실록청의궤�, 校讎廳謄 , 辛丑七月初六日. 

22) 이때부터 실록청은 의궤청으로 지칭하며, 총재  정존겸을 비롯한 의궤청 원은 � 종

왕실록청의궤�의 마지막 면의 ｢ 軌 郞｣에 수록되어 있다.

23) 선행 연구에서는 의궤청에서 작성한 형지안을 ‘실록형지안’으로, 외사고에 실록을 안한 

일자를 기록한 형지안을 ‘실록 안형지안’으로 명명하 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命名에 따

라 지칭하고자 한다. 김정미, 2015, ｢朝鮮時代 史庫形止案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

학 논문, 82면. 

24) 다만 ｢ 조 왕실록형지안｣에는 ㉢의 황경원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5) � 종 왕실록청의궤�, 刪節廳謄 , 辛丑七月初六日.



․ 정조 �국조보감�의 편찬 로세스와 찬집청 운  319

實 廳 職銜 實職

총재 ㉠鄭存謙 행 추부사

당상

㉡ 知實 事 蔡濟恭 행 추부사

㉢ 知實 事 黃景源 의정부 우참찬

㉣ 知實 事 趙㻐 지돈녕부사

㉤ 知實 事 李命植 공조 서

㉥ 知實 事 尹蓍東 공조 참

㉦ 知實 事 金履素 행 부사직

낭청

㉧ 實 編修官 朴天衡 부사과

㉨ 實 編修官 黃昇源 군자감 정

㉩ 實 編修官 柳誼 부사과

㉪ 實 編修官 洪明浩 사간원 사간

<표 1> 1781년 의궤청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의 좌목 

춘추  사고에 안했던 � 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을 정족산 사고 실록각에 

안한 것은 1781년 8월 6일이다. <표 2>의 ㉤이 해당 형지안으로 이때에 실록과 

함께 御製를 안하고 포쇄를 거행하 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85년 10월 3일에 

작성된 형지안 ㉥의 ｢形止案秩｣에는 실록 의궤청에서 작성한 ㉡과 ㉢이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여타 형지안보다 한 자 올려 極行으로 ｢景宗大王修正實

時形止案｣과 ｢英宗大王實 形止案｣을 기재하 다. 그리고 해당  아래에 ‘壬寅

四月初三日’을 각주로 기술하 다. 

각주의 해당 시기는 1782년 4월 3일로 별겸춘추 金載瓚이 정족산 사고 실록각

에 안되어 있던 어제와 어필을 새로 건립된 외규장각으로 옮겨 안한 때이

다.26)26)이 사안으로 정족산 사고 실록각을 개폐할 때에 ㉡과 ㉢의 형지안을 수장하

고, 이 사실을 1785년 10월 3일의 형지안에서 ｢형지안질｣ 항목에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1781년 8월 6일에 � 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을 정족산 사고에 안하

26) 조계 , 2015, ｢외규장각의 기록물 보존과 ｢외규장각형지안｣의 특징｣, �古文書硏究� 46, 

120-121면.



320 奎 章 閣 53  ․

고, 8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의궤청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을 수장하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의궤청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의 책의에 묵서한 일자는, 실제 형

지안을 작성한 일자가 아니라 춘추  사고 안일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한 

의궤청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은 외사고에 실록을 안한 시기와 별도의 시기에 

수장하 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7)27) 

�국조보감�의 편찬을 해 1781년 8월 6일에 정족산 사고에서 출한 8朝 실록

은, �국조보감�을 완성한 1782년 11월 후에도 강화부에 還安하지 못하고 있었다. 

1785년 9월 29일에 정조는 10월 1일에 외규장각에 冊寶를 안하러 가는 길에 함

께 거행하라고 춘추 에 분부하 다. 즉 책보와 실록의 안을 동시에 거행하여 

행차로 인한 민폐를 이고자 하 다.28)28)<표 2>의 1785년 10월 3일의 형지안 ㉥은 

8조 실록을 정족산 사고에 환안할 때 작성한 형지안이다. 8조 실록의 환안은 지춘

추 사 서호수와 춘추 기사  이곤수가 거행하 다.29)29)  

순번 연월일 안처 형지안명 담당 원 청구기호

㉠ 1781년 7월 6일 (춘추  사고) 英宗大王實 形止案 의궤청 규9347

㉡ 〃 정족산 사고 英宗大王實 形止案 〃 규9674

㉢ 〃 정족산 사고 景宗大王修正實 形止案 〃 규9673

㉣ 〃 오 산 사고 景宗大王修正實 形止案 〃 규9671

㉤ 1781년 8월 6일 정족산 사고 實 及御製冊奉安時形止案 林錫喆․黃景源 규9529

㉥ 1785년 10월 3일 정족산 사고 鼎足山城形止案 李崑秀․徐浩修 규9538

<표 2> � 조실록�․�경종수정실록�의 안 련 형지안  

27) 앞으로 의궤청에서 작성한 ｢실록형지안｣의 작성 일자와 외사고에 분장한 시기를 분석하

여 당시의 보편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일성록� 정조 9년 9월 29일 을해.

29) 1785년 10월의 ｢외규장각형지안｣(奎9144)의 좌목에도 서호수와 이곤수가 수록되어 있다. 

조계 , 의 논문,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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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에 실록 안을 마친 실록청은 택일하여 洗草를 거행할 것을 아뢰었고, 

다음날에 조에서 세  길일을 7월 25일로 아뢰었다. 7월 8일에 홍문  제학 이

명식은 “세  에 실록을 抄出해야 보감을 편찬하는데 비할 수 있으니 지  

出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정조는 이명식에게 유의와 함께 문 으로 가서 

바로 고출하여 정서하라고 명하 다.30)30)

세 란 실록을 완성한 후에 실록청의 총재  이하 모든 원들이 창의문 밖 차

일암으로 가서 실록 草本을 물에 담가 먹의 흔 을 씻어 내어 호조로 보내는 것이

다. 세 의 상인 실록 본이란 실록을 찬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정

기와 初草․中草․初見印出․再見印出을 말한다.31)31)

� 조실록�의 견인출지로 할부를 마친 후 7월 24일에 춘추 에서 실록의 세

를 25일 거행할 정이라고 아뢰었다. 세  상은 �경종 왕수정실록�과 � 종

왕실록�의 시정기와 ․ , 그리고 견인출과 재견인출로 이미 잘게 잘라

놓아 세 에 비하 다.32)32)세 하는 날에 춘추 의 당상과 낭청이 차일암까지 동

행하여 세 에 참여하도록 윤허하 다.33)33) 

다음날 차일암에서 19궤에 담긴 잘게 자른 실록 본을 세 하 고, 세검정에서

는 승지가 주 하는 외선온이 거행되었다. 세 를 마친 휴지는 모두 3,505근이었으

며 이것을 말린 것은 무게가 660근이었다. 이 휴지는 일반 기록물의 휴지와는 구

별되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어 호조로 보낸다. 이 휴지는 호조에 비축되

어 재상휴지로 불리며, 실록을 인출할 때에 균자 의 공간을 메우는 데에 활용되

기도 하 다.34)34)

30) �일성록� 정조 5년 7월 8일 무신, “命植曰 洗草前 抄出日記然後 可備寶鑑之纂 及今 出

宜矣 予曰 卿 誠然 卿 柳誼 偕往藝文館 卽速 正”

31) 조계 , 2014, ｢조선후기 실록의 세  기록물과 차｣, �古文書硏究� 44, 한국고문서학회, 

119면.

32) �경종 왕수정실록�의 시정기는 �경종 왕실록�을 편찬할 때 이미 세 했으므로 1781년

에는 없었다.

33) � 종실록찬수청의궤� 교수청등록, 辛丑年七月二十四日, ‘春秋館啓  實 洗草 行於今

月二十五日矣 今則時政記 初草中草及初再見 旣已剉斫 令本館 郞陪往 請同參洗草 允之’

34) 세 와 재상휴지의 연 성은 조계 , 의 논문, 134-135면 참조.



322 奎 章 閣 53  ․

3) 纂輯廳의 설치와 英祖朝 보감의 割付와 纂輯

7월 10일에 처음으로 �국조보감�의 편찬을 논의할 때 정조는 廳의 설치와 찬집

을 주 할 당상과 낭청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 다. 그 신 � 조실록�의 작업에 

참여한 원임 규장각 제학 채제공과 서명응, 지돈녕부사 조 을 당상에 임명하여 

보감을 찬집하게 하고, 추부사 김상철에게 총재 을 맡아 주 하라고 하 다. 

정조는 춘추 에 안한 실록은 別兼春秋가 謄出하고, 정족산사고의 실록은 외규

장각에 포쇄하러 간 각신이 고출해오면 편리할 것이라고 여겼다. 규장각 각신은 

모두 춘추 의 함을 겸하 으니 별도로 춘추  당상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었다. 한 紙筆墨 등 이와 련된 모든 사무는 규장각의 直閣과 待敎가 담당하

도록 명하 다.35)35)

정조는 열조의 실록 가운데 가장 많은 �세종실록�은 150여권이나 되지만 보감

은 2권에 불과하니, 13조 보감을 실록에서 고출하는 분량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단하 다. 하지만 김상철은 실록에서 베껴내는 분량은 비록 더라도, 결국 실록 

체를 열람해야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일자는 더딜 것으로 상하 다.  

 김상철은 정조가 찬집하는 작업을 내각에 설치하게 한 것은 비록 폐를 이려는 

의도이지만 례 로 찬집청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어 찬

집청을 궐 밖의 상감으로 건의하 고, 채제공은 문 에 보 하고 있는 本草[

조실록 본]를 궐 밖의 찬집청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아뢰었다. 정조는 이에 

해 찬집청이 궐밖에 있더라도, 본 는 궐내의 문 에서 보면 된다고 하 다.36)36)  

마침내 찬집청을 상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鋪陳과 遮帳을 배설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장흥고와 설사에 감결을 내려 요청하 다. 호조와 병조, 선

혜청에는 료를 받는 서리와 사령 등의 員役을 찬집청으로 차출하여 담당 掌吏가 

인솔해오라고 감결을 보냈다.37)37)12일에 찬집청에서 회동하므로 ｢찬집청사목｣에 근

35) �일성록� 정조 5년 7월 10일 경술.

36) 의 책, “濟恭曰 纂輯廳旣設闕外 則藝文館 置本草 有難推來矣 予曰 設廳 雖是闕外 本

草則自內館推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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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필요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호조와 병조에 關文을 발송하 다.38)38)

춘추 의 사고는 서울에 치하기 때문에 京史庫라고 칭하고 지방 네 곳의 사

고는 外史庫라고 부른다. 특히 춘추  사고는 창덕궁 내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內史庫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문 에 설치된 찬집청은 ‘내찬집청’이며, 창덕궁 밖 

상감에 설치한 찬집청은 ‘외찬집청’이 된다.39)39)정조는 내찬집청을 內史局으로, 외

찬집청은 外史局으로 지칭하기도 하 다.40)40)이와 같이 �국조보감�의 편찬을 해 

설치한 찬집청은 내외 찬집청의 이원체계로 운 되었다.41)41) 

조선후기의 상감은 창덕궁의 돈화문 밖의 서쪽에 치한 廣化坊에 속해 있었

다. 돈화문을 나와 우측으로 걸어가면 왼편으로는 비변사와 이 연이어 소재

하 고, 을 지나면 오른편에 상감이 있었다.42)42)따라서 <그림 1>43)에서43)보

듯이 내찬집청인 문 에서 출발하여 돈화문을 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외찬집청

인 상감이 치하 던 것이다. 

37) 의궤, 찬집청감결질, 신축칠월일.

38) 의궤, 찬집청이문질, 신축칠월일,

39) 의궤에서는 내찬집청이 설치된 문 을 ‘本館’으로 칭하 고, �일성록�에서는 문 의 

별칭이 翰林院이므로 ‘本院’으로 칭하기도 하 다. 

40) 의궤, 同月初六日.

41) 선행 연구에서는 조조 보감을 찬집하는 곳이 외찬집청이며, 12朝 보감을 찬집하는 곳

이 내찬집청으로 보았다. 한 찬집을 마친 보감을 교정하는 교정소가 내찬집청에 설치

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내외 찬집청의 구분이 궁궐의 내외의 구분이며, 이것은 춘추  사

고가 궁궐 내에 치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미, 2009, ｢朝

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101면.

42) 상감은 종로구 계동 그룹 계동 사옥이 치한 곳에 있었으며, 재 觀天臺가 남아 

있다. 

43) <그림 1>은 서울특별시 종합자료 실 소장 ｢朝鮮京城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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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돈화문 서편, 화방의 상감

 

찬집청에서 호조에 7월과 8월의 點心米를 마련하여 지 하라고 보낸 문에서

는 計士 1원과 서리 11인, 書寫 1인, 사령 10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

다. 8월 7일에 추부사 김상철이 �승정원일기�를 閱하느라 며칠 간 찬집청에 

출근하지 못하 는데, 그의 아들인 김우진이 찬집청의 下吏가 20여년 분량을 찬집

했다고 써서 보낸 내용을 정조에게 아뢰었다. 이로써 서리가 상황 보고와 문서 수

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월 10일에 정조는 � 조실록�이 이제 완성되어 아직 세 하지 않았으니, 中草

本을 가져와 割付하여 먼  � 조보감�을 編輯하라고 하 다.44)44) 한 정조는 正書

郎廳을 차출할 필요 없이 본 를 割付하여 공역을 덜고 작업을 빨리 완성시키도록 

하 다.45)45) 

44) 의궤, 辛丑年七月初十日, “上曰 先朝寶鑑 則 實 纔完 未及洗草 就其中草本割付 先爲編輯”

45) �일성록� 정조 5년 7월 11일, “濟恭曰 正書郞廳差出然後 可以始役矣 予曰 郞廳不必更差 

今以割付本草  欲取其工省而速成矣 濟恭曰 割草以付 則不費書役 而可卽告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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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에 정조는 연석에서 실록교정당상이 � 조실록�의 初見印出本을 抄出

하여 � 조보감�을 찬집하도록 하교한 바 있음을 언 하 다. 실록 출 작업은 

춘추의 직함이 있어야만 담당할 수 있으며, 세 를 거행하기 이므로 실록교정당

상 채제공과 조 에게 담당하게 명하 다. 한 세 할 본을 자르는 일로 실록

청에 있는 실록청 당상 이명식과 도청 유의도 함께 출 작업을 하게 하 다.46)46) 

7월 12일에 정조는 어떤 방식으로 � 조보감�을 편찬할 것인가에 해 크게 세 

가지로 찬집청에 묻고 있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 ⓐ은 謄出과 割付의 작업 효율성, 

ⓑ은 출과 찬집의 분담, ⓒ은 실록 편찬 방법과의 비교에 한 것이다. 이와 같

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정조는 앞으로 진행할 편찬 로세스에 해 논리를 갖

추어 기로 보고하라고 찬집청에 하교하 다.47)47) 

ⓐ 당상과 낭청이 오늘도 모두 출근하 는가? 두 重臣이 뽑아낸 실록은 몇 년 치를 

뽑아냈으며, 베껴 내어 編을 만들 것인가, 오려 붙여 卷을 만들 것인가? 베껴 내는 

일은 아무래도 오려 붙이는 것만 못하니, 오늘부터 오려 붙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48)48) 

ⓑ 실록청 당상 이명식과 도청 유의에게 함께 하라고 명하 는데 지  과연 력하

여 뽑아내고 있는가? � 묘실록�을 編次할 때에 세 신이 나 어 맡은 각 연도 외

에 다른 당상이 纂修한 연조를, 어제 일체 뽑아내도록 연석에서 하교하 는데 이에 

의거해 거행하고 있는가? 찬집청 세 당상이 각 연도를 나 어 맡았는데, 당상 서명

응이 史局에 나아가 함께 실록을 고출하지 않았으니, 먼  출한 연조를 이 당상에

게 맡기고, 나 어 맡은 것을 그때그때 찬집청에 내보내, 이 당상이 계속해서 編摩

하게 하 는가?49)49) 

46) � 종 왕실록청의궤� 교수청등록, 辛丑七月十二日.

47) 찬집청은 정조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기를 올려 아뢰었다.

48) 의궤, 辛丑年七月十三日, “ 郞今日亦皆仕進乎 兩重臣所抄實  已抄 爲幾年 而謄出作編

乎 割付作卷乎 謄出之役 終不如割 自今日割付始役似好 何以爲之乎” 

49) 의 책, “實 上李命植 都廳柳誼 有眼同爲之之命 今果合力抄出乎 實 編次時 三重臣

分授各年外 他 上纂修年條 昨以一體抄出之意 有所筵敎 依此擧行乎 纂輯三 上分授各年 

而 上徐命膺 旣不進詣史局 同 實  先抄年條之屬於此 上 分授  隨卽出 纂輯廳 使此

上陸續編摩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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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록과는 사체가 약간 다르므로 찬집낭청과  謄 郞廳과 粉板郞廳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다면 草本과 中草本, 正書本을 모두 郎官에게 써내게 할 것인

가? 이 게 하는 것은 일을 크게 하고 단지 번거로운 폐단만 될 것이니, 되도록 생

략하는 방법으로 힘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50)50)

보감을 편찬할 때에 가장 우선되는 자료는 실록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정조

는 실록의 편찬 로세스를 정확하게 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감 편찬은 실록 

편찬 로세스보다 간략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실록을 편찬하

고 인출한 과정에서 나온 세  상은 <표 3>과 같다.51)51)

순번 담당 작업 내용 사용 재료 결과물 세  여부

1 刪節廳 [시정기․승정원일기] 抄節 粉貼 ㉠ 出草 시정기 세

2 纂修廳 [출 ․각사문서 등] 纂修 白紙 ㉡ 初草(찬집낭청) ○

3 校正廳  교정 厚白紙 ㉢ 中草(등록낭청) ○

4 校讎廳

 粉板 謄書 大粉板 ㉣ 正書(분 낭청) ×

印出 工匠: 排字․均字․印出 白紙
㉤ 初見印出․

再見印出
○

견․재견 인출지 校讎 주지 ㉥ 正本 ×

<표 3> 실록의 편찬과 인출 과정과 세  상 

실록의 편찬과 인출은 실록청 아래 설치된 산 청부터 찬수청․교정청․교수청

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록을 편찬하는 로세스에서 가장 먼  이루어지는 작업은 

산 청에서 실록에 수록할 내용을 뽑아내는 것인데 이를 ‘抄節’이라고 칭한다. 

 작업은 춘추 에 보 되어 있는 시정기와 승정원에 있는 �승정원일기�를 실록

청으로 옮겨와 진행된다.  작업의 결과는 분첩에 베껴내며 이것이 ㉠출 가 

된다. 찬수청은 출 를 토 로 各司의 문서를 비롯한 참고 자료에서 선별하여 백

50) 의 책, “且 實  事體稍異 不必有纂輯郞 又有謄 及粉板郞廳矣 然則草本中草本正書本 

皆 使郞官書出乎 此或張大徒煩弊端 務從省約之道似好”

51) 조계 , 의 논문, 210-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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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 를 작성한다. 교정청은 를 교정한 후 후백지에 ㉢ 를 베껴낸다. 

이와 같이 편찬을 마친 후 인출 작업으로 들어가기 해 교수청에서는 를 

분 에 등서하는데 이것이 ㉣正書가 된다. 守藏諸員이 분 의 자에 활자를 

배열하고 이것을 均字板에 옮긴다. 均字匠이 활자를 고정시키면 인출장이 먹을 바

른 후 어 낸다. 처음으로 백지에 어 낸 것을 견인출이며 두 번째로 어 낸 

것이 재견인출이다. 이 게 두 차례의 시험 인출을 거쳐 잘못된 곳을 교수하게 된

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정본이 완성된다.        

이 로세스에서 정조가 언 한 찬집낭청이 써내는 草本은 ㉡初草를 지칭하며, 

등록낭청이 써내는 中草本은 ㉢中草를 말하며, 분 낭청이 써내는 正書本이 곧 ㉣

正書이다. 정조는 � 조실록�의 ㉢ 와 ㉤ 견인출을 가지고 보감에 수록할 내

용을 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출한 내용을 割付, 즉 오려내어 별도로 붙여 보

감의 찬집하라는 것이다. 

실록을 춘추 에 안한 뒤에 실록 편찬과 인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시정기와 ㉡․㉢․㉤은 세 의 상이다. 이것들은 함께 하여 춘추  사고에 임

시로 보 하 다가 세 일에 꺼내 차일암으로 가져가 홍제천에서 세 하게 된다. 

이 게 � 조실록�의 ㉢ 와 ㉤ 견인출을 오려내 보감을 편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물들이 세  상이기 때문이다. 

정조가 찬집청에 찬집조건을 논리를 갖추어 草記로 보고하라고 하교하여, 찬집

청은 기를 올렸다. 보고 사항은 앞의 ⓐ출근 여부, ⓑ 출과 찬집, ⓒ등출과 할

부 방식에 한 세 가지 항목이다. ⓐ 출근 황은 7월 12일에 채제공과 조 , 이

명식, 유의가 문 으로 나아갔으나 實史官이 入直하고 있지 않아 開庫할 수 없

었다. 이에 승정원에서 청하여 受由를 얻어 집에 있던 별겸춘추 김재찬을 오게 하

여 자물쇠를 열수 있었다. 그런데 견본의 年條를 분배한 후에 이미 날이 물어 

출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 다 것이다. 

ⓑ 찬집 작업은 채제공과 조 , 이명식이 � 조실록�의 견본을 일체 출하고, 

출이 끝나는 로 찬집청에 내보내 서명응이 編摩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필사 작업은 더디고 할부는 조  쉬우니, 7월 13일부터 할부 방식으로 

출 시작하겠다는 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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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집청은 교서 에 감결을 보내 찬집당상이 견인출지에서 뽑아낸 부분을 오

려 붙일 솜씨 좋은 唱準 3인을 문 으로 요청하 다. 찬집당상 채제공과 조 , 

이명식이 출하면 창  1인이 각기 해당 부분을 오려내 붙이는 순서로 작업하

다.52)52)각 당상마다 한 명의 낭청을 두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 다. 

의궤에는 견인출지를 어떤 종이에 붙 는지 언 하지 않았지만, 찬집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白紙일 것이다. � 조실록�의 교수청에서도 견과 재견인출지

로 쓸 좋은 품질의 백지를 장흥고에 요청하 다.53)53)�국조보감�의 편찬 작업에서 

사용한 종이 내역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54)54) 

종이 수량 용도 折價(度支準折)

草注紙 5張 ․ 2錢6分6里

楮注紙 5卷 18張 ․ 6分6里

厚白紙 14卷 13張 啓草 次 5分

白紙 120卷 4張 書吏 文書 所用 2分2里

白休紙 177斤 ․ 1分3里

油紙 8張 ․ (常油紙 8分6里5戶)

落幅紙 6度 ․ 2錢

<표 4> 찬집청의 실입 종이 내역과 가 

정조는 승지 金宇鎭에게 � 조실록�의 견본이 西庫55)에55)있는지 물었으며, 實

史官이 아니면 庫門을 개폐할 수 없으니 별겸춘추 金載瓚에게 문을 열게 분부하

다. 이 때 견본은 문  槨房에 있었고 김재찬이 이미 들어와 문을 열었으며, 

52) �의궤�, 纂輯廳甘結秩, 辛丑七月日, ‘右甘結爲定 事 割付次 善手唱準三人 當刻內待令于昌

德宮藝文館事’

53) � 종 왕실록청의궤�, 교수청등록, 庚子八月初一日.

54) �의궤�, ｢纂輯廳實入秩｣. 의궤에 수록된 감결에는 찬집청에 회동할 때 쓸 계목지와 啓草

에 쓸 후백지, 서리가 문서 작성할 때 쓸 백지와 백휴지를 요청하 다.

55) 서고는 1776년에 東本, 즉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서책을 수장할 목 으로 건립한 건물이

다. 조계 , 2011, ｢규장각 소장 의 역사와 특징｣, �奎章閣� 39, 197-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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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집청 당상 채제공과 조 은 이미 문 에서 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56)56) 

정조는 찬집청 당상은 이미 춘추의 직함을 맡고 있으니 이후로는 열쇠를 당상에게 

넘겨주어 매일 개폐하도록 분부하 다.

7월 13일에 찬집청은 기를 올려 출과 할부 작업량을 보고하 다. 아침에 

문 으로 나아가 출 작업을 시작하여 채제공은 1년 조를 마쳤고, 이명식은 1년 

반조를 출하 다. 할부는 출하는 로 할부하여 이미 48장을 붙 으며, 미처 

붙이지 못한 것은 방 차례 로 부칠 것이라는 것이다.    

7월 16일에 정조는 �숙묘보감�에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재된 政敎 외에도 

비변사의 등록에 있는 節目까지도 수록된 례에 따라 조조 보감을 편찬할 것을 

명하 다. 이를 해서 각사의 당상들은 매일 출근하여 1724년 이후의 등록에서 

후일에 상고할만한 목과 擧條 등을 뽑아내 첨지를 붙이라고 하 다. 한 이 부

분을 별도의 책에 필사하여 入啓하라고 하 다.57)57)이것은 各司의 故事에 한 抄

編을 만들게 되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찬집청은 서울 각사에 감결을 보내어 각사의 등록에서 조 재  기간의 

교와 거조 에서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뽑아내어 해당 부분에 籤紙를 붙여 바

치라고 요청하 다.58)58)이와 같이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출할 때에 실록의 견

인출지와는 달리 각사등록은 할부가 불가능한 기록물이므로 첨지를 붙여 표시하는 

부첨을 선택하 다.      

정조는 매일 겸춘추가 내찬집청으로 가서 抄出本草를 가져오면 주서가 이를 올

려 람하 다. 주서가 찬집청에 가서 본 를 가져올 경우에는 표신을 가지고 갈 

경우도 있었다.59)59)7월 16일에 27년분의 출이 완료됨을 확인하 고, 김우진은 한 

56) �일성록� 정조 5년 7월 12일 임자.

57) �일성록� 정조 5년 7월 16일 병진.

58) �의궤�, 纂輯廳甘結秩, 辛丑七月日, ‘右甘結爲擧行事 今此寶鑑纂輯敎是時 各其司謄 中 甲

辰以後丙申至 傳敎擧條中 可載寶鑑文字 一一抄出付籤 不多日內 事知書吏領來 進呈本廳爲

旀 各所屬各司良中 以此意申明知委事’

59) �일성록� 정조 5년, 7월 18일 무오, ‘予曰 注書持標信出去 纂輯廳所謄草 卽爲持來’ 7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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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후엔 출과 정서를 완료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 정조는 1767년 2월의 ‘望前日

記’를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고, 조의 盛德을 알 수 있는 親蠶이 실록에서 락된 

것을 안타까워했다.60)60) 

이 기간의 �승정원일기�에는 친잠에 한 기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나, 실록

에는 1월 18일에 친잠의주에 한 기사가 있고, 3월 7일에 친잠례에 한 기사가 

있다. 즉 2월에는 친잠 기사가 한건도 없음이 확인된다. 정조는 � 조실록�의 견

인출지와 �승정원일기�의 조를 통해 친잠 락 사실을 언 하 을 것이다. 정조

는 17일에는 조의 성 한 功烈 외에 濬川과 均役과 같이 조가 ‘愛民’으로 시행

한 사업은 목이 아니더라도 보감에 상세히 수록하라고 명하 다.     

정조는 7월 17일 하루에도 두 차례나 출 작업량과 당상의 출근 여부를 확인

하 다. 채제공은 손으로 베껴내는 謄出로 하지 않고 정조의 하교 로 할부하 기 

때문에 일은 반으로 고 효과는 배가 되었다고 하 다. 이날은 당상 조 과 都廳 

趙城鎭이 출근하 고, 할부 작업은 18일에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서

명응이 연달아 출근하지 못하여 纂修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상철은 보감은 실록과는 달리 완성되면 나라에 반포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실록은 출한 다음 吏胥에게 베껴내게 할 수 없으니 등록낭청을 추가로 

임명할 것을 아뢰었다. 김상철의 언 과 같이 각사의 기록과 련된 필사는 보통 

이서가 담당하 다. 정조 한 이것을 익히 알고 있어 조의 등록에 해 하교하

다. 국가 의례를 주 하는 조에 등록이 없어 상고할일이 있을 때마다 이서들

이 기록한 낱장으로 된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에 故事에 해박

일에는 사  김 에게 찬집청에 가서 이틀간 편집한 책자를 가져오라 명하 다. �일성

록� 정조 5년 7월 22일. 주서가 찬집청에 가서 찬수한 年條를 받들어 오라고 명하 다. �일

성록� 정조 5년 7월 25일.

60) �일성록� 정조 5년, 7월 16일 병진, “予曰 兼春秋往于纂輯廳 抄出本草 若已持來 注書出去

持入 予曰 今此抄出 已至二十七年條 似當從近畢役矣 宇鎭曰 若費一朔 則盡爲抄正云矣 予

曰 丁亥二月望前日記持來 予曰 親蠶卽 先大王盛德事 而見漏於實 中 誠甚嗟惜矣 念祖曰 

果然矣 予曰 兼春秋復往纂輯廳 出草更爲持來事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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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인 감 이가환을 조 낭 에 備擬하여 거행하게 하 다.61)61)      

7월 21일에 찬집청에서 할부 작업을 모두 마쳐 찬집을 거행할 수 있음을 보고

하 다. 할부를 마친 후 춘추 에서 실록의 세 를 25일 거행할 정이라고 아뢰

었다. 보감의 찬집은 연도를 나 어 할부 작업으로 진행하여 쉽게 마무리하 다. 

이어 謄 郎廳에 前佐郞 尹履相과 魚錫光, 工曹正郞 朴長卨와 副司果 李日運을 먼

 임용하려고 하는데 직명이 없는 사람에게 군직을 주어 업무를 맡을 수 있게 요

청하 다.62)62)7월 26일에 추가로 등록낭청 사과 이엽, 권지승문원 부정자 오익환

을 차정하 다. 

찬집청을 설치한 지 보름이 지난 7월 26일까지 조 보감의 찬집은 2년 치에 

불과하고 큰 진척이 없었다. 정조는 보감이 실록보다 體段이 더욱 요한데도 시

일만 지체한다며 당상들에게 찬집에 집 하도록 각별히 신칙하 다. 보감의 體段

이 실록보다 요하다는 정조의 인식은, 事體의 요성으로 볼 때 보감은 실록과 

다를 바 없다는 당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63)63)정조는 찬집당상의 進

不進 單子와 찬집한 월일을 실록 찬수청의 에 의해 매일 써서 올리라고 명하

다.64)64)� 조실록�의 찬수청에서는 정조의 명에 의해 출근 여부를 본래 하루에 두 

번 摘奸하 다가 번거로워 한번으로 조정하 다.65)65) 

61) �일성록� 정조 5년 7월 17일 정사.

62) 의궤, 同月, ‘纂輯廳啓曰 諸 上分年割付纔訖工 纂輯始可擧行 謄 郞廳 前佐郞尹履相魚錫光 

工曹正郞朴長卨 副司果李日運 先爲差下時 無職名人 令該曹付軍職 使之察任 何如 傳曰允’

63) �승정원일기� 조 5년 19월 11일 임자, “今此寶鑑 則事體重大 實 無異 前頭印出時 

纂修 上 當躬自看檢 印役仍設於本廳 似合於重事體之道 故敢達”

64) 의궤, 同月二十六日, “傳曰 纂輯設廳 凡今幾日 日前所修兩年條外 迄無一板纂輯之本 雖未

知諸 事故之何如 而揆以事面 能無稽忽之歎乎 況此寶鑑册子 比實 體段 反有重焉 一味遷

就 告成未易 向所 費了一月之役 可以訖工之說 何其相左之甚 以此意各別申飭 諸 進不

進及所撰月日 亦依史局例 逐日書進 近日飭敎 不啻諄複 而 當史事 熟知顚末 豈可一任其

引義”

65) � 종 왕실록청의궤�, 刪節廳謄 , 戊戌二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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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집청 차하 일자 實職 성명 근무 완료일

총재 신 7월 10일 추부사 金尙喆 9월 6일

도청낭청 7월 12일  수찬 趙城鎭 9월 6일

찬집당상

7월 12일 행지 추부사 蔡濟恭 7월 19일

7월 19일 지돈녕부사 趙浚 9월 6일

7월 24일 공조 서 李命植 〃

7월 27일 한성부 윤 金熤 〃

등록낭청

7월 21일  좌랑 尹履相 8월 28일 移次

〃  좌랑 魚錫光 9월 6일

〃 공조 정랑 朴長卨 〃

〃 부사과 李日運 〃

7월 26일  사과 李燁 〃

〃 권지승문원 부정자 吳翼煥 〃

교정당상 7월 30일  제학 徐命膺․李福源 11월 1일

<표 5> 英祖朝 보감의 찬집과 등록 작업의 동원 인원 

   

정조는 7월 17일에 찬집을 맡은 서명응의 문체가 古文法을 첨입하려고 하여 

무 간략한 것에 해 ‘詳備敍事’의 편찬 기 으로 編次하도록 명하 다. 즉 보감의 

편찬 목 은 공덕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역사를 서술하는 필법과는 같지 않으니, 

공덕에 해 자세히 기술하라는 것이다. 이후 7월 25일에 추부사 김상철은 서

명응이 노안으로 씨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 찬집보다는 교정을 주 하게 할 것을 

건의하 다. 이에 정조는 서명응이 찬수하는 문자가 重臣들의 문체와 격하게 달

라 合付할 수 없으니 교정을 맡기도록 하 다. 

7월 26일에 서명응이 찬집당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었다. 정조는 

서명응에게 문 에서 출한 것을 집에서 찬집하거나, 찬집청에 왕래하면서 

閱 작업을 하거나 편리한 로 하도록 하 다. 7월 30일에는 조조 보감의 찬집과 

교정이 한창 진행되었으며, 12조 보감은 실록에서 고출하고 이어 찬집할 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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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찬집을 마친 보감을 교열할 교정당상으로 제학 서명응과 이복원, 

규장각제학 채제공을 차하하라고 하교하 다. 교정당상이 교열한 다음에는 총재

신 김상철에게 보내 裁定한 뒤에 정조에게 올리는 차를 밟도록 하 다.66)66) 

이와 같은 작업 단계를 거쳐 11월 1일에 조조 보감의 교정이 완료되었으나, 

12조 보감의 찬집이 끝나면 함께 진헌하기로 결정하 다. 7월 12일에 � 조실록�

을 출하기 시작하여 조조 보감의 찬집이 완료된 8월 18일까지의 편찬 로세

스는 다음과 같다. 

         

  [� 조실록�의 출       →         할부]    →         찬집        →         정조 람 

 〔채제공․조 ․이명식․김익〕    [창  3인]    [서명응/조 ․이명식․김익]               

                 【 문 =내찬집청】                【 상감=외찬집청】   

<표 6> 조조 보감 편찬 로세스(7.12.~8.18)

조조 보감을 편찬할 때에 � 조실록� 외에도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에

서 내용을 출하 다.67)67)7월 16일에 정조는 조 연간의 �비변사등록�에서 후일

에 상고할만한 부분을 뽑아내라고 명하 었다. �비변사등록�에서 抄節하여 첨지를 

붙이는 작업은 보름 동안 진행되어 7월 30일에 완료되었다. 이어 다음 작업인 繕

寫는 기한 내에 거행될 수 있도록 형조 서 金魯鎭과 조 서 鄭民始, 호조참  

徐有隣를 임명하여 주 하게 하 다.68)68)8월 20일에는 �비변사등록�에 부첨한 부분 

66) 의궤, 同月三十日, “傳曰 先朝寶鑑 今方纂輯校正 而列朝寶鑑 則 出實  仍卽陸續纂輯 其

在重其事之道 纂輯之後 不可不一番校閱 前大提學 徐命膺 李福源 前奎章閣提學 蔡濟恭 國

朝寶鑑校正 上差下 使之主管校正之役事 傳于領府事 列朝寶鑑 一朝各差 郞之意 大臣前

已筵稟 今日內 依此差出之意 一體傳諭 今此列朝寶鑑纂輯之役 決不宜循用 向時實 纂修之

謬規 俾各搜精撮要 作爲成書 成書後 于校正 上 更爲校閱 校閱後又 于大臣裁定 始乃進

呈事 令本廳知悉”

67) 이것은 조 에 �숙묘보감�을 편찬할 때의 례를 따른 것이다.

68) �일성록� 정조 5년 7월 30일 경오, “領議政 徐命善啓  備局謄 分類籤付之役 才已告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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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감에 첨입할 내용을 반 하여 교정당상에게 보내는 방법이 논의 되었다. 

한 7월 25일에 총재  김상철이 � 조실록� 가운데 前 右議政 李徽之가 찬수

한 10년을 이미 세 하여 보감을 편찬할 때에 해당 연도의 �승정원일기�를 가져

와 고출해야 함을 아뢰었다.69)69)이에 따라 賓廳에 ‘日記抄出所’를 설치하고, 8월 20

일부터 해당 연도의 �승정원일기�를 승지 金尙集과 沈有鎭․柳義養이 출하도록 

명하 다.70)70)이 작업을 해 외찬집청에 있던 �승정원일기�(1758-1762년분)와 승

정원에 소재한 �승정원일기�(1773-1776년분)를 일기 출소로 수송하 다.

그런데 8월 19일에 �승정원일기�의 출납 차로 인해 禮房承旨인 徐有防을 엄

히 추고하는 일이 발생하 다. 본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권역을 벗어나지 않

는 것이 규례이다. 따라서 실록청에서 실록을 편찬할 때에도 낭청이 승정원에 와

서 해당 연도의 �승정원일기�을 가지고 나가기를 청한 연후에, 승정원에서 啓辭를 

올려 비답이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수송하게 된다.71)71)그러나 찬집청은 7월 30일부

터 �승정원일기�를 출하기 해 가지고 나갔는데, 방승지가 한두 권의 출납을 

번거롭게 아뢰는 것이 외람되다고 여겨 계품하지 않고 출 하 던 것이다. 더욱이 

�승정원일기�를 수송할 때에 찬집청의 낭청도 아닌 서리가 왕래하여 임의로 출납

한 사실이 해당 房直의 보고로 밝 졌다.72)72) 

矣 抄節繕寫 當費三四朔 許多 上之逐日仕進本司 不但爲弊之多端 反有工役不 之慮 上

中刑曹判書 金魯鎭 禮曹判書 鄭民始 戶曹參判 徐有隣差下 使之 意主管 刻期擧行 請俾無

遷就之弊 從之”

69) 이휘지는 1780년 4월 17일부터 1781년 6월 18일까지 � 조실록� 찬수청에서 총재 을 역

임하 다. 1781년 3월 7일에 정조는 비망기를 내려 이휘지가 편찬한 10년(1758-1762년, 

1772-1776년)간의 ㉡初草를 교정청의 교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출하도록 명하 다. 

한 이에 해당하는 史草를 세 할 때까지 별도로 보 하라고 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별도로 보 하 던 사 를 미리 세 하 음을 알 수 있다. � 종 왕실록청의궤�, 교정청

등록, 辛丑年三月七日.

70) 창덕궁의 진선문을 지나 숙장문을 통과하면 왼편이 승정원 권역이고, 오른편에 빈청이 

소재하 다. 

71) 의궤, 同月十九日.

72) �승정원일기�의 冊背에 기록된 房直은 승정원의 樓上庫에 보 한 �승정원일기�를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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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재  기간에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수납에 해 심을 가지고 지속

으로 신칙하 다. 특히 방의 우승지는 �승정원일기�의 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국가에서 편찬한 역사서로서 실록 

다음의 계를 지닌 기록물로서 리되었다.

한편 조조 보감에 수록할 상으로 논의된 御製綸音과 奉謨 에 안된 책자

는 거의 2만권이 넘어 취사선택이 어려웠다. 이에 정조는 차선책으로 작업의 효율

과 수록 내용의 요성을 고려해 먼  수록해야만 하는 어제는 해당 연월만을 기

록하여 綱領條目을 세우는 방법을 제안하 다.73)73) 를 들면 �自省篇�과 �警世問答�

․�集慶 編輯�과 같이 이미 간행된 것은 강령에 붙이는 것이다. 이에 해 채제

공과 서명응은 보감은 열성조의 공렬을 선양하는 것이 목 이니, 수록 분량보다는 

‘二典三謨’를 따라 精要한 것만을 수록하도록 하 다.

모당에 안한 열조의 어제는 안할 때에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지 못하

기 때문에 1781년 8월 1일에 이르러서는 수량이 많아 작업이 방 해지게 되었

다. 이에 정조는 모당을 심할 때에 정리하도록 명하 다.74)74)8월 25일에 정조는 

조어제의 목록이 몇 권인가 묻자 정지검이 목록을 작성하기 해 베껴낸 본이 

4권이라고 답하 다. 정조는 목록 2건을 작성하여 모당과 내각에 각기 보 하라

고 지시하 다.75)75)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당에 안한 기록물을 수 조사하

여 목록을 작성하 음을 알 수 있다.76)76)이 목록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출한 것으로 보인다.77)77) 

던 사령이다. 조계 , 2016, ｢�승정원일기�의 修納과 리에 한 고찰｣, �奎章閣� 49.

73) 의궤, 同月十一日,

74) �일성록� 정조5년 8월 1일 신미.

75) �승정원일기� 정조5년 8월 25일 을미, “上曰 先朝御製目  當爲幾卷乎 志 曰 謄草合爲

四卷矣 上曰 一件儲于奉謨  一件置于內閣 可也”

76) 선행 연구에서는 이 목록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奉謨 奉安御書叢目�(奎9838)

일 것으로 추정하 다. 강문식, 2018, ｢정조  모당 운 과 장서 리｣, �藏書閣� 40,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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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朝 보감의 편찬과 동원 인력

1) 보감의 체재와 범례

어떤 책을 편찬하려면 먼  범례가 있어야 수록할 내용을 체재를 갖추어 완성

할 수가 있다. 7월 26일에 보감의 할부가 마쳤는데도 범례가 정해지지 않자, 서명

응은 범례 마련의 필요성을 언 하 다. 이미 前代에 간행된 세 보감의 범례가 각

기 달라, 체재와 범례를 엄정하게 하려면 정조에게 稟定해야 함을 아뢰었다. 김상

철은 �숙묘보감�의 범례를 따르자는 견해 으며, 서명응은 각 보감의 체재를 비유

하기를 �국조보감�은 �史略�과 같고, �선묘보감�은 �通鑑�과 같고, �숙묘보감�은 

�綱鑑�과 같다고 하 다. 

정조는 �숙묘보감�의 문체는 作家의 문자와 유사하다고 평하 으며, 찬집청 당

상들이 상의한 후에 稟定하라고 하교하 다. 서명응이 당상들과 논의를 통해 보고

한 편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보감 3질은 범례가 각각 다릅니다. �국조보감�에는 모두 御諱와 御字를 기재하지 

않았고, �선묘보감�에는 단지 등극 뒤의 어휘만을 기재하고 어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숙묘보감�에는 어휘와 어자  字를 모두 기재하여, 후의 범례가 서로 어 나 통

일된 문자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  만일 � 微通鑑節要�와 �綱鑑�78)의78) 에 

의해 卷首의 휘호 아래에 別行으로 두 자 낮추어서 삼가 어휘와 어자, 재 한 것이 

몇 년인지, 壽가 몇 년인지를 기재하고, 陵號의 경우는 략 �璿源系譜紀略�의 註를 모

방하되 약한다면, 아마도 체재 엄정해지고 범례가 균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

보감�의 篇題는 ‘太祖 一’과 ‘太宗 一’로 썼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  만일 ‘朝’자 하나

를 더한다면 완비될 것으로 아룁니다.”79)79)

77) 1782년 11월 24일에 모당에 �국조보감�을 안하 고, 이날 종묘 안건도 임시로 

모당에 안하 다. 조계 , 2006, ｢조선왕실 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한국학 앙

연구원 박사학 논문, 118면.   

78) �綱鑑�은 보통 �鳳州綱鑑�으로 불리는, 명나라 왕세정이 편집한 �重訂王鳳州先生綱鑑

纂�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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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년에 마련된 편찬 범례는 모두 9條目인데, 이 에서 7조목이 記述 형식에 

한 것이다. 범례는 이미 완성된 세 보감을 참고하고 정조의 재가를 받아 통일된 

체재로 맞추어 나갔다.  

기술 항목 4朝 국조보감 선묘보감 숙묘보감 13朝 국조보감

㉠ 御諱/御字 × 등극 후 어휘 ○ ○

㉡ 在位/聖壽/陵號 ․ ․ ․ ○

㉢ 年紀/ 干紀 詳/ 略 年紀 → 干紀 年紀 → 干紀 干紀→年紀  

㉣ 極行 ○ ○ ○ ×

㉤ 誤字 註釋 × ○ × ×

㉥ 篇目 太祖一 ․ ․ 太祖朝

㉦ 春夏秋冬 ○ × × ○

㉧ 書母后 × ․ ○ ×

<표 7> 1782년 13朝 �국조보감�의 범례에 나타난 기술 원칙 

  

㉠과 ㉡은 �소미통감 요�의 에 따라 篇首의 徽號 뒤와 元年의 앞에 어휘와 

어자․재 ․성수․능호를 기재하는 체재로 통일시켰다. ㉢에서 보통 간지는 天時

이고 연기는 人事이기 때문에, 간지를 연기보다 먼  기술하는 것이 史家의 成憲

이었다. 따라서 �소미통감 요�의 에 따라 간지를 연기의 앞에 두었다. 

㉣은 높이거나 공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행을 바꾸어 맨 에서 시작하

는 것이다. 따라서 한 에 서  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단한 

체재로 편찬하려는 목 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列聖誌狀通紀�의 에 따라 한 

79) 의궤, 同月二十六日, “寶鑑三秩 凡例各異 國朝寶鑑 則皆不載御諱御字 宣廟寶鑑 則只載登

極後御諱 而不載御字 肅廟寶鑑 則俱載御諱御字 字 前後凡例 互相牴牾 不成一統文字 

今若依 微通鑑及綱鑑之例 卷首徽號下 別行低二字 謹載御諱御字 在位幾年壽幾年 以及於

陵號 略倣譜略之註 而節約之 則庶幾體段嚴正 凡例均一 且國朝寶鑑篇題 以太祖一太宗一書

之 亦似如何 今若加一朝字 恐爲完備 故敢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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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띄우고, 命자나 敎 등의 자는 本에 따라 연이어 쓰기로 하 다.        

㉤은 �선묘보감�에서는 傳寫할 때의 잘못임이 확실한 字句에 해 모두 주석을 

달았다. 를 들면 ‘羈的’의 ‘的’자에 ‘실록에는 靮으로 되어 있다.’라는 주가 매우 

많아 보기에 란하 다. 그래서 오자를 밝 놓은 주석에 따라 해당 자를 바로

잡고 주석을 모두 제거하 다. 

㉥은 ‘太祖一’과 같이 기술한 �국조보감�의 篇目과는 다르게 ‘太祖’ 아래에 ‘朝’를 

덧붙여 (장 하고) 근엄한 맛이 나게 하 다.  

㉦은 사계 의 첫 달에 춘․하․추․동의 자를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그러나 �국조보감�에서 간 달이나 끝 달에 춘․하․추․동을 쓴 례를 따

라 �선묘보감�과 �숙묘보감�을 바로 잡았다. 이는 ‘紀事之書不易(제왕의 사 을 

기록한 책은 고치지 않는다)’에 따른 것이다. 

㉧은 �국조보감�에는 母后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열조에 모두 모후를 쓰지 않

았다. 그러나 �숙묘보감�에는 특별히 모후를 썼는데, 이를 따라 단종과 종, 인조

에는 특별한 이유로 모후를 었다. 단종은 모후인 顯德王后의 昭陵을 복 하 기 

때문이며, 종은 推戴를 사양하 기 때문이며, 인조는 海州府에서 태어나 친모인 

啓運宮을 추숭하 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범례를 세워 일 되게 기술하여 �국조보감�의 체재를 잡아 나갔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범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1458년의 �국조보감�을 

原編으로 삼아 체재를 따르고자 하 으며, 새로 편찬하는 �국조보감�을 新編으로 

지칭하 다. 다른 하나는 범례의 조목마다 정조의 재가를 받았다는 의미인 ‘奉聖

旨’를 세 차례나 언 하고 있다. <표 8>은 정조  이 에 편찬한 3종의 보감과 

1782년에 간행한 �국조보감� 에서 조조의 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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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년, 4朝 �國朝寶鑑�(奎貴1213) 1684년, �宣廟寶鑑�(奎1108)

        

1730년, �肅廟寶鑑�(奎1072) 1782년, �國朝寶鑑�(奎825), 英祖朝

  

<표 8> 열조 보감의 卷首를 통해 본 보감 체재 



340 奎 章 閣 53  ․

2) 춘추  사고의 안 실록

조선 기에 춘추 과 성주․충주 사고에 안하 던 �태조실록�에서 �명종실록�

까지의 실록은 임진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주 사고에 안하 던 실록만이 병

화를 면하 다. 주사고의 실록은 해주에서 변으로 移安하 다가 다시 강화로 

이안되었다. 선조는 주 사고 실록을 가지고 새로 실록 3건을 인출하도록 춘추

에 명하여 1603년 7월에 작업을 시작하여 1606년 4월에 마쳤다.

조선 기에 편찬된 주 사고 실록은 강화 사고에 안하고, 새로 인출한 실록 

3건은 춘추 과 화의 태백산 그리고 변의 묘향산에 안하 다. 한 실록 

본은 강릉 오 산에 안하 다. 이후 조선후기에는 실록 5건을 인출하여 춘추

을 비롯하여 오 산․태백산․ 상산․정족산 사고에 안하는 것을 정례로 운

되었다.80)80)

1603년에 춘추  사고에 실록을 안한 이후 1616년 �선조실록�이 안되었으

나, 1624년(인조 2) 이 의 난에 거의 소실되었다. 이후에 편찬된 실록은 춘추  

사고에 안되었으나, � 해군일기�(1634년, 인조 12)는 춘추  사고에 안되지 

못하 다.81)81)따라서 1781년 7월 6일에 � 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을 춘추  사

고에 안할 때의 실록 황은 <표 9>와 같다. 이 가운데 선조와 숙종의 보감은 

이미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인조와 효종․ 종․경종의 4朝 보감을 편

찬하게 되었다.

80) 조계 , ｢조선시  실록부록의 편찬과 보존｣, �한국문화� 62, 2013, 163-164면.

81) � 해군일기�는 정서 2부와  1부 만을 작성하여 정족산과 상산․태백산 사고에 

안하 다.  

순번 간인년도 실록 책수 보감 권책수 보감 찬집 당상

① 1657년(효종 8) 선조수정실록 8책 10권 4책 선묘보감(1684년 간행)

② 1653년(효종 4) 인조실록 50책 3권, 별편3권, 2책 민종

<표 9> 1781년 7월 6일의 춘추  사고 안 실록과 보감 찬집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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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춘추  사고에 안된 4조 실록은 고출이 용이하지만, 인조 이 의 8

朝 실록은 외사고에 안되어 있어 때맞추어 고출하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

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을 안하러 가는 행차에서 8조 실록을 고출해오는 방

법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조조 보감의 할부를 마친 후, 7월 25일에 12조 보감의 

출에 해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족산성 사고에 안되어 

있는 8조 실록은 별겸춘추가 내려가야만 謄出할 수 있는데, 한사람이 혼자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게다가 여러 날이 소용되면 廚傳의 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조는 임란 후에 실록이 모두 불타버려 상산사고 실록을 춘

추  사고로 옮겨와 등출하 던 례에 따라 정족산 사고 8조 실록을 移奉하여 

출하도록 명하 다. 

그 다면 창덕궁 내의 춘추  사고와 문 은 어디에 치하 을까. 그 소재에 

해서는 �한경지략�과 �궁궐지�에 근거하여 문 이 인정  서행각의 북쪽에 

치한 香室과 숭범문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82)82)본고에서는 조와 정조의 친

림 기사를 통해 그 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보통 실록이 완성되면 춘추  사고에 실록을 안하기 해, 실록을 실은 채여

는 실록청을 출발하여 창덕궁의 돈화문과 진선문을 통과하여 인정문으로 들어갔

82) 문화재청과 경북 산학 력단의 ｢4  사고  조선왕조도서 보존 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3, 272-276면)에는 ‘기타 사고’의 항목에서 춘추  사고에 해 언 하 다. 문 은 

1995년에 ｢동궐도｣와 ｢동궐도형｣에 근거해 복원한 상태이다.

③ 1661년( 종 2) 효종실록 22책 2권, 별편28, 1책 김익

④ 1677년(숙종 3) 종실록 23책 2권, 별편3장, 1책 이명식

⑤ 1683년(숙종 9) 종개수실록 29책 ․ ․

⑥ 1728년( 조 4) 숙종실록 73책 15권, 별편24장, 6책 숙묘보감(1730년 간행)

⑦ 1732년( 조 8) 경종실록 7책 1권 1책 조

⑧ 1781년(정조 5) 경종개수실록 3책 ․ ․

⑨ 1781년(정조 5) 조실록 83책 12권, 별편26장, 4책 조 ․이명식․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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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  인정  월  에 임시로 실록 채여를 안치한 후, 실록청의 총재  이하 

모든 당상과 낭청은 춘추  동쪽 뜰에 나아가 사배하 다. 낭청이 실록 궤를 춘추

 청에 임시로 안하면, 총재  이하는 당에 올라가 차서 로 선다. 춘추  

원이 사고를 열면 실록 궤를 안한 뒤에 사고를 인하 다.83)83) 

문 은 북쪽으로 향실과 연이은 부분에 두 칸으로 이층 다락이 있었으며 

이곳이 경사고이다.84)84)1907년의 ｢동궐도형｣에 의하면 경사고 아래로는 두 칸의 大

廳이 있고 연이어 좌우로 두 개의 房이 있었다. <그림 2>는 ｢동궐도｣에 그려진 춘

추  사고와 문  역이다.85)85) 

1738년에 조는 문 에 친림하여 [大公史筆]의 네 자를 써주어 으로 

새겨 처마에 걸었다. 이 때 조는 이층 樓上에 실록을 안한 京史庫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었다.86)86)이어 1756년에는 [刱守古風]의 네 자를 써서 문  안에 

걸었다.87)87)이로 볼 때 C가 춘추  사고이며, ｢동궐도｣의 A에는 ‘ 문 ’이 표기되

어 있다. 

1782년 12월 30일에 정조는 선원 에 작헌례를 거행하기 에 춘추 에서 재숙

하 는데, 이 때 [藏修室]이라는 편액을 하사하 다.88)88)｢동궐도｣의 B에 ‘장수실’이 

표기되어 있어 춘추 임을 알 수 있다. 본래 선원 (E)의 御齋室은 養志 (D)인

데, 11월 26일에 �국조보감�을 종묘에 안하 던 정조는 감회가 깊어 �국조보감�

을 편찬하 던 춘추 에서 재숙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문 은 춘추 의 기능을 겸하여 실록의 안과 경사고 리를 담당

하 음을 알 수 있다.  

83) �憲宗大王實 廳 軌�(奎14181), 奉安式.

84) �漢京識略� 闕內各司, “藝文館 在仁政殿西 香室相連”

85) 문화재청 창덕궁 리소, �동궐도 읽기�, 2005, 29면.

86) �승정원일기� 조 14년 7월 4일 갑인.

87) �궁궐지� 권2 창덕궁, “藝文館 在仁政殿西月廊 英宗十四年戊午親臨藝文館 特書大公史筆

四字 揭于楣 ○三十二年丙子 親書刱守古風四字 揭于館中”

88) �정조실록� 정조 6년 12월 30일 임진, “ 行酌獻禮于璿源殿 齋宿于春秋館 賜扁曰藏修室”. 

동궐도에는 이 편액이 [莊修室]이라고 誤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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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문 , B.춘추 , C.춘추  사고, D.양지당, E.선원

  

3) 12朝 보감의 謄出과 校正

12朝 실록에서 보감을 출하기 해서는 먼  12명의 당상과 16명의 낭청을 

임명하 다. 찬집청의 원들은 실록을 열람해야하기 때문에 당상 은 춘추 을 

겸임하게 하고 낭청은 記注官과 記事官을 겸임하게 하 다. 이들은 문 에 숙직

하면서 각기 맡은 실록에서 보감을 출하고 謄出하 다. 이 에서는 출한 12

조 보감을 베껴내는 등출 작업과 찬집 후의 교정 작업에 이르는 로세스를 고찰

하고자 한다.     

7월 27일에 추부사 김상철이 례에 의거하여 찬집청의 당상과 낭청이 春

秋의 직함을 겸하도록 아뢰었다. 한 찬집을 빠른 시일에 마치기 해 한성 윤 

金熤을 찬집청 당상에 임명하 다. 7월 28일에 정조는 찬집이 늦어지는 원인이 찬

집낭청의 繕寫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앞으로도 작업 속도가 나지 않으면 찬

집이 끝난 후에 拿處할 것이라고 司 이 口傳으로 하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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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춘추  당상이 구인가를 묻자 의정 서명선이 知春秋館事는 鄭尙淳

과 鄭民始이고, 同春秋館事는 徐有隣과 金夏材라고 아뢰었다. 이어 열조의 보감을 

찬집할 때 실록을 고출해야 하는데, 재 맡고 있는 춘추  당상은 직무가 매우 

많고 바쁘니, 직무가 한가한 사람을 차출해야만 실효를 거두도록 책임지울 수 있

을 것이라고 하교하 다. 

정조는 사고 형지안을 열람하고 정족산 사고 실록을 가져와 베껴 낸 례를 확

인하고 이번에도 례에 의해 거행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하 다.89)89)이에 서명선

은 례 로 춘추 으로 옮겨와 고출 후에 다시 안하는 것이 폐단을 이는 방

법이라고 아뢰었다. 석실비장의 실록을 옮겨 올 때에는 먼  그 게 할 수 밖에 

없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거행하

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정조는 임란 후의 상산사고 실록보다 근래의 정족산사고

의 례가 더욱 실하 을 것이다.

정조는 경사고에 안한 4조 실록을 먼  8월 2일부터 고출하고, 정족산사고 소

장한 8조 실록은 가져온 후에 이어서 찬집하라고 하 다. 8조 실록을 받들어 오는 

행차에 조실록을 안하러 가면 폐를 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 다.90)90)김

상철은 조조 보감을 가장 먼  고출하여 편차한 후에, 다음으로 8조 실록을 받

들어 오면 고출하는 것이 합당할듯하다고 아뢰었다. 아마도 조를 제외하면 遠代

의 열조부터 편찬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긴듯하다. 

이어 열조보감 찬집청 당상에 이조 서 李衍祥과 형조 서 김노진, 호조참  徐

有隣, 한성부좌윤 정창성, 한성부우윤 홍양호, 홍문 부제학 심염조, 규장각직제학 

정지검을 차하하 다. 이미 춘추 의 당상이거나 본직에 춘추 의 겸함이 있는 

원은 제외하고, 실록을 출할 수 있도록 춘추 의 직함을 주어 李衍祥을 知春秋

89) �일성록� 정조 5년 7월 30일 경오, “予曰 取覽史庫形止案 則鼎足山城所藏實  曾有奉來

謄出之例 今此纂輯之日 實 不可不 出 而史官一人 實難獨任其役 且謄出之際 必 多費月

日 貽弊不些 今亦依古例奉來于春秋館 出後還爲奉安 似便好矣”

90) 의궤, 八月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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館事로, 徐有隣을 同春秋館事로 삼았다. 앞서 7월 11일에 추부사 김상철은 12

조 보감은 � 조보감�과는 다르니 내각의 은 신하를 당상으로 차출하여 편집할 

것을 아뢴바 있다.91)91)그러나 실제로 이 에서 내각 신하로는 정지검만이 임명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찬집당상들이 분담하여 편찬할 실록을 별단에 써서 들이라고 하교하

다. 찬집청은 列朝실록은 모두 454책으로 찬집당상 7원이 분배하면 65책씩 맡게 

될 것이라며, 열조실록의 각 책수를 보고하 다. 

8월 1일에 당상에 맞추어 낭청도 차하해야 謄出 작업을 속히 마칠 수 있게 됨

을 논의하 다. 정조는 三司(홍문 ․사헌부․사간원)의 사람들을 융통해서 차하

하라고 하 다. 찬집청에서 낭청 7원의 임명할 때에 職名이 없는 사람은 이조에서 

구 으로 군직을 주어 근무할 수 있도록 아뢰었다. 이들은 �국조보감�의 권수 좌

목의 繕寫 항목에 수록되어 있으며, ‘선사낭청’ 는 ‘등록낭청’으로 지칭하 다. 이 

낭청들은 8월 1일에 임명되어 9월 6일까지 출한 보감을 베껴내는 선사 작업을 

담당하 다. 

8월 2일부터 경사고에 안된 4朝 실록을 출하기 시작하여, 8월 8일에 정족산 

사고에서 이 하여 온 8朝 실록까지 9월 6일에 12조 실록의 출을 완료하 다. 8

월 2일에 보감의 찬집당상과 낭청은 매일 進不進 단자를 함께 써서 보고하고, 특

히 열조실록은 등출한 장수를 당상의 성명 아래에 懸註하여 들이라고 명하 다. 

열조보감의 출과 등출 작업에 동원된 인력은 <표 10>과 같다.

91) �일성록� 정조 5년 7월 11일, “尙喆曰 此 寶鑑有異 以內閣年 之臣 差出 上 以爲編輯

宜矣 予曰 先朝寶鑑 先以此 上 從速告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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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차하 일자 직함 성명 직함 성명

총재 신 7월 10일 추부사 金尙喆 ․ ․

도청낭청 7월 12일  수찬 趙城鎭 ․ ․

교정당상 7월 30일  제학 徐命膺  제학 李福源

찬집당상

7월 30일 형조 서 金魯鎭 한성부 우윤 洪良浩

〃 호조 참 徐有隣 홍문  부제학 沈念祖

〃 한성부 좌윤 鄭昌聖 규장각 직제학 鄭志

8월 2일 강화부 유수 徐浩修 행부사직 李秉模

8월 9일 승정원 좌부승지 閔鍾顯 ․ ․

등록낭청

8월 1일  홍문  교리 李敬一 군자감 정 朴聖泰

〃 〃 尹東晩 權知 승문원 부정자 李顯道

〃 종부시 정 李運彬 행용양  부사과 許晪

〃 행용양  부사과 徐配修 ․ ․

8월 4일  지평 崔烜  교리 尹行元(8.28 移次)

8월 9일  정언 宋銓 ․ ․

교정낭청 8월 28일 부사과 尹行元 부사과 尹履相

<표 10> 12朝 보감의 抄出과 謄出 작업의 동원 인력

정조는 京史庫에 안한 실록을 차례 로 고출하려면 實史官이 아니면 본래 거

행할 수 없기 때문에 5인을 한번에 付職한 례를 언 하 다. 당시 근무 인 별

겸춘추만으로는 경사고와 외사고에 분배하여 고출할 수 없었다. 이에 前翰林 林錫

喆을 이조에서 구 으로 별겸춘추에 임명하여 함께 거행하게 하교하 다.92) 앞서 

2장 1 의 형지안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석철은 황경원과 함께 8월 6일에 � 조실

록�과 �경종수정실록�을 안하고, 8월 8일에 8조 실록을 경사고에 이 하는 업무

를 수행하 다.  

92) �일성록� 정조 5년 7월 24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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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간인 년도 실록 책수 보감 권책수 보감 찬집 당상

① 1426년(세종 8) 정종실록 4책 1권 1책 조

② 1469년( 종 1) 단종실록 14책 1권 1책 조

③ 1471년(성종 2) 세조실록 42책 4권 1책 정창성

④ 1472년(성종 3) 종실록 5책 2권 1책 조

⑤ 1499년(연산군 5) 성종실록 150책 3권 1책 김노진

⑥ 1550년(명종 5) 종실록 102책 3권 1책 홍양호

⑦ 1550년(명종 5) 인종실록 2책 1권 1책 조

⑧ 1571년(선조 4) 명종실록 34책 2권 1책 서유린

<표 11> 1781년 8월 8일 춘추 에 移奉한 실록과 보감 찬집 내역 

8월 4일부터는 찬집당상 1원과 낭청 3원이 돌아가며 찬집청에 입직하며 출 작

업을 진행하 다. 외찬집청에서 진행되는 찬집 작업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

하려니 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8월 5일에 정조는 史官에게 외찬집청으로 가서 

일에 찬집한 책자를 가져오도록 하여 誠正閣에서 찬집한 분량을 검하 다.93)93) 

이날 녁에 정조는 내외의 찬집청에 모두 賜饌하려고 하 는데, 조 이 외찬집

청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 에만 사찬하 다. 정조는 宣醞과 함께 五 近

體詩와 序를 내찬집청에 내리고 찬집당상들에게 賡進하라고 명하 다. 그리고 

이것을 각하여 문 에 걸어 후 에 하게 할 것이니 시를 잘 지어 올리라고 

하 다.94)94) 

정조가 지은 시는 ‘列朝盛德事 於戲可能忘/ 縱有名山秘 惟憑寶鑑詳/ 諸臣模日月 

子寓羹墻/ 一統書成後 治謨萬世長’으로, 짝수 구 의 마지막 자인 ‘忘․詳․

墻․長’이 압운이다. 따라서 찬집당상들은 이 압운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올렸다. 

어제 시에 갱진한 찬집청 신하는 총재 신인 추부사 김상철을 시작으로 서명

93) �일성록� 정조 5년 8월 5일 을해.

94) 의궤, 同月初五日, “上曰 今日諸 皆入直耶 鄭志 曰 然矣 上曰 今日當自內宣醞 兼下御製 

諸 皆賡進可也 欲入榟 揭板于本館 以爲傳後之資 諸 善爲製進之意 傳之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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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복원․조 ․김익․서호수․이명식․김노진․서유린․정창성․홍양호․이병

모․심염조․정지검으로 모두 14명이다. 여기에 별겸춘추인 鄭東浚과 金載瓚․徐

龍輔가 함께 갱진하 다.

8월 13일에 어제를 새긴 이 이미 완성되어 정조는 별겸춘추를 겸 하고 있

는 규장각 直閣이 받들어 문 에 걸도록 명하 다. 이어 찬집당상들도 함께 배

진하도록 명하여 을 龍亭에 싣고 수행하 다. 정조는 찬집청 당상과 낭청들의 

노고를 로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주면서 17일부터 더욱 정진할 것을 당

부하 다.95)95)이날 문 에 걸 은 규장각에서 새기는 이라는 김재찬의 보고

는 갱진시를 새기는 으로 생각된다.96)96)이로 미루어 볼 때 어제시와 갱진시는 

별도의 에 새기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의 搨本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寶鑑纂

輯廳賡載帖�(奎10276)이다. <표 12>의 탑본은 乾․坤의 두 책으로 나 어 장책되

어 있다. 乾冊에는 정조의 序와 오언근체시가 실려 있는데 양각으로 새겼다. 坤

冊에는 ｢纂輯諸臣賡進詩｣라는 제목 아래에 김상철의 시부터 서용보의 시까지 17개

의 시가 수록되었는데, 음각으로 새겨져 정조의 시와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97)97) 

한 정조의 어제는 갱진에 참여한 원임 규장각 교이자 별겸춘추인 정동 이 썼

다는 사실을 건책에 밝  놓았다. 해당 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탑본은  

여타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98)98)정조는 

法膳과 御詩를 자주 내려 그들을 로하 고 한 달 후인 9월 6일에 보감의 출 

작업을 완료하 다.

95) 의궤, 同月十三日, “上曰 日昨傳敎 卿等果知之乎 卿等實有勞於是役也 時有休暇之道然後 

可責實效 且陵幸當前 自明日姑停 至十七日始役可也”

96) �일성록� 정조 5년 8월 13일 계미.

97) �弘齋全書�에는 갱진한 신하가 15인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탑본에 의하면 모두 17인이 

갱진하 다.

98) 정조는 즉 한 이후로 燕 와 試藝, 그리고 경사가 있을 때마다 어제시를 짓고 신하들에

게 화답하게 하 다. 이 시들을 내각에서 연도순으로 편찬하여 �賡載軸�이란 서명으로 

1796년에 整理字로 인출하여 반사하 다. 이 책에 ｢寶鑑纂輯廳賡載軸｣도 수록되어 있다. 

�弘齋全書� 183권, ｢群書標記｣4 ○御定4, “寶鑑纂輯廳賡載軸 刊本 ○辛丑八月 先大王實

告完 列聖朝寶鑑 成 予念諸臣夙夜佔畢之勞 特遣史官宣醞 仍賜五 近體詩 賡載 十五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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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鑑纂輯廳賡載帖� 乾坤, 冊衣 정조의 御製 序

 

정조의 御製 五 近體詩 纂輯 諸臣 賡進詩 

<표 12> 1781년 8월 �寶鑑纂輯廳賡載帖�(奎10276) 

열조보감의 출을 완료한 9월 6일에 보감의 찬집에 들어가기 해 찬집청을 

재정비하 다. 찬집 작업은 <표 15>과 같이 8명의 당상이 나 어 맡았으며 古例에 

따라 집에서 찬집하도록 하 다. 당상마다 등록낭청 1인이 담하여 찬집이 마치

는 로 당상의 집과 교정소를 왕래하며 찬집과 교정 작업을 해 보감을 운반하

다. 16명의 등록낭청에서 8월 28일에 尹履相과 尹行元을 교정낭청으로 移差하

고, 나머지 李運彬을 포함한 6명은 감하하 다.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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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을 찬집하는 도 에 외읍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부임지에 일단 내려갔다

가 다시 상경하여 작업을 진행하 다. 10월 12일에 찬집당상인 閔鍾顯이 수원부사

로 임용되었다. 이때 그가 찬집한 보감은 5~6일 정도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상

황이었고, 임지에 작업하던 보감을 가져가기도 어려워 교정당상에게 보내기를 원하

다.100)100)이에 해 정조는 업무 인수 후에 올라와서 수정을 마치라고 하교하 다.  

찬집을 마친 열조보감은 <표 13>과 같이 이복원과 서명응이 나 어 고례 로 

재택 교정하 다.101)101)교정당상에는 도청낭청 조성진과 교정낭청 윤행원․윤이상이 

담하여 교정소와 당상의 집을 오가며 보감을 운반하 다. 

  

순번 교정 당상 교정 보감 교정 낭청

㉠ 李福源 정종․단종․ 종․인종․경종 도청 낭청 趙城鎭

㉡ 徐命膺 세조․성종․ 종․명종․인조․효종․ 종 교정 낭청 尹行元․尹履相

<표 13> 열조보감의 교정 당상과 낭청 

정조 연간의 13朝 보감에서 새로 별편을 편찬한 것은 <표 9>에서 보듯이 인조

와 효종, 종과 조의 보감이다. 보감을 찬집할 때 別編에 한 논의는 �숙묘보

감�을 편찬하 던 172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숙종의 ‘ 周大義’에 한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해 의견을 모은 결과 별편을 편찬하여 내 진상

건과 사고 안건만을 인출하도록 처리하 다.102)102)이 방안은 �숙묘보감�에 존주

 99) 의궤, 同月初六日, “纂輯廳 啓曰 列朝實 抄出 今已告訖 纂輯之役 依分授草記擧行 而郞

廳各一人 使之往來 準 其外郞廳宗簿正李運彬 軍資監正朴聖泰 正 崔烜 副司果李敬一 

尹東晩 李日運 竝爲減下 郞直宿 自今日撤罷之意 敢啓 傳曰知道”

100)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0월 13일 임오, “上曰 閔鍾顯之出宰外邑 極甚可惜矣 有防曰 果

然矣 昨聞鍾顯之  則以爲所修冊子 若費五六日 則可以畢役 而今差外任之後 有難持去 

欲移 於校正 上 而此亦未敢云矣 上曰 交龜後上來畢修 亦甚無妨矣”

101) 李植이 �선묘보감�을 李德壽가 �숙묘보감�을 집에서 교정보았던 례를 말한다.

102) �승정원일기� 조 5년 11월 2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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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한 을 수록하고 동시에 청나라에 설되는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안이

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숙묘보감�의 례를 따라 별편은 진상 12건과 사고 안 5

건에만 별편을 인출하 다.103)103) 

이듬해인 1782년 2월 19일에 추부사 김상철은 3월 에 보감의 교정을 완료

될 정임을 아뢰었다. 그는 교정을 마친 보감을 여러 신들과 時任文任들에게 열

람하게 하고, 찬집당상들에게도 자신들이 찬집한 것을 다시 살펴보게 의견이 있는 

곳에 付籤하여 반 하는 것을 제안하 다.104)104)이에 따라 3월 3일에 교정을 마친 국

조보감 22책과 별편 2책을 포함한 24책을 교정소에서 檢攝할 신에게 보냈다. 

4월 24일에 찬집청은 �국조보감�의 찬집과 교정을 마쳤음을 보고하 다. �국조

보감�의 進書 의례는 보통 서책처럼 간인한 후에 거행하기로 결정하 다. 4월 26

일에 보감을 찬집하고 교정한 당상과 낭청의 춘추의 직임을 모두 감하하고, 보감 

질을 교정소에서 감인청으로 안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12조 보감의 출에

서부터 교정까지의 작업을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初草                  ㉡中草

  [12조 보감 출 + 부첨] ---→  등출    ---→      찬집         ---→  

    〔12員 찬집당상〕         〔등록낭청〕        〔8員 찬집당상〕       

          【 문 =내찬집청】                   【在宅 ↔ 외찬집청( 상감)】 

                              ㉢正書

  조조․12조 보감 교정        ---→    裁定        ---→   정조 람

 〔교정당상〕                        〔총재 신〕 

  【교정소(외찬집청) ↔ 在宅】                       

 <표 14> 12조 보감 찬집과 교정 로세스(1781.8.2.~1782.4.24) 

 

103) 조계 , 2006, ｢조선왕실 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

문, 65면.

104) 의궤, 同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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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11월 26일에 정조는 �국조보감�을 종묘 각 실에 직  안하고, 이튿날

인 27일에 �국조보감�을 편찬한 신하들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 다.105)105)�국조보

감�의 총재 신인 추부사 김상철에게 鞍具馬 한 필을 面給하 고, 교정당상인 

서명응과 이복원에게는 廏馬 한필을 면 하 다. 한 6朝의 보감을 찬집한 당상 

조 을 비롯한 찬집당상들에게 시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106)106)

 

찬집 당상 찬집 보감 賞典

㉠ 知敦寧府事 趙㻐 정종․단종․ 종․인종․경종․ 조 加資

㉡ 工曹 判書 李命植 종․ 조 加資

㉢ 漢城府 判尹 金熤 효종․ 조 熟馬1匹 面給

㉤ 刑曹 判書 金魯鎭 성종 加資

㉥ 戶曹 參判 徐有隣 명종 熟馬1匹 面給

㉦ 兵曹 參判 鄭昌聖 세조 加資

㉧ 漢城府 右尹 洪良浩 종 加資

㉨ 承政院 右副承旨 閔鍾顯 인조 加資

<표 15> 1782년 �국조보감�의 찬집 당상과 시상

4. 맺음말

정조 연간에 진행한 �국조보감� 편찬 사업은 1781년 7월 10일에 창덕궁 내의 

문 에 내찬집청을 설치하고, 돈화문 밖의 상감에 외찬집청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찬집청은 조조 보감을 � 조실록�을 바탕으로 여러 자료를 참고하

105) 의궤, 賞典秩.

106) 도청낭청인 조성진을 비롯한 등록낭청에 한 시상은 김정미, 2009, ｢朝鮮時代 撰集廳․

纂修廳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98-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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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편찬하 다. 이후 춘추  사고에 안되어 있던 4朝 실록과 정족산 사고에 

안되었던 8朝 실록에서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출하 다. 

출이 완료된 보감은 찬집당상과 교정당상이 각기 배분하여 재택근무로 찬집

과 교정 작업을 수행하 고, 등록낭청과 교정낭청이 각 당상에게 배치되어 작업을 

도왔다. 교정을 마친 보감은 총재 신 김상철이 裁定하 고, 여러 신하들의 檢攝을 

거쳐 보감이 완성되었다. 보감 편찬의 체 과정은 정조의 람을 통해 재가를 받

아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진행된 �국조보감� 편찬의 주요 일정을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순번 주요 일정 주요 작업 작업 일자

① 內外 찬집청 설치 문 과 상감에 설치 1781.7.10

②
조조 보감 편찬 

� 조실록� 출․할부 1781.7.12.-7.21.

③ 조조 보감 찬집 1781.7.19.-8.18.

④

12朝 보감 편찬

춘추  사고: 4조 보감 출․등출 1781.8.2.-9.6.

⑤ 정족산 사고: 8조 보감 출․등출 1781.8.9.-9.6.

⑥ 12조 보감 찬집 1781.9.7.-1782.2.9

⑦
13조 보감 교정

조조 보감 교정 1781.7.30.-1781.11.1

⑧ 12조 보감 교정 1782.1.-1782.4.24.

⑨ 보감 질 移奉 監印廳으로 보감 이 1782.4.26.

⑩ �국조보감� 종묘 안 종묘 각 신실 冊寶藏에 안 1782.11.26.

⑪ 賞典 찬집청 당상․낭청 시상 1782.11.27.

<표 16> 정조  �국조보감� 편찬의 주요 일정  

1782년 11월 26일에 정조는 �경국 �을 세조의 神室에 안하 던 고사를 본

받아, 종묘의 각 신실에 해당 보감을 직  올렸다. 이후 정조 의 례를 계승하여 

1848년에 정조와 순조․익종의 3朝 보감을 완성하 고, 1909년에 헌종과 철종의 

보감을 완성하여 종묘의 신실에 안하 다. 그러나 1848년과 1909년의 보감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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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출하지 않고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각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편찬하

다. 이와 비교하면 정조 에 춘추  사고와 정족산 사고의 실록을 주요 상으

로 13조 보감을 편찬한 것은 인 사업이었다.

특히 정조는 조조 보감에 수록할 내용을 실록 이외에 �승정원일기�와 �비변

사등록�, 모당 안 어제 등 다양한 자료에서 출하여 편찬하도록 지시하 다. 

이 과정에서 모당에 안한 왕실 기록물의 목록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조 보감은 � 조실록�의 본을 찬집당상이 출하면 해당 부분을 창 이 오려 

붙이는 작업으로 1차 편찬되었는데, 비록 견인출지이지만 석실비장의 실록을 당

상과 낭청이 아닌 원역 신분으로 자를 아는 창 이 실견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

이다. 한 본고에서는 그동안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문 과 춘추  사고의 

치에 해 비정하 다. 문 과 춘추 은 인정 을 심으로 동쪽에 치한 승정

원과 칭되는 지 에 소재하여 실록 편찬과 리의 기능을 담당하 다.  

정조 에 命撰書로서 편찬된 �국조보감�은 후계 왕이 열조의 성덕과 업을 기

억하고 기념하기 한 사업으로 정례화 되어갔다. 본고는 의궤를 상으로 �국조

보감�의 편찬 로세스와 찬집청 운 의 실제를 고찰하 다. 앞으로 �비변사등록�

과 �각사등록�에서 출하여 조조 보감에 수록한 목과 거조 등을 � 조실록�

과 비교하는 작업 등을 통해, �국조보감�의 편찬 기 과 의식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투고일(2018. 11. 29),   심사일(2018. 11. 29),   게재확정일(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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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iting of the Gukjobogam (國朝寶鑑) and the Management 

of the Chanjipcheong (纂輯廳)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Cho, Gye-you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became customary for the succeeding king to publish 

annals of the former king as well as the bogam(寶鑑), Yeolseongeoje (列聖御製) and 

Yeolseongjijangtonggi (列聖誌狀通紀), once the former king passed away. King Jeongjo’s 

editing of the Gukjobogam and its enshrinement at Jongmyo in 1782 became a precedent 

which influenced the other editions of the Gukjobogam published in 1848 and 1909. The 

Gukjobogamgamincheonguigwe (國朝寶鑑監印廳 軌),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the 

editing, publication, presentation, and enshrinement of the Gukjobogam, is a rich and 

important research data. 

Thisb study examined the editing process of the Gukjobogam and the management of 

the Chanjipcheong with focus on the Gukjobogamincheonguigwe of 1782. The bogam, 

which was mainly based on the annals, was edited in several sites since it was illegal for 

the annals to be accessed by the general public and even the king. The editing of the 

Gukjobogam was led by two government offices, the Naechanjipcheong (內纂輯廳), an 

agency affiliated with Yemungwan(藝文館), which managed the annals, and the 

Oechanjipcheong (外纂輯廳), the agency affiliated with Gwansanggam(觀象監), which was 

located outside the palace. Personnel, including the chanjipdangsang (纂輯 上), 

deungroknangcheong (謄 郎廳), who were in charge of compiling the material, and the 

gyojeongdangsang (校正 上) and gyojeongnangcheong (校正郎廳), who edited the books, 

were placed in both offices. These officials were in charge of collecting (抄出) and cutting 

and pasting (割付) the material for the bogam and of copying (謄出) and compiling (纂

輯) it, thus succeeding in editing the Gukjobogam of 13 former kings in 9 months. 

Key words : Gukjobogam, Gukjobogamgamincheonguigwe, Chanjipcheong, chochul, 

halbu, deungchul, chanj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