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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계  **

1. 머리말

2. 일기청 낭청의 동원과 작업 수행

3. �개수일기�의 물자 조달과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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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日記廳謄 �(奎12952)은 조 연간에 화재로 소실된  

�승정원일기�를 개수하기 해 설치한 일기청의 많은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일기

청등록�을 통해 �개수일기�를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담당할 인력의 동원과 작업에 소요되

는 물자를 둘러싼 일기청의 실상을 고찰했다.

일기청은 호조에서 厚白紙를 조달받은 후에 [搗砧 → 裁斷 → 印札]의 순서로 印札空冊을 마

련했다. 소실된 99년분의 일기를 복원하는 례 없던 큰 공역이었기 때문에, 일기청은 개수일기

의 주요 물자인 책지의 공 과 도침 工役價 지 으로 호조와의 갈등과 조정이 계속되었다. �개수

일기�는 당상과 낭청들의 [抄出 → 正書 → 校正 → 添書]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일기청은 서역

과 교정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해 세 차례의 목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개수일기�는 평시에 작성한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핵심어 : 改修日記, 日記廳追節目, 書役, 冊紙, 搗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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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 후기의 실록은 실록청을 설치해 편찬한 후 활자로 5건을 어내 춘추 에 

안하고, 세 하기까지의 과정을 수록한 의궤가 별도로 있다. 이 의궤를 ‘실록청

의궤’ 는 ‘실록찬수청의궤’라고 부른다. 화재로 소실된 �승정원일기�는 日記廳을 

설치해 1건을 正書했으며 국왕에게 進하고 세 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록

이 있다. 이 등록을 ‘일기청등록’ 혹은 ‘개수일기등록’이라고 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일기청등록�(奎12952)은 의감에 ‘개수일기

등록청’을 설치하고 승정원의 방승지가 주 해 1748년 8월 11일에 완성한 것으

로, 이 자료를 통해 조 연간에 이루어진 �승정원일기�의 개수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1) 당시 이 등록은 두 건을 작성해 한 건은 승정원에 보 하고 한 건은 

춘추 에 보내어 정족산 사고에 수장하게 했는데, ⓐ는 춘추 과 정족산 사고에 

보 되었던 등록이다. ⓑ�일기청개수등록�(奎14205)은 조 연간의 례를 따라 

일기청을 설사에 설치하고 �개수일기�의 완성 과정을 1890년 12월에 기록한 등

록이다.2)  

�개수일기�에 한 교와 일기청의 啓辭를 비롯해 조를 요청하는 서와 주

고받은 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와 ⓑ, 두 건의 등록은 해당 시기의  

�개수일기�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한 자료이다.3) 이 등록은 

2005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해 출간했으며 한국고 번역원의 한국고 종합

DB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4) 

1744년 10월 12일 밤에 창덕궁 인정문에서 발화된 불길은 승정원 권역으로 번

1) ⓐ의 표제는 ‘日記廳謄 ’이며 권수제는 ‘乾隆十三年八月十一日改修日記謄 ’이다. 권수제를 

통해 개수일기등록청에서 ⓐ를 1748년 8월 11일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改修日記謄

廳節目｣에 의하면 등록은 요포가 지 되는 아문에서 씨 잘 쓰는 書吏 4인을 동원해 작

성되었다.

2) ⓑ의 표제는 ‘일기청의궤’이며 권수제는 ‘庚寅日記廳改修謄 ’이다. 

3)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개수일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개수한 �승정원일기�를 말한다.

4) 민족문화추진회, 2005 �일기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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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1624년부터 1721년까지의 �승정원일기�를 불태웠다. 이 때 소실된 1,793책의 �승

정원일기�를 개수하기 해 1746년 5월 16일에 임시 기구인 일기청을 설치했으며, 

1747년 11월 11일에 �개수일기� 548책의 書役을 완료했다. ⓐ에는 조 연간의 �승

정원일기� 개수에 한 1년 반 동안 일기청 운 의 많은 정보들을 수록되어 있다.

조 연간의 �개수일기�는 ⓐ와 �승정원일기�를 상으로 개수의 의도와 거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수의 원인은 화재 지만 개수 분량과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당 의 정치  필요성으로 인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

다.5) 개수 거의 수집과 특징을 주목한 연구에서는 조가 최 한 公家의 기록

으로 만들고자 하면서도 �인조실록�․�남한일기�, 사가일기류, 내하일기류 등을 

활용한 것은 당 의 정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명했다.6) 번역서 �일기

청등록�에 수록한 해제에서는 �개수일기�의 범례를 �실록청의궤�와 �일성록�의 

범례와 조해 각 기록의 차이를 서술했으며, 고종 연간의 개수 범례와 등록의 구

성을 간략히 소개했다.7)

ⓐ는 일기청의 운 을 기록해 승정원에 비치해야 한다는 홍계희의 건의로 작성

된 등록이다. 쉘 버그의 평가선별론에 의하면 ⓐ는 기록의 2차 가치인 ‘정보 가

치’와 ‘증거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8) 조 연간의 �개수일기�에 한 선행 

5) 이근호, 2004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過程의 검토｣, �조선시 사학보� 31. 

6) 강성득, 2007 ｢典據를 통해 본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의 性格｣, �사학연구� 88; 2006  

｢英祖代 改修本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內下日記’ 검토｣, �도시역사문화� 제4호; 2004 ｢ 조

 �承政院日記�의 改修에 한 一 察｣, 고려  석사학 논문.

7) 오항녕, 2006 ｢조선후기 《承政院日記》 改修 연구｣, �태동고 연구� 22; 2018 �실록이란 무

엇인가�, 역사비평사, 407-426면.

8) 쉘 버그는 기록은 용단계의 ‘1차 가치(primary value)’와 비 용단계의 ‘2차 가치(secondary 

value)’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 으로 기록을 선별하도록 했다. 1차 가치는 기록을 생산

할 당시에 발생된 본연의 가치로 생산 목 이 완수되면 상실한다. 반면 2차 가치는 연구자

에게 유용해 그 기록을 계속 이용하게 하는 가치를 뜻한다. 2차 가치를 지닌 기록은 ‘정보 

가치(informational value)’와 ‘증거 가치(evidential value)’가 있다. 정보 가치는 요한 인

물이나 사안 는 상에 한 내용을 달하는 가치이다. 증거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기

의 기능이나 운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기록 리학회 편, 2014 �기록 리론�, 아

세아문화사, 153-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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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의 정보 가치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일

기청등록�(奎12952)이 지닌 증거 가치에 주목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개수일기�의 형태를 조명하고자 한다.9) 

본 연구의 2장은 일기청에서 서역과 교정을 담당할 낭청의 동원과 작업 수행에

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3장은 �개수일기�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

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한 물자로는 서역할 冊紙와 

책지를 搗砧할 紙匠에게 지 할 工役價가 있다. 1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99년에 이

르는 �개수일기�를 완성하기 해 일기청이 당면했던 사안들을 규명하는 것은, �승

정원일기�에 한 당 의 인식과 국가 기록물로서의 계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2. 일기청 낭청의 동원과 작업 수행

1) 서역 낭청의 작업 규정과 실상

1746년 5월 16일에 조는 소실된 �승정원일기�를 개수하기 해 임시 기구인 

廳을 설치하고 일기청으로 명명했다. 일기청의 조직은 당상 3員과 낭청 5원으로 

구성하고 京職과 外職을 막론하고 임명하라고 교했다. 5월 21일에 일기청 당상에 

병조참의 임정과 행부사과 이철보, 행부사과 홍계희를 계하했고, 낭청에는 홍문  

응교 송창명, 수찬 윤득재와 조운규, 정언 이게, 겸문학 이형만을 계하했다.10)

일기청은 부 견평방에 치한 의감에 설치하고 5월 21일에 회동해 ｢日記廳

事目｣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여느 임시 기구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1746년 5월 

25일에 조는 일기청 낭청을 먼  10인을 계하하되 본직에서 遞差된 자와 패 를 

 9) 본고의 이하에서는 ⓐ�일기청등록�(奎12952)을 �일기청등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0) �승정원일기�의 개수 과정을 고찰한 선행 연구는 ‘①일기청의 개설과 당상의 선임 ②개

수시 과 수록 상에 한 논란 ③서역의 진행과 문제의 노정’에 해 간략히 서술하고, 

주로 ④개수 거의 수집과 특징에 해 고찰했다. 강성득, 2004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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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겨 직된 자는 職名이 없으니 구 으로 軍職에 붙이도록 기하라고 교했다. 

비록 본직이 있다고 고집하는 자일지라도 구애받지 말고 일기청에 근무하도록 했

다. 당상의 仕日單子는 보통 도감의 례 로 書啓하는데, 낭청은 하루의 書役을 

모두 마친 다음에 ‘進’자를 쓰도록 분부했다. 즉 낭청의 업무인 필사를 하루 종일 

한 다음에 그날 근무했다는 출근 여부를 기록하게 명한 것이다.

일기청의 낭청에 임명된 자 에서 직임을 살피기 어려운 사례는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는 낭청 자신의 身病이 하거나 부모의 병이 독한 경우, 둘

째는 외임에 제수되거나 지방에 거주한 경우, 셋째는 긴요한 직임인 승정원의 주

서나 춘추 의 史官, 홍문  는 시강원의 원으로 임명된 경우이다. 이때에는 

이들을 改差하고 재는 직임이 없는 原任이나 업무가 비교  한가한 閒職에 있는 

자 는 새로 제한 자들을 임명했다. 이들  職名이 없는 이는 해조에서 구

으로 군직에 붙여 일기청 낭청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746년 7월 2일에 일기청에서 1630년(인조 8)부터 1661년( 종 2)까지 32년간

의 朝報와 각사등록 에서 �개수일기�에 실을 만한 것들을 모두 抄出했다고 아

뢰었다. 당상들의 출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는 출한 내용을 써내는 書

役 작업이 가장 긴 했다. 일기청에서 서역 낭청으로 임명된 자는 15員이었지만, 

고된 서역을 맡지 않으려고 핑계 어 呈 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자는 몇 사

람에 불과했다. 이 인원으로 서역을 진행한다면 해를 넘겨도 서역을 마칠 가망이 

 없었다. 일기청은 서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 엄한 규정을 세워 낭청들

이 신칙하도록 다음과 같이 일기청의 추가 목을 마련해 올렸다.        

Α.｢日記廳追節目｣(1746.7.2)

① 낭청 한 사람마다 한 달 일기를 주어 한 달 일기를 끝내기 에는 遞改를 불허

한다.

② 매일 서역은 5장을 정식으로 하고, 장수를 계산해 일수를 정하고, 일수를 계산해 

기한을 정한다. 가령 1권이 100장이라면 하루 5장씩 쓰면 20일이면 한 권을 마칠 수 

있다. 날마다 작업량을 모질게 독 할 수 없지만 20일을 통계해 만약 한 권을 쓰지 

못했다면 해당 낭청을 拿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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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낭청 에서 모두가 아는 病故 외에 연이틀 출근하지 않는 자는 낱낱이 草記로 

논죄한다.

④ 낭청 에서 옥당이나 춘방의 원으로 제수되는 자는 즉시 개차한다.

⑤ 낭청은 (일기청에 있는 內下文字를 守直하는 방법으로) 계하된 차례 로 아래에

서부터 에까지 모두 2일씩 입직한다. 반드시 면해 교체하며, 교 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는 자는 기로 논죄한다.

⑥ 낭청의 員額은 수를 정해 놓지 않고 서역의 많고 음에 따라 증감한다.

7월 24일에 일기청 당상 이철보가 서역 낭청을 추가로 차출하는 사안에 해 

조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역 작업과 담당 낭청에 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역 작업에 추가로 차출할 만한 별 탈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매우 었다. 

이철보는 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역 낭청을 譴罷 까지 확 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譴罷 와 違牌 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지만 패자를 처리하는 규정

에 따라 견 자를 서역 낭청으로 차출하자는 것이다. 견 자는 죄명이 있는 처지

기 때문에 敍用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서역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몇이라도 충

원해야 하는 긴 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안이었다.        

서역을 기피하는 실을 타개하기 한 이 안은 서역 낭청을 단지 ‘군직을 주

어 임시로 차정해 일기청에서 복역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서역 낭청의 정체성이 ‘일기청에서 복역하는 임시직’이므로 견 자에게 맡겨도 무

방하다는 소견에 해, 조는 서역 낭청의 직임이 단지 ‘  차림으로 매일 근무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역 낭청의 정체성은 서역 작업

의 사체와 무 하지 않으며 이는 �승정원일기�의 작성 과정과 연결된다.

7월 26일에 이철보는 숙종 연간의 승정원일기에 수록할 내용을 거의 출한 상

태여서 다음 단계인 서역 작업이 매우 긴 하다고 보고했다. 당시까지 출을 베

껴낸 수량으로 미루어보면 서역 낭청 40원이 매일 5장씩 10개월을 써내야 서역 작

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별 탈 없이 출근해 서역을 수행

하는 낭청의 수는 매우 었다. 이런 까닭으로 7월 24일에 국왕에게 아뢰고 草記

를 올려 견 자를 서역 작업에 동원시키는 변통을 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서

역 낭청으로 啓下된 자는 20員이었지만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하루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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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했다. 이철보는 서역 낭청을 10원을 추가로 더 差出해야 �승정원일기�의 

개수를 완수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 7월 29일에 일기청에서 7원의 서역 낭청을 개

차하고 새로 추가로 차출할 10원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낭청을 差下했다. 이로써 

차출된 서역 낭청은 30원이 되었다.       

9월 12일에 이철보는 Α.｢日記廳追節目｣을 제정한 이후 ①번과 ②번 규정이 상

충되어 서역 낭청의 업무 규정을 제 로 시행할 수 없었던 실상을 보고했다. 낭청

은 매일 5장씩 써서 20일 동안 100장 가량의 1권을 다 쓰지 못하면 拿處한다는 것

이 ②번 규정이다. 그런데 ①번 규정은 �개수일기� 한 달 치의 서역을 마치면 遞

改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낭청들의 한 달 치 서역은 20일이 못 되어 끝나기 때문에 매일 5장씩 썼

는가에 한 검이 불가능했다. 즉 서역을 한 달 치씩 맡게 되면 20일이 되기 

에 체개되기 때문에 업무 역량에 한 평가를 시행하지 못했다. 매일 5장씩 서역

이 수행되기 해서는 작업 기 이 한 달 치 서역이 아니라, 20일 내에 100장을 

써야 서역을 완료한 것으로 규정해야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拿處하도록 건

의했다. 이에 해 조는 100장을 서역하는 기간을 2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에 있는 낭청은 일기청에서 차임을 통보한 후 그 거리의 원근을 계산해 오

가는 날을 제하고 7일의 기한을 넘기면 승정원에서 바로 拿處傳旨를 받들게 했다. 

③번은 연이틀 출근하지 않는 낭청에 해서는 기로 논죄한다는 규정이다. 그러

나 이런 사례가 빈번해 일기청에서 계속 기를 올리는 것이 번거로웠다. 이를 해

결하기 해 일기청에서 승정원에 알리면 승정원에서 바로 나처 지를 받드는 것

으로 수정했다. 

9월 23일에 낭청의 잦은 교체와 일기청으로 출근하지 않는 낭청들이 부분이 

되자 조는 일기청의 서역 작업을 摘奸하라고 명했다. 일기청에서 낭청들이 差任

된 개월과 서역한 장수를 草記로 보고했다. 를 들면 宋塋中은 차임된 3개월 동

안 단 하루인 9월 23일 당일에만 나와 12장을 썼고, 兪彦述은 쓴 것이  없었

다.11) 조는 차임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서역을 수행하지 않은 자들을 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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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명했다. 나처된 낭청 에서 30장을 채우지 못한 자 이하는 먼  從重推

하고 다시 100장을 채우도록 했다. 간하는 날에 受由를 하지 않고서 출근하지 

않은 자들도 종 추고 하도록 했다. 조는 이후로 다시 태만한 자가 있으면 일기 

수정을 마칠 때까지 나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히 신칙했다. 

간 기로 인해 나처된 낭청은 兪彦述․洪 性․具允明․朴海潤․曺命胤․徐

孝修․宋塋中․李星慶․朴起采로 모두 9원이었다. 9월 25일에 일기청은 서역이 긴

했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신할 9원을 차하했다. 10월 5일에 조는 처벌을 받은 낭청들을 모두 前職에 복직

시키고 정식으로 쓰는 양의 두 배를 쓰라고 교했다. 11월 9일에 나처되었던 9원 

가운데 洪 性․具允明․徐孝修․宋塋中․李星慶은 교 로 두 배의 서역을 마쳐 

개차되었다. 이들은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35일간 서역 작업을 수행했다. 나

머지 朴海潤과 曺命胤, 朴起采는 11월 17일에 두 배의 서역을 완료했다. 

보통 일기청에서는 낭청을 차출할 때에 각 사람들에게 탈이 있는지 여부를 상

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조에 명단을 보내 문의하면, 이조에서는 이름 아래에 

해당 내용을 어 보냈다. 10월 20일에 일기청은 이조의 吏가 柳顯章에 해 ‘罷

職’이라고 어왔기 때문에 례 로 군직에 부쳐 서역하게 했다. 그런데 10월 23

일에 유 장이 직이 아닌 ‘削職’인 것을 알게 되어 낭청에서 減下했다. 드문 사

례로 11월 13일에 徽陵別檢 鄭景瑞는 씨를 잘 쓰지 못해 서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낭청으로 차하된 지 21일 만에 개차되었다.      

11월 14일에 일기청 당상들은 조를 請 해 개수 작업의 황과 앞으로 수행

할 서역 방침에 해 아뢰었다. 당시 서역 작업은 1690년(숙종 16)부터 1698년(숙

종 24)까지의 9년 치를 끝냈고 90년 치가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규모로 서역을 

진행한다면 8-9년을 더 끌어야 완료할 수 있었다. 세 당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서로 논의한 후 시임 신들과 상의해 서역 규정을 폭 변경했다. 변화

11) �승정원일기� 조 22년 9월 23일 “上出給日記廳摘奸草記 使承旨讀之 至宋瑩中當日所書

十二張 上笑曰 昔何怠而今何勤乎 又讀至兪彦述全無所書 上曰 兪彦述方有所爲 似不暇於寫

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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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역 작업은 실록찬수청의 사례처럼 일기청을 세 방으로 나 고, 한 방마다 당

상 1원과 낭청 15원씩 분배해 개수를 진행하는 체계 다. 

새롭게 바  목에는 서역 낭청의 잦은 교체를 방할 수 있도록 각 낭청에게 

2년 치의 일기를 주어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는 2년 치의 일기를 맡는 것은 무 어려우니 1년 치의 일기를 맡는 것으로 정하

라고 했다. 홍계희는 작업량을 1년 치의 일기로 한정하기보다는 1년 치의 일기를 

다 쓴 뒤에 상황에 따라 계속 서역을 하거나 그만두게 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냈

다. 첫 번째의 추가 목을 제정한 후 4개월 만에 두 번째로 추가된 일기청의 

목은 모두 12조목으로 다음과 같다.                

Β. ｢日記廳追節目｣(1746.11.17)

① 본청의 낭청은 지  30원인데 다시 15원을 뽑아 모두 45원으로 한다.

② 이번 낭청 45원은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 로 있게 해 1년간의 일치를 다 쓰기 

에는 외임과 겸사 , 당후와 긴요한 직임에 일  차임하지 않는다.

③ 당상과 낭청은 세 방으로 나 어 한 방마다 당상 1원과 낭청 15원씩 분배한다.

④ 지  개수한 일기 9년 치를 제외하고 아직 개수되지 않은 것이 90년 치이니, 한 

방마다 30년 치를 맡아야 하고 한 낭청마다 2년 치를 맡아야 하는데, 1년 치의 일기

를 먼  한 낭청에게 분배한다.

⑤ 1년 치의 일기마다 양이 많으면 5개월이나 6개월이라야 마칠 수 있고, 양이 으

면 4개월이나 3개월이면 마칠 수 있으니, 일기를 나 어  때에 당상이 그 양의 많

고 음을 헤아려 많은 경우에는 15일이나 12일마다 일기 1개월 치를, 은 경우에

는 10일마다 1개월 치를, 가장 은 경우에는 15일마다 2개월 치씩 기한을 정해 나

눠  다음 기한 안에 써 바치게 하되 기한 안에 써서 바치지 못하면 낱낱이 拿處

한다.

⑥ 朝報나 政事와 燼餘日記는 매 1개월 치씩 공책과 함께 베껴 쓸 낭청에게 나눠 

주고 당후일기의 규례 로 집에서 써 修納하게 한다. 당상은 일일이 검하고 장부

에 그 출입을 기록한다.

⑦ 각사의 등록은 나눠 보낼 수 없으므로 매 1개월 치의 일기를 다 쓴 뒤에 낭청이 

본청에 출근해 각사의 등록에서 덧붙여야 할 것을 뽑아내 각 년도 일기의 아래에 

베껴 쓴다.

⑧ 세 방의 낭청 각 1원은 1개월마다 2일씩 井間에 기입된 차례 로 돌아가며 입직

하는데, 반드시 묘시(오  5-7시)에 면 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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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일기를 이미 집에서 써서 바치게 한 낭청은 進不進 단자는 잠시 그만두고 입직 

省記만 거행한다.

⑩ 본청 낭청으로서 이조와 병조, 조의 낭 을 맡은 경우 각 1원은 당 의 목

로 본사로 출근하는 것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만약 한 서에서 낭청 2원인 경우에

는 본사의 출근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니, 該曹에서 閑官으로 바꾸어 차하한다.

⑪ 낭청의 인원이 이미 증가되어 많아졌으니 서리와 사령의 策應이 매우 긴 해 추

가로 정해야만 한다. 한 방마다 서리 각 7인, 고지기 각 1명, 사령 각 6명씩 후로 

마련한 수를 통산해 그  추가로 정해야 하는 수는 각사에서 요포가 지 되는 員

役을 옮겨 차정한다. 사령은 각사의 元額도 부족해 推移할 수 없으니, 18명 내에서 

3명은 호조와 병조에서 米 를 지 한다.

⑫ 매 방의 교정 서리는 각 2인씩 연석에서 정탈한 로 料 가 있는 아문의 원역에

서 옮겨 차정한다. 

11월 21일에는 17일에 추가된 일기청 규정에 따라 낭청 15원을 추가로 차하했

다. 11월 17일에 서역 낭청을 1년 치 작업량으로 분배한 이후, 12월 27일에 서역 

낭청으로 차하된 李觀燮은 한 달여 만인 1년 치 일기를 다 썼는데, 외임에 제수되

어 2월 2일에 일기청에서 감하했다. 1747년 2월 28일에 낭청 李運海가 1년 치 일

기를 다 쓰지 못했는데 외임에 제수되었다. 외임에 제수된 낭청은 일기청에서 

기를 올려 계속 서역시키라는 명에 따라, 慶尙都事 이운해를 하교 로 일기청의 

서역 낭청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3월 6일에 낭청들이 쓴 일기를 차례 로 교정해보니 강동 감 이 섭이 쓴 일

기에 락된 곳이 많았다. 심지어 신여일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부분 쓰지 

않았다. 일기청에서는 新進들의 태만한 습 을 경계시키기 해 이 섭을 종 추

고 할 것을 아뢰었다. 한 락된 부분을 첨서하는 작업을 타인에게 신 시킬 

수 없으므로, 이 섭이 강동에서 올라와 일기청으로 출근해서 마무리하게 한 후에 

임소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아뢰었다. 

조의 윤허를 받은 일기청에서 교지의 내용을 강동 에 통지해 시행하라는 

문을 평안감 으로 발송했다.12) 평안도 찰사는 이 섭을 추고하고 올려 보내 일

12) �일기청등록� 丁卯三月初六日 平安監營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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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첨서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문을 수했다고 일기청으로 문을 발송해 회

답했다.13)

1747년 2월 12일에 일기청에서 前司果 南泰 를 군직에 붙여 낭청으로 차하했

으나, 남태회는 패 를 어겨 직된 상태 다. 일기청은 한 달 후인 3월 10일에 남

태회를 다시 낭청으로 차하하려고 기를 올렸다. �일기청등록� 말미의 [郎廳書

役] 별단에 의하면 前佐郞 남태회는 615장을 서역했다. 이로 볼 때 남태회는 3월 

10일에 일기청에서 재임용 기를 올린 후에 서역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746년 11월 21일에 차임된 前司果 朴混源은 1747년 4월 16일에 喪中이었기 때

문에 일기청에서 서역을 신할 사람으로 찰방 정계주를 차하했다. [郎廳書役] 

별단에서 가장 은 서역을 한 사람은 정언 李得宗으로 23장을 서역했다. 이로 

본다면 하루에 5장을 서역한다고 할 때 4일 정도 서역해야 별단에 이름이 수록되

었을 것이다. 정계주의 이름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서역을 며칠하지 않거

나 아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박혼원은 145일 동안 1,212

장을 서역한 것을 보면 매일 8장 이상을 서역했을 것이다. 

1747년 5월 1일에 일기청에서 낭청의 입직 규정을 어긴 鄭彦郁과 이명조, 장주

를 나처해 新進들의 태만한 습 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낭청 정언욱은 입직을 

마치고 일이 있다고 핑계 며 교 를 기다리지 않고 경솔히 나갔으며, 입직 차례

가 된 낭청 李明祚와 張澍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들어오지 않아 闕直했다. 前司果 

정언욱은 1746년 11월 17일, 權知承文院副正字 이명조는 1746년 11월 21일, 前典籍 

장주는 1747년 2월 18일에 일기청 낭청에 차하되었다. 

이들은 모두 1746년 11월 17일에 추가된 Β.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차하된 낭청

들이다. 새 규정의 ⑧조는 일기청 입직에 한 규정으로 ‘세 방의 낭청 각 1원은 1

개월마다 2일씩 井間에 기입된 차례 로 돌아가며 입직하는데, 반드시 묘시(오  

5-7시)에 면 해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낭청들은 집에서 서역을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일기청에 입직해 이틀간 근무해야 한다. 즉 일기청에는 매일 각방의 

13) 의 책, 來關秩 丁卯三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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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청 1원씩 모두 3원이 이틀간 입직하고 다음 입직자와 묘시에 면 해 교체해야 

한다. 이 게 입직하면 각방 15명의 낭청이 한 달간 일기청을 지킬 수 있게 된다.

5월 6일에 조는 지난 11월에 Β.규정을 만든 뒤로 기에는 한 효과를 거

두었지만 다시 수정하는 양이  해이해지고 있음을 언 했다. 본래 일기청에 

출근해 서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Β의 ⑥번 규정 로 공사 간에 폐단을 이고 

서사 낭청에게 편리하도록 집에서 써내게 했는데도 낭청들의 나태해진 상황을 

조는 용납할 수 없었다. 조는 차후로 서역 작업이 지체되는 낭청은 �승정원일기�

를 제때에 수납하지 못한 주서가 朝 에 나와 써서 납부하는 에 따라 일기청으

로 출근해 직숙하면서 써내게 명했다.

다음날인 5월 7일에 일기청 당상 홍계희는 서역 작업이 지체되는 원인이 낭청

뿐만 아니라 各司에도 있다고 보고했다. 각사에서 일기청의 서역을 수롭지 않게 

여겨, 본사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제사에 차출하지 않는 것 등의 목을 지

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기청에서는 2월 1일에 조에 문을 발송해 監試 覆試

의 學禮講官으로 차정된 조 정랑 나순을 서역에 념할 수 있도록 改差해달라고 

요청했다.14) 이조에도 문을 발송해 일기청의 서역 낭청을 제사에 차출하지 말라

고 요청한 바 있다.15)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역의 지체를 낭청에게만 책임을 추

궁할 수 없으며, 각사에서 목 로 거행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필요했다.  

2) 교정 낭청의 작업 규정과 실상

1747년 5월 15일에 새로 차임된 낭청 6원에게 서역할 일기를 분배하면 99년 치 

일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이후에 차출되는 낭청은 교정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교정 작업에 한 목이 필요했다. 6월 9일에 홍계희와 이철보가 상의해 다음과 

같이 ｢日記廳校正節目｣을 마련해 조에게 보고했다.

14) 의 책, 移文秩 丁卯二月初一日 禮曹了.

15) 의 책, 移文秩 丁卯二月日 吏曹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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Ｃ. ｢日記廳校正節目｣(1747. 6. 9)

① 일기의 改修를 마친 후에 차출한 낭청에게는 定奪한 로 교정 작업을 책임지게 

한다.

② 매 낭청 1원은 2년 치 일기를 교정한 뒤에 遞差를 허용한다.

③ 낭청은 일기청에 출근해 교정하며, 반드시 40일 내에 교정을 마쳐야 한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서역할 때의 사례 로 작업을 마칠 때까지 直宿하며 교정시킨다.

④ 일기의 매 1년 치 끝에 ‘郎廳 某 校正’이라고 쓰고, 후일에 조정에서 검할 때에 

착오가 있으면 해당 서역 낭청과 교정 낭청을 일체 논죄한다.

⑤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4월에 일기청의 낭청으로 차하된 漢城府 參軍 任命周는 본사에서 맡은 업무가 

詞訟이어서 매우 바빠 서역에 념할 수가 없었다. 일기청은 Ｂ.｢일기청추 목｣의 

⑩번 조목 로 임명주가 서역에 념할 수 있게 해조에서 閑官으로 바꾸어 차임하

도록 요청했다. 6월 29일에 일기청 낭청 장주와 김조윤, 조유신, 이조망, 정휘진을 

일기청에서 직숙하면서 서역을 시키고 서역을 마친 뒤에야 직숙에서 나오게 하교

했다. 이들은 교를 받들어 7월 3일까지 직숙하면서 부과된 서역을 마쳤고 장주

는 7월 8일까지 서역했다.  

6월 에 일기청은 새로 제한 李瑞文을 차하한다는 문까지 보냈는데 기한

이 넘어도 일기청으로 올라오지 않아 6월 29일에 나처를 요청했다. 지방에 있다가 

차하된 낭청은 올라오는데 걸리는 날을 빼고 7일의 기한을 넘기면 승정원에서 나

처 지를 받들었다. �일기청등록�의 [郎廳書役] 별단에 의하면 이서문은 249장을 

서역하고 1년 6개월 치를 교정했다. 이로 보면 이후에 일기청으로 올라와 작업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홍문  부수찬 김시 와  수찬 신회는 7월 2일에,  교리 홍우한과  지평 

유언민은 7월 12일에 교정 낭청으로 패 해도 일기청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기청

에서 서역에 한 교정 작업이 해 國朝古事와 典故에 밝은 金始煒와 申晦를 교

정 낭청으로 차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시 와 신 는 일기청과 같은 산직이라도 

갑자기 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일기청은 이들을 종 추고한 다음 

나와 착실하게 일기청에서 근무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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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에 일기청 당상 이철보는 조정의 체모에 계되므로 김시 와 신회를 

개차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나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결국 이들은 나처되었고 

9월 3일에 개차되었다. 그러나 �일기청등록�의 [郎廳書役] 별단에 김시 와 신 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끝내 교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월 7일에 조는 일기청 낭청으로 계하 받은 후에 끝내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를 모두 禁推하고, 옥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

면 일기청의 낭청을 체차하라고 교했다. 홍문 의 교리 吳彦儒는 6월 17일에, 수

찬 金相福은 7월 2일에 일기청 낭청에 차하되었으나, 8월 11일에 이들은 홍문 의 

공무로 인해 낭청에서 체차되었다. 

8월 8일에 일기청은 서역이  처음만 못해지자 5개월 이상 써내지 않는 자

들을 일기청에 입직해 서역을 끝낸 뒤에야 비로소 체차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9월 

1일에 교정낭청이 모두가 아는 실제 병이 아닌데 연이틀 출근하지 않으면 서역 낭

청의 에 따라 일기청에 직숙하며 작업을 끝낸 뒤에 나가도록 했다.

9월 1일에 가주서 權潁이 일기청 낭청을 맡고 있는데 교정이 한창 해 본직을 

겸찰할 수 없었다. 일기청에서 가주서와 교정낭청 에서 하나를 체차하기를 아뢰

자, 조는 주서는 권 이 아니더라도 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교정 작업에 

담할 수 있도록 가주서에서 체차하라고 명했다.

9월 9일의 일기청은 99년 치 개수일기의 서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교정도 거의 

반이 진행되었다. 일기청에서는 한편에서는 교정하고 한편에서는 교정이 완료된 

일기를 장황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Ｂ.｢일기청추 목｣에서 ⑥번 규

정은 ‘朝報나 政事와 燼餘日記는 매 1개월 치씩 공책과 함께 베껴 쓸 낭청에게 나

눠 주고 당후일기의 규례 로 집에서 써 修納하게 한다. 당상은 일일이 검하고 

장부에 그 출입을 기록한다.’이다. 그런데 당상들이 서역을 마친 일기를 교정해보니 

신여일기를 쓰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 �각사등록�에서 첨지를 붙인 부

분도 쓰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일기들은 다시 나눠주어 添書시켰다.16)  

16) 의 책, 丁卯九月初九日 “啓曰 本廳改修日記 九十九年書役已畢 校正亦幾過半 故今方 一

邊校正 一邊粧䌙矣 其中有燼餘日記之年 則一從燼餘謄出之意 前已稟定 而今 諸郞廳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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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청들을 신칙시켜도 실제 출근하는 인원이 매

우 어 작업이 계속 지체되었다. 등록을 쓰지 않은 인원들은 나처하고 신여일기

를 쓰지 않은 인원과 출근하지 않은 인원은 종 추고했다. 9월 9일에 일기청에서 

세 방의 낭청 각 3원을 매번 3일씩 돌아가며 직숙시켜 첨서와 교정 작업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아뢰어 윤허했다. 

9월 29일에 이철보는 �승정원일기�의 가치와 유용성은 상세히 수록된 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낭청들의 능력의 차이와 근무 자세가 달라 수록되어야 

할 정보가 락된 것이 많고 이에 따라 첨서 작업도 늘어났다. 99년 치의 개수일

기 에서 30여 년 치를 200여 책으로 장황했고 나머지 60여 년 치 일기를 교정과 

첨서를 동시에 진행했다. 

지 까지 교정은 당상 홍계희와 이철보 두 사람만이 맡았는데 작업 속도를 내

기 해서 낭청 에서 6인을 선발해 년도를 나눠 각기 맡아 교정할 것을 제안했

다. 당상과 함께 교정을 맡은 낭청은 權崇․李基德․任瑋․具允明․李壽鳳․金霔

이며 이들의 작업량은 <표 1>과 같다. 낭청 김주는 �개수일기�를 2,578장 서역했고 

3년분을 교정해 6명  가장 많은 작업량을 수행했다. �일기청등록�의 ｢낭청서역｣

을 보면 김주보다 더 많이 서역한 낭청은 1746년 7월에 차출된 前司正 趙景觀으로 

3,721장을 서역했고 4년분을 교정했다.

낭청 서역 장수 교정 분년 낭청 서역 장수 교정 분년

金霔 2,578장 3년 李基德 1,190장 2년

任瑋 942장 2년 具允明 196장 2년 1삭

李壽鳳 645장 2년 權崇 486장 1년 7삭

<표 1> 조 연간 일기청 교정 낭청의 작업량 

10월 25일에 조 서 李周鎭은 근래 능의 別檢이 일기청 낭청으로 차임되는 

則不書燼餘  頗多 至於謄 之付籤  亦或不書 事極未安 故今方分授添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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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모두 체차해 능소의 입직에 념하게 차후로는 차임하지 말도록 요

청했다. 10월에 능의 별검으로 일기청 낭청에 차정된 사람은 10일에 채제공과 권

이 있고, 13일에 이 휘와 이만육이 차정되었다. 11월 2일에 홍계희가 상소를 올

렸는데 그 내용 에 능소 별검을 낭청에서 체차하라는 명을 연기해달라고 아뢰었

다. 당시 능소 별검의 낭청들에게 분배한 일기를 아직 끝내지 못한 자가 부분인

데 만약 새로운 담당자에게 맡긴다면 착오가 날 수 있었다. 홍계희는 열흘 이내에 

분배된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본직으로 체차해주기를 요청했다. 조는 낭청 

에 서역이 많이 남은 자들은 일기청에 출근해 함께 직숙하며 수정하라고 명했다.  

능소 별검이었던 낭청들이 담당한 서역과 교정 작업량은 <표 2>와 같다. 1747년 

10월에 차임된 낭청 이 에도 1746년 5월 26일에 명릉 별검 任瑋가 차정된 이후로 

효릉과 익릉․강릉․혜릉 등 다수의 능소 별검이 일기청 낭청으로 자주 차정되었

다. 능소 별검과 함께 차정 빈도가 높은 이들은 原任으로 재 직임이 없는 이들

과 새로 제한 자들이었다. 

     

왕릉 낭청 서역 장수 교정 분년 왕릉 낭청 서역 장수 교정 분년

익릉 蔡濟恭 1,127장 1년 숭릉 權潁 625장 4삭

목릉 李萬育 192장 3삭 효릉 李鐫徽 43장 ․

명릉 任瑋 942장 2년 효릉 閔師弘 822장 ․

익릉 金朝潤 1,108장 2년 강릉 朴起采 115장 ․

명릉 朴起采 115장 ․ 목릉 李亨俊 100장 ․

휘릉 鄭景瑞 씨 못 ․ 혜릉 崔大潤 728장 1년

<표 2> 조 연간 일기청 능소 별검의 작업량 

11월 2일에 당상 홍계희가 상소를 올려 낭청들이 개수일기를 집에서 써서 납부

하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를 보고했다. 낭청들의 서역 작업을 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번다한 것을 귀찮게 여겨 빼버린 자가 있었고 신여일기와 �각사등록�조차

도 빠트린 자가 있었다. 당상들은 이 부분을 검하면서 첨지를 붙이고 첨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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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첨서 작업은 �개수일기�와 자료들을 일일이 조해 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  본문에 따라 베껴내는 작업보다 백배나 어려웠다. 홍계

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해 모든 낭청들은 일기청에 출근해 첨록할 것과 열

흘마다 근무 일수를 당상의 처럼 작성해 보고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기청 낭청으로 임명된 총인원에 비해 실제 작업을 수

행한 낭청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일기청등록�에서 낭청 인원에 해 언 한

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일기청은 례 없던 규모의 서역 작업을 1년 반 

만에 완료해 1747년 11월 18일에 �개수일기� 548책을 진했다.17) 다음 날인 11월 

19일에 내하일기와 신여일기, 오서지 등을 포함한 13駄를 차일암으로 싣고 가서 세

를 거행했다.18) 이로서 소실된 �승정원일기�를 개수하는 공역이 마무리되었다. 

순번 기간 차출/감하 인원 작업 인원

① 1746.5.21 5員 5員

① 1746.5.26.-7.2 15員 불과 몇 명

② 1746.7.7.-7.20 20員 불과 10員

③ 1746.7.29.-11.17 30員(每房 10員) ․

④ 1746.11.21.-1747.10.16 45員(每房 15員) 매우 음

⑤ 1747.11.8 20員 減下 → 25員 ․

⑥ 1747.11.11 19員 減下 → 6員 ․

⑦ 1747.11.19 5員 減下 → 1員 ․

<표 3> 조 연간 일기청의 차출 인원과 작업 인원

17) �승정원일기�에는 11월 19일에 �개수일기�를 진하고 11월 20일에 세 를 거행한 것으

로 기록되었다. �승정원일기� 조 23년 11월 19일. 

18) 고종 연간의 �개수일기�는 완성한 후 세 하기 하루 인 1890년 12월 17일에 별단에 따

라 시상하는 교를 내렸는데 조 연간에는 시상에 한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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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수일기�의 물자 조달과 갈등 양상

1) 후백지의 수요와 조달 과정

冊紙란 책의 몸체에 사용된 종이를 지칭한다. 책 이나 활자로 印出한 책은 인

출지가 책지가 되며, 붓으로 서사한 책은 正書한 종이가 책지가 된다. �개수일기�

는 책 이나 활자로 어낸 것이 아니라 서역 낭청들이 책지에 직  정서했다. 

1746년 5월 24일에 일기청 당상 홍계희는 �개수일기�의 正書件으로 어떤 종이를 

쓸 것인가를 여쭈었다. 조는 常紙로 하라고 하교했지만 홍계희는 상지는 오래 

못가 손닿는 로 찢어질 것이니 厚白紙를 搗砧해 쓸 것을 제안했다.19)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는 다른 섬유보다 길고 굵은 장섬유인 까닭에 서로 얽

힌 부분의 공간이 넓다. 따라서 종이를 두드려주면 섬유 사이의 빈 공간이 없어져 

조직이 치 하게 된다. 서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지는 세 번의 도침이 가능하

다. 먼  ㉠종이 제조 과정에서 닥 섬유를 두드려주는 도침이 있다. 다음으로 ㉡종

이를 사용 에 도침하거나 ㉢正書하거나 印出한 책지를 장황하기 에 도침하는 

것이다.20) 

일기청은 호조에서 조달한 책지를 먼  ㉡도침한 후 크기를 재단하고 인찰선을 

어내 印札空冊을 마련했다. 홍계희는 �개수일기�의 내구성을 고려해 상지 신 

후백지를 서역 작업 에 도침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상지와 후백지의 종이 품질

은 종이의 가격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 支準折�의 ｢紙地｣ 항목에서 각 종

이를 折價 순으로 나열하면 [白休紙(1分3里) < 白紙(2分2里) < 厚白紙(5分) < 白

綿紙(5分5里) < 楮注紙(1錢) < 大好紙(1錢6分) < 草注紙(1錢7分3里)]로 지품의 차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지를 수록하지 않았는데 �탁지 �에는 楮常注

紙와 草常注紙가 백지를 지칭한다고 기록되었다. 이로 볼 때 상주지와 상주지

19) 의 책, 丙寅五月二十四日 “啓禧曰 正件以何紙用之乎 日筵中 以常紙爲敎而 常紙則不

久必隨手破裂矣 今以厚白紙搗砧以用 何如 上曰 依爲之”

20) 서책의 내용을 완성한 후 장황하기 에 행해진 도침에 해서는 조계 , 2007 ｢조선후

기 왕실서책 粧䌙時의 搗砧에 한 고찰｣, �古文書硏究� 31, 269-278면.



․ 조 연간의 �改修日記�와 일기청 운 의 실상 59

를 상지라고 약칭하며 상지가 곧 백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1603년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실록을 3건 인출하기로 결정된 후 호조에서 실

록에 사용될 책지에 해 아뢴 기사에서 백지가 언 되었다.21) 당시는 란으로 

민력이 바닥나고 종이도 몹시 귀한 시기여서 실록 복인에 조달할 많은 양의 종이

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호조는 실록의 지품이 당 에는 常白紙 는

데  좋아져 마침내는 아주 정결하고 두껍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 본래 로 백지 에서 조  좋은 것을 택해 라도와 경

상도, 충청도에 삼백 권씩 분담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기사를 통해 백지가 상백지 

는 상지라는 명칭과 혼용되었으며 보통 품질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2)

조 연간의 �개수일기�를 례로 삼아 1889년에 설치한 일기청은 책지에 필요

한 후백지를 경상도와 라도에 각기 1천5백 권씩 요청하는 문을 9월 19일에 발

송했다.23) 10월 11일에 일기청은 9월 19일에 경상도에 책지로 요청한 후백지 신 

와 에 쓸 상백지 3천권을 올려 보내라고 요청했다.24) 고종 연간의 �개수

일기�는 후백지에 정서하기 에 와 를 상백지, 즉 백지에 서역했다. 

이에 반해 조 연간의 �개수일기�는 와 를 거치지 않고 후백지에 바

로 정서했다. 이것은 �일기청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1746년 5월 22일의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5) 이날 주강에서 원경하는 �개수일기�의 규례

21) �선조실록� 권162, 선조 36년 5월 23일 무인. 

22) 보통 어람건 서책의 책지는 주지이며 서나 원 등의 반사건에는 주지를 쓴다. 

1785년 간인한 �宮園 �의 책지는 [ 주지 > 주지 > 백면지 > 백지]로 네 종류의 종이

를 사용했다. 조계 , 2006 ｢朝鮮後期 �宮園 �의 간인과 粧䌙｣, �書誌學硏究� 35, 93면. 

23) �일기청개수등록� 關文, 己丑九月十九日.

24) 의 책, 關文 己丑十月十一日 “慶尙監營了 今此承政院燒燼日記修葺時 紙地筆墨 分定於

所産各道 以爲補用事 奉承下敎 已有所發關是在果 見今書役浩大 初中草常白紙 尤爲緊急 

而向日卜定 猶有不足之歎 故玆以更關爲去乎 前關中厚白紙置之 依後  各別擇品 定色吏罔

夜上  以爲及時 用之地 宜當向事 後 常白紙三千卷 白筆一千五百柄”

25) �승정원일기� 조 22년 5월 22일 “景夏曰 臣於此事 曾已仰達矣 旣書陰晴常參經筵 則此

時日記規例事體重大 而使書吏輩謄出 似爲難便 且 郞不帶春秋之名 而修正日記 亦涉不可 

凡事必也正名 今日記廳事 可 不成規模矣 只謄六曹各司所在謄 而已 則使書吏書之固無妨 

而凡例一如政院日記 則郞廳五員 決不可爲 許多書役 其勢不得不加出矣 上曰 如此則太涉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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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체가 한데 서리들에게 베껴내게 하는 것은 곤란하며, 낭청 5원으로는 많

은 서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추가로 차출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홍계희도 �승정원

일기�가 시정기와 다름은 있지만 국가의 역사서인 것은 동일하다고 했다. 조는 

서리에게 서역을 시키면 후일에 서리가 代書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을 염려해 낭

청을 추가로 임명하라고 했다.26) 홍계희는 아직은 서역 작업량이 많지 않으니 앞

으로 작업량에 따라 가출할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조가 의 경우 서리에게 서역시켜도 무방하다고 하자, 홍계희는 를 서

역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粉板에 抄出 일자와 출처를 기록하면 그에 따라 �개수일

기�를 정서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감하겠다고 아뢰었다. 실제 일기청은 선공감에 

감결을 내려 일기를 수집하는 작업, 즉 抄出할 때 사용할 길이와 비가 큰 분  

여러 개를 바치라고 명했다.27)             

1623년부터 1721년까지 99년분의 개수일기에 책지로 쓸 후백지는 호조와 장흥

고에서 조달했다. 일기청에서는 서역의 원활한 진행을 해 책지의 수요량을 호조

와 장흥고에 關文이나 甘結을 발송해 수송해  것을 요청했다. 일기청으로 옮겨진 

기록물들은 먼  [改修日記凡例]에 따라 �개수일기�에 수록될 내용을 뽑아내는 

出草 작업을 했다. 출  작업은 抄出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해당 부분에 종

이를 붙여 베껴내기 편리하도록 付標하는 것이다.

일기청은 호조에 감결을 발송해 출 에 쓸 종이로 災傷休紙 10斤을 요청했다

(1).28) 이후에는 각양문서에 부표할 때에 쓸 白紙 1권을 장흥고에 요청했다(4). 

大矣 得載曰 事體不然矣 啓禧曰 此則重臣之 是矣 政院日記 雖 時政日記有異 而亦有史

體 故政院 郞 皆兼春秋 假注書雖未兼帶 而旣曰假注書 則其兼春秋之意 實注書同矣 上

曰 使書吏書之非矣 如此則他日史官 必有書吏代書之弊 加出 郞 使之書役可矣 而其數則當

用幾人 啓禧曰 必 多數然後 可以書出 而今則書役姑不多 先出六七人 前頭書役轉多 則續

續稟啓加出好矣 上曰 然矣 景夏曰 二人則可以書之矣 啓禧曰 何可 定乎 上曰 中草則使書

吏書之無妨 啓禧曰 臣意則不必爲中草 以粉板列 日字及出處 排比謄書 則可以省費矣”

26) �승정원일기�를 승정원의 陪使令과 병조 서리에게 서시킨 배경과 사례에 해서는 조

계 , 2016 ｢�승정원일기�의 修納과 리에 한 고찰｣, �규장각� 49, 53-57면.      

27) �일기청등록� 甘結秩 丙寅五月日 “右甘結爲 今此日記蒐輯時 所用粉板 以長廣體大  優數

進排事 戶曹繕工監 粉牌不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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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분의 출은 재상휴지 10근씩을 요청했다. 1746년 6월에는 두께가 도

톰하고 깨끗한 재상휴지로 요구하거나(12) 12월에는 좋은 품질의 재상휴지를 요청

했다(23). 보통 일기청에서 재상휴지를 요청할 때에는 호조와 장흥고에 동시에 감

결을 발송했다.

출을 마쳐 �개수일기�에 수록할 내용을 후백지에 베껴내는 작업을 中草라고 

했는데, 이는 서역낭청이 베껴낸 正書件에 해당된다(2). 일기청에서 �개수일기�를 

정서할 책지로 후백지를 수송해달라고 호조에 요청한 건은 29차례 다. 1746년 5

월과 6월 서역 작업의 기에 3차례 호조와 장흥고에 감결을 발송한 것(2,7,11)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조에 關文을 발송해 후백지를 요청하는 행이체계 다.

1746년 5월부터 1747년 6월까지 책지를 요청하는 수량 단 는 塊 다(2). 종이

를 세는 수량 단 로 1塊는 종이 2천장이다. 1卷은 종이 20장으로 束과 牒 그리고 

帖은 모두 종이 20장을 지칭하는 동일한 수량 단 이다.29) 6월까지는 서역 작업이 

집 된 시기 기 때문에 후백지가 많이 소요되었다(41). 1747년 9월 9일에 이르면 

99년분 일기의 서역 작업을 완료했는데 이때에는 교정 작업도 반  완료되어 添書

와 粧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7월부터는 정서한 책지를 교정하면서 락된 

내용을 첨서하거나 改書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기청에서는 후백지를 권 단 로 

요청했다(44).

일기청은 이미 개수한 일기를 교정한 후에 첨서할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상할 수 없었다. 1747년 7월에 본격 으로 교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첨서에 쓸 

후백지를 50권  30권을 먼  호조에 요청했다(44). 8월에 일기청에서는 책지가 

다 떨어졌으니 서역 작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나머지 20권을 빨리 수송하라고 요청

했다(45). 이 문을 수한 호조는 종이가 다 떨어져 보낼 수 없다는 회답의 

문을 일기청으로 보냈다(46). 

일기청은 8월 8일에 낭청이 直宿하면서 서역을 끝낸 뒤에야 체차하라는 교가 

28) 호 안의 번호는 �일기청등록�에 수록된 종이 조달과 도침 내역을 제시한 <표 6>의 순

번에 해당한다. 문장에 부기한 번호는 3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9) 진인성, 2016 ｢조선후기 冊紙에 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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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져, 출근한 낭청은 두 배나 많아졌는데 책지가 없어 팔짱만 끼고 앉아 있다고 

호조에 했다. 일기청의 입장은 인력이 낭비되는 폐해는 책지에 비할 바가 아니

며, 호조에서 책지 20권을 수송할 수 없다면 장흥고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문으

로 회답하라고 했다(47).

호조는 일기청이 설치된 이후 후백지를 조달한 수량이 2,380권이며, 앞으로도 

한정 없이 조달할 형편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러한 호조의 입장을 일기청의 하리

를 불러 구두로 달했지만 일기청에서 다시 문을 보냈기 때문에 호조는 후백지 

20권을 假下했다(48). 이후로도 일기청은 신여일기와 등록에서 베껴내지 않은 것

이 다수 락되어 첨서할 수량이 많아져 책지 20권을 계속 호조에 요청했으며

(49,50) 호조는 다시 10권을 임시로 보냈다.(51). 일기청은 7월 이 처럼 1괴 이상

을 호조에서 가져온다면 첨서 작업을 마치고 남은 종이를 다시 보내야 하는 폐단

이 있기 때문에 약해 요청했다. 이처럼 종이 조달 건으로 호조와 의견을 조정하

는 동안 낭청들은 종이가 없어 첨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첨서와 개서 작업이 1747년 11월 11일에 완료될 때까지 일기청은 책지를 20권 

혹은 30권과 50권을 요청했고 호조는 더러는 수량을 이기도 하면서 조달했다. 

일기청이 호조에게 책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견지했던 입장은, 종이를 용하려

고 서역에 필요한 많은 양보다 번번이 나 어 요청했다는 것이다. 

1623년부터 1721년까지 99년분의 �개수일기� 548책에 들어간 후백지의 사용 내

역은 <표 4>와 같다.30) 후백지 체 소요량은 25괴 50권으로 5만 1천장에 해당한

다. 實入은 �개수일기�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수량이고 還下는 남은 종이를 호조

에 돌려보낸 수량이다. 無面紙는 1년 반 동안 수많은 책지의 출입을 담당했던 고

지기가 축낸 수량으로 일기청에서 징수해서 호조로 돌려보냈다.31) 이 에서 3권

은 도침할 때에 紙匠 方次가 축낸 것인데 빌어먹는 자라서 일기청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호조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개수일기� 548책의 책지에 들어간 후백지 수

량은 43,302장이다.   

30) �일기청등록� 移文秩, 丁卯十一月日 戶曹了 ‘實入秩’

31) 의 책, 移文秩, 丁卯十一月日 戶曹了.



․ 조 연간의 �改修日記�와 일기청 운 의 실상 63

용도 실입 수량 환하 수량

548권 粧冊(冊紙) 21괴 65권 2장(43,302장)

濃錯紙 11권(220장) 16권(320장)

誤書紙 洗草 271권 4.5장(5,424.5장)

印札 餘紙 2권 10.5장(50.5장)

餘紙 10권 17장(217장)

庫直 無面紙 73권 7장(1,467장)

소계 50,413.5장 587.5장

합계 51,001장

<표 4> 조 연간 �개수일기�의 厚白紙 2,550권 사용 내역 

일기청에서 후백지 외에 사용한 여러 종이는 <표 5>와 같다. 일기청에서 발 하

는 문이나 감결 등의 문서로 쓸 종이로는 풍 창에서 공 하는 백휴지나 재상휴

지를 사용했다.32) 일기청에서 각사의 문서와 일기는 柳笥 2부와 자물쇠 달린 樻子 

2부와 各張 油芚 1장으로 만든 紙帒에 보 했다. 청과 당상방과 낭청방의 창호, 

벽을 도배하는 데에 후백지와 백휴지를 썼다.33) 

종이 명칭 실입 용도

厚白紙 (2권) 塗褙, 郎廳 行用

白休紙 52斤 公事下紙, 塗褙, 後背

白紙 2권13장(53장) 啓草, 出付標

黃染紙 4장 冊衣

各張 (厚油紙) 2장 文書 紙帒

油紙 1권14장(34장) (文書軸) 假衣 

災傷休紙 255.5斤 出草, 문서작성 등

啓目紙 5장

行用 草紙 1권

<표 5> 조 연간 일기청에서 사용한 종이의 내역 

32) 의 책, 甘結秩, 丙寅五月日. 

33) 의 책, 甘結秩, 丙寅五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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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지 도침과 공역가 지

호조에서 책지로 쓸 후백지를 일기청으로 수송하면 서역하기 에 도침해야 한

다. 1746년 5월에 일기청은 병조와 장소  조지서에 후백지 2괴를 도침할 8명

의 搗砧軍을 일기청으로 정송하라고 감결을 내렸다(3). 6월에 일기청은 紙匠 李震

健 등이 올린 所志를 수하고 책지 2괴를 도침한 工役價를 지 하라고 호조로 關

文을 발송했다(5). 지장들은 소지에서 자신들은 소속 서에서 料 를 받는 장인

이 아니라, 개인 으로 복역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私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

장으로 호조에서 일을 하면 한 명이 하루 일당으로 세 끼 분의 料米와 木 3척5

씩 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호조에서 후백지 2괴를 도침한 공역가를 받지 못해 

일기청에 소지를 올려 선처를 구한 것이다.

일기청에서는 �개수일기�의 책지를 도침하는 것은 연석에서 윤허 받았으며, 앞

으로 도침할 수량을 정확히 상할 수는 없지만 일회성 도침의 사역과는 다른 사

안임을 분명히 했다. 한 가난한 장인들에게 요포를 지 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

은 부당하니, 1괴마다 지장 8명이 3일간 도침해 납부하기로 정식을 삼았으니 그에 

따라 공역가를 지 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도침꾼 8명으로는 부족해 일기청은 네 차례에 걸쳐 책지 1괴를 도침할 도

침꾼 10명을 정송해달라고 병조와 장소에 감결을 내렸다(8,9,10,13). 그런데 8월

에 일기청에서 도침한 지장의 료에 해 발송한 문을 보면 도침한 지장은 10

명으로 증원되지 않고 8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16). 일기청에서 도침 지장에게 

료를 지 하라고 요청했으나 호조는 지장들은 본래 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료

를 지 한 례가 없다며 8월까지 버티고 있었다.

일기청은 도침꾼으로 료를 받는 지장은 4명뿐이며 차정한 4명의 지장은 많은 

책지를 오랫동안 도침했으므로 6월부터 작업한 요미를 지 하라고 요청했다(16, 

17). 일기청에 소지를 올린 이진건 등이 이에 해당하는 4명의 사장이었다. 일기청

은 �개수일기�의 ㉡책지 도침은 이제껏 다른 도감에서는 례가 없는 작업으로, 

㉢장황하기 에 책지를 일시에 도침했던 사례와는 완 히 다른 작업임을 호조에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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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입장에서는 상치 못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것이므

로, 여타 도감에는 도침 공역가를 지 한 례가 없었던 사실을 내세울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국가 공역을 수행하는 일기청은 公家의 일을 시키면서 료를 지 하

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례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얽매여 �승정원일

기�의 복원이라는 사안의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호조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11월에 일기청에서 지장의 요미를 지 하라고 호조에 발송한 문을 보면 5개

월이 넘도록 공역가를 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2). 일기청에서는 1괴에 7

일 도침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4명의 지장이 11월까지 10괴를 도침한 공역비를 

지 하라고 요청했다. 4명이 일한 일자는 [10괴 × 7일 × 4명]으로 모두 280일이

다. 호조는 280일의 세 끼 요미를 지 해야 하므로 840끼의 요미를 마련해야 했다. 

지장 한 명마다 210끼의 요미를 지 해야 한다.   

조선 후기의 국가 공역을 수행하기 임시로 설치되는 도감이나 廳에서 복역하는 

장인에게 지 하는 요미는 호조에서, 요포는 공조에서 마련해 지 했다. 호조에 요

미를 지 하라고 문을 보낸 일기청은 12월에 병조로 문을 발송해 요포를 지

하라고 했다. 병조가 마련해야 하는 요포를 계산하면 [280일 × 4명 × 木 3尺5寸]

으로 3,920尺이며, 지장 한 명이 받을 요포는 980尺이다(24). 1747년 1월에 일기청

은 요포 지  건으로 병조에 다시 보낸 문에 도침 지장들의 요미를 호조에서 지

한 내역을 련해 발송했다(26).

1747년 1월에는 책지를 도침하는 과정에서 지장 邊首 등이 일기청에 발 [白活]

을 올렸다. 발 의 요지는 조지서의 구공이가 오래되어 부서졌으므로 도침 작업

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기청에서는 책지 도침이 시 하니 算員을 정송해 

조사한 후에 수리해달라는 문을 호조에 발송했다.34)

3월에 일기청은 3괴를 도침한 지장 4명의 요미, [3괴 × 7일 × 4명] 즉 84일이

므로 252끼의 요미를 마련해 지장 한 명마다 63끼를 지 하라고 문을 발송했다

(28). 이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도침한 6괴와 5월부터 7월까지 도침한 3괴의 공

34) 의 책, 移文秩, 丁卯正月日 戶曹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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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요미를 요청했다(34,43). 일기청은 병조로도 문을 발송해 6괴를 도침한 지장 

4명에게 각 7일씩 부역한 요포를 호조의 요미를 참고해 지 하라고 했다(42). �일

기청등록�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도침한 3괴에 한 요포를 요청하는 문은 수록

되지 않았다. 

일기청에서 호조에 문을 보내 책지를 요청해 호조에서 수송한 내역과 도침 

작업에 한 공역가 지 과 련한 문서 발 과 수취 내역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호조에서 발송한 문을 일기청에서 수한 것은 46번, 48번, 15번이며, 병조

에서 호조에 발송한 문은 한건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외는 모두 일기청에서  

호조와 병조를 비롯한 조 요청 서에 발송한 문서이다.

순번
일자 

(문서)
행이 체계 조 요청 내역

실제 수송

(근거 문서 순번) 

1 1746.5 호조 감결 발송 書役 出草 : 災傷休紙 10斤

2 1746.5 호조 감결 발송 日記修正 謄書 中草 : 厚白紙 2塊

3 1746.5
병조, 衛 所, 造紙

署 감결 발송
厚白紙 2塊 擣砧軍 8명 定

4 1746.5
호조, 長 庫 감결 

발송
各樣文書 出 付標 : 白紙 1卷

5 1746.6 호조 문 발송 冊紙 2괴 도침 貢役價 지

6 1746.6 호조 감결 발송 書役 出草 : 災傷休紙 10斤

7 1746.6
호조, 장흥고 감결 

발송 
日記正書 冊紙 : 후백지 3괴

8 1746.6
병조, 설사, 장

소 감결
日記 冊紙 擣砧軍 10명 定

9 1746.6 병조, 장소 감결 日記 冊紙 1괴 擣砧軍 10명 定

10 1746.2 병조, 장소 감결 日記 冊紙 1괴 擣砧軍 10명 定

11 1746.6 호조, 장흥고 감결 正書 冊紙 : 후백지 5괴

12 1746.6 호조, 장흥고 감결
啓目紙 5장, 후백지 1권, 

敦厚精白 災傷休紙 10斤

13 1746.6
병조, 장소, 조시

서 감결

日記 冊紙 1괴 擣砧軍 10명 領率,

紙匠 1명 定

14 1746.6 호조, 사섬시 감결 災傷休紙 10斤

15 1746.7 호조 문 발송 正書 冊紙 : 후백지 5괴

<표 6> 조 연간 �개수일기�의 책지 조달과 도침 공역가 련 행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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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46.8 호조 문 발송 冊紙 搗砧 紙匠 給料 지

17 1746.8 호조 문 밝송 冊紙 搗砧 紙匠 給料 지

18 1746.8
병조, 장소, 조지

서 감결

正書 冊紙 擣砧軍 10명 領率,

紙匠 1명 定

19 1746.9 병조, 장소 감결 正書 冊紙 1괴 擣砧軍 10명 定

20 1746.10 호조, 장흥고 감결 災傷休紙 10斤

21 1746.11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5괴 통계12괴(25번)

22 1746.11 호조 문 발송 10괴 搗砧 紙匠 料米 지

23 1746.12 호조 감결 謄  付籤 : 好品 災傷休紙 10斤

24 1746.12 병조 문 발송 10괴 搗砧 紙匠 料  지

25 1746.12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3괴

26 1747.1 병조 문 발송 10괴 搗砧 紙匠 料  지

27 1747.2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2괴

28 1747.3 호조 문 발송 3괴 搗砧 紙匠 料米 지 1746.12

30 1747.3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1괴

31 1747.4 호조 문 발송 日記正修正 冊紙 : 1괴

32 1747.4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2괴 통계19괴

33 1747.4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1괴 50권(35번)

34 1747.4 호조 문 발송 6괴 도침(1~4월) 紙匠 料米 지

35 1747.4.30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50권 

36 1747.5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1괴
통계20괴50권 

(37번)

37 1747.5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1괴 50권(39번)

38 1747.5 호조 감결 日記 出草 : 災傷休紙 10斤

39 1747.6.6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50권 50권(48번)

40 1747.6.12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2괴 50권 1괴(41번)

41 1747.6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 후백지 1괴 1괴(44번)

42 1747.6 병조 문 발송 6괴 도침(1~4월) 紙匠 料  지

43 1747.7 호조 문 발송 3괴 도침(5월~7월) 紙匠 料米 지

44 1747.7 호조 문 발송 日記正書 冊紙, 添書 改張 : 30권

30권(45번)/

통계23괴80권

(48번) 

45 1747.8 호조 문 발송 校正 添書 冊紙 : 20권 

46 1747.8 호조 문 수 冊紙 20권 수송할 수 없음 回移(45번)

47 1747.8 호조 문 발송 校正 添書 冊紙 : 20권 回移(46번)

48 1747.8 호조 문 수 2,380권 지 , 후백지 20권 假下 回移(47번)

49 1747.8.29 호조 문 발송 校正 添書 冊紙 :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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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역 筆墨과 장황 재료

서역 작업에서 책지 외에 많이 소용되는 물자로는 붓과 먹이 있다. 일기청은 서

역에 필요한 붓과 먹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웠지만 호조의 부담을 생각해 <표 7>과 

같이 수량을 정해 감결로 요청했다. 그런데 1746년 7월에 공조의 筆墨色 서리가 

일기청에 보고한 내용에는 호조에서 낭청이 사용할 붓을 매달 1병씩으로 마련한다

고 했다. 일기청은 당 에 매달 3병으로 정한 것은 호조의 부담을 참작해 인 수

량인데, 그 수량을 호조에서 1병으로 인 것은 상치 못한 일임을 알리며 본래 

요청한 로 3병으로 마련해  것을 문으로 표명했다.35) 

인원 黃筆 墨

당상 3원 매달 1柄 2달마다 中節墨 1丁

낭청 인원수 로 매달 3병 매달 中節眞墨 1정

서리 17인 매달 1병 2달마다 中節眞墨 1정

<표 7> 1746년 7월 일기청의 서역 필묵 요청 수량 

35) 의 책, 移文秩 丙寅七月日 戶曹了.

50 1747.9 호조 문 발송 校正 添書 冊紙 : 20권

51 1747.9 호조 문 수 日記 冊紙 : 10권 假下 回移(50번)

52 1747.9.13 호조 문 발송 日記 冊紙 : 50권 回移(51번)

53 1747.10 호조 문 발송
日記 添書 冊紙 : 30권/

호조 10권 수송
(54번)

54 1747.10 호조 문 발송 日記 冊紙 : 20권/ 호조 수송 無 (55번)

55 1747.10 호조 문 발송
改書 添書 冊紙 : 20권/

당상 낭청 酬應之紙 : (白)休紙 5斤

56 1947.10 호조 문 발송 添書 冊紙 : 20권/ 호조 50권 追來 

57 1747.10 호조 문 발송 日記 冊紙 : 30권/ 호조 미수송 20권 (58번)

58 1747.11 호조 문 발송 添書 冊紙 : 20권

59 1747.11 호조 문 발송 종이와 잡물의 實入秩, 還下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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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자 일기청은 서역이 더욱 많아져 한 달에 3병으로는 부족해 낭청마다 

2병을 더 지 했다. 이 게 해도 부족한 수량을 채우기 해 일기청은 호조에서 

지 하는 5병을 8병으로 나눠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호조에서 5병에 들어가는 

분량만을 지 해 잉여분의 筆竹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12월에 일기청은 지난 10

월분으로 낭청 30원마다 붓 3병씩 합 90병과, 11월분으로 낭청 45원마다 붓 3병씩 

합 135병을 속히 마련해 지 하라고 문을 발송했다.36) 게다가 12월부터는 낭청 

45원마다 여분으로 나 어 만들 붓이 135병이 될 것이니 이를 정식으로 삼아 마련

해 지 하라고 요청했다. 일기청에서 낭청들이 사용할 붓을 추가 요청한 것은 <표 

3>에서 보듯이 일기청의 낭청이 20원에서 30원으로 증원한 7월말과 다시 45원으로 

증원한 11월말이다. 

1747년 10월에 공조에서 일기청으로 문을 보내 필묵 의 문제 을 보고했

다.37) 공조는 1746년 11월부터 1747년 10월까지 일기청 낭청 45원이 사용할 황필 

5병과 진묵 1정을 매달 조달했다. 그런데 호조는 1747년 8월부터 일기청 낭청 15

원의 붓 2병과 서리 13인의 붓 값을 여 지 했다. 공조는 일기청의 감결 로 필

묵을 조달했는데 호조에서  수량을 여서 지불해 필묵 제조자들이 원통함을 

호소한다고 한 것이다. 공조의 입장에서는 공역에 사용된 물건 값을 호조가 제

로 지 해 필묵 제조자들이 손실이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일기청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일기청은 공조의 요청 로 호조에 문을 보내 서역 낭청과 교정 낭청의 필묵 

사용 내역을 설명했다.38) 일기청의 낭청은 1746년 11월 하순부터 45원의 체재로 

운 되어 교정과 첨서가 완료된 무렵인 1747년 11월 8일에 낭청을 20원 감하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낭청 45원에게 필5병과 묵1정을 매달 지 했다. 일기청은 곧 

공역이 마무리될 정이니 서역이 정지되거나 貢人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례 로 필묵 을 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 호조는 낭청 45

36) 의 책, 移文秩, 丙寅十二月日 戶曹了.

37) 의 책, 來關秩, 丁卯十月日(工曹僞相 事).

38) 의 책, 來關秩, 丁卯十月日(戶曹僞相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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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매일 서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조달한 필묵이 몇 천이 되어 지 의 경비

로 조달할 수 없어 공조가 보고한 수량에서 조  다고 한 것이다. 호조는 8월

분은 례 로 필묵 을 지 하고, 9월 이후는 공조의 보고를 받고 지 하겠다

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조에 지 할 필묵 으로 인한 일기청과 호조의 문서 행

이는 필묵의 조달 체계를 보여 다. 일기청은 [공조 筆墨色 書吏가 일기청에 필묵 

조달과  상황 보고 → 일기청에서 호조에 문 → 호조에서 필묵  공조에 

지  → 공조에서 진배 공인에게 필묵  지 ]의 순서로 문제를 해결했다.

1746년 5월에 일기청이 설치되고 한 달 후인 6월이 되자 본격 으로 �개수일기�

의 서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교서 에서 개수일기를 정서할 책지를 어 낼 印出

板을 조각해 진배했다.39) 책지에 인찰선을 어 인찰공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

할 인출장 1명을 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일기청에 령시켰다.40) 인출장은 인찰선

이 새겨진 자작  에 半眞墨의 먹물을 바른 후 책지를 올리고 馬鬣과 尾箒로 

어내 인찰공책을 만든다. 개수일기의 책지를 인출하는 데에는 반진묵 10丁과, 말갈

기 10냥, 황  3냥, 장목비 4병 등의 물품이 들어갔다. 

일기청은 �개수일기�가 완성되면 책으로 만들 冊匠과 도구들을 진배하라고 요

청했다. 책장이 책지를 묶은 후 冊衣를 만들어 입히는 것을 粧冊이라고 한다. 장책

할 때 필요한 도구는 登床과 延日礪石, 冊方亇赤, 冊錐子 등이다. 6월의 감결에는 

책장 韓壽昌을 일기청에 령하라고 했는데 �일기청등록�의 좌목에는 ‘梁鳳齡 등 

4명’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제의 작업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수일기�는 삼베로 

책의를 만들었는데 삼베의 뒷면을 백휴지로 배 한 후 주지를 면지로 붙 다. 

이 게 만든 책의와 책지를 무명실로 묶었다. 조 연간의 �개수일기� 548책을 장

책할 때 들어간 장황 재료는 <표 8>과 같다.

39) 의 책, 甘結秩, 同月日(丙寅六月日).

40) 의 책, 甘結秩, 同月日(丙寅六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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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 재료 수량 용도

1,641尺 冊衣

木綿絲 7斤11兩 冊絲

膠末 11斗 착제

白休紙 52斤  일부 後背 褙貼

楮注紙 35권 17장 面紙

<표 8> 조 연간 �개수일기�의 장황 재료 

 

 

4. �개수일기�의 형태와 특징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승정원일기�는 모두 3,243책으로 1623년 3월부

터 1907년 10월까지 작성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승선원일기�․�궁내부일

기�․�비서원일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

왕 비서실의 기능을 한 승정원이 근  개화기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승선원․궁

내부․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바 었기 때문이며, 책의 체재는 �승정원일기�를 그

로 따르고 있다.

조 연간의 �개수일기�는 1623년 3월부터 1721년 12월까지로 모두 532책이다. 

이 에서 <표 10>의 ①제4책과 ②제8책, ③제401책을 선별해 실물의 형태를 조사

했다. 이 세 책과 비교할 평시에 주서가 작성한 일기의 사례로 ④제513책과 ⑤제

1006책을 선별해 실사했다. 하는 �승정원일기�는 작성 당시에 입힌 책의가 아

닌 이후 조선 후기의 어느 시기인가에 책의가 손상되어 改粧한 책들이 다수 있

다.41) 이에 비해 몸체에 해당하는 책지는 보존처리를 한 부분을 제외하면 작성 당

시의 종이이다. 개장된 책의는 �일기청등록�이나 여타의 문헌 기록과 조하기에 

41) 승정원의 樓上庫에 보 했던 �승정원일기�는 습기로 인해 훼손되어 보수와 改粧이 시

해도 별도의 원을 두어 리하지 않고 房直이 맡고 있었다. 1724년에는 2천책 에서 

2백 여 책이 훼손된 상태 고, 1802년에는 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이 9

백 책이었다. 조계 , 2016 앞의 논문, 57-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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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실물 조사는 �개수일기�와 �승정원일기�에서 책의를 개

장하지 않은 서책을 선별했다. 

①․②․③번의 조 연간의 �개수일기�는 1747년 당시의 책의 그 로 하

는 것이다. ④번은 �개수일기�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1747년의 �개수일기�가 아

니고 1719년 당시에 작성한 �승정원일기�이다. 1744년의 화재가 발생하기 직  승

정원에는 1592년부터 1721년까지 1,796책의 �승정원일기�가 樓上庫에 수장되어 있

었다. 이 에 1710년 4월과 1719년 2월과 9월의 �승정원일기� 3책은 조의 50세 

宴을 비하기 해 참고 자료로 상고에서 꺼내와 소실을 면했다.42) ④의 

책지는 1719년의 �승정원일기�에 해당하고 책의는 1747년의 �개수일기�와 동일한 

특징을 지닌 책이다.43) ⑤번은 1746년 5월부터 개수 작업이 거행되던 시기의 7월

의 �승정원일기�이다.

<표 9> 책의: �개수일기� 제8책(좌), �승정원일기� 제513책(우) 

42) 조계 , 2016 앞의 논문, 60면.

43) �은 편고�에 의하면 화재를 면한 3책을 �개수일기�의 책의로 개장했음을 알 수 있다.  

�銀臺便攷� 卷之四, 禮房攷 日記 修史附 “甲子本院火災時 辛丑以前日記 盡爲灰燼 丙寅五

月 設日記廳 改修日記 丁卯十一月乃訖 自天啓癸亥至康熙辛丑九十九年 凡五百四十八卷 而

冊三卷 偶免於火 改粧同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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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보듯이 �승정원일기�의 크기와 책지의 두께 등의 형태는 �개수일

기� ①․②․③과 평시일기 ④․⑤로 구분된다. �개수일기�는 세로 39cm와 가로 

27cm 후의 크기이며 책지의 두께는 0.10-0.16mm이다. 이에 비해 평시일기는 세

로 36cm와 가로 29cm 후의 크기이며 두께는 0.14-0.19mm이다. �개수일기�는 

평시일기에 비해 세로는 3cm가 크고 가로는 2cm가 작은 크기이다. 책지의 두께는 

개수일기가 0.03mm 정도가 얇은데 도침의 효과로 생각된다.  

인찰 으로 책지에 은 인찰선은 세로 27cm과 가로 22-23cm 후로 세로는 

큰 차이가 없고 가로는 1cm가 차이난다. 즉 �개수일기�의 책지가 평시일기보다 

상하 紙邊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지의 行은 모두 15항으로 동일하며, 字數

는 書寫하는 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순번 冊次 해당기간 장수 책크기(cm) 인찰선(cm) 책지 두께(mm)

① 제4책 1625년 1-2월 133장 38.8x26.9 27.0x21.9 0.10-0.16mm

② 제8책 1625년 8-9월 143장 38.7x27.0 26.6x21.8 0.11-0.16mm

③ 제401책 1701년 11-12월 210장 38.8x27.4 26.6x21.9 0.11-0.12mm

④ 제513책 1719년 2월 望前 147장 36.2x28.5 26.7x23.0 0.14-0.18mm

⑤ 제1006책 1746년 7월 178장 35.9x28.8 26.5x23.2 0.15-0.19mm

 

<표 10> 조 연간 �개수일기�․�승정원일기�의 형태 사항 

�개수일기�에서 주목할 형태는 板式으로 上下內向三葉魚尾이며 上白口에 ‘改修

日記’라는 서명이 있다. 일기의 첫 은 일자와 날씨를 쓰도록 비워두었고, 둘째 

부터는 도승지를 시작으로 서열 로 한 마다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

지․동부승지를 었다. 주서와 가주서․사변가주서는 승지 아래에 기록했다. 여덟 

번째 에는 ‘국왕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뜻의 ‘上在’를 擡頭시켰다. 이와 같은 내

용을 인찰 에 새겨 매일 일기가 시작되는 첫 면의 책지로 사용해 반복되는 자

를 서역 낭청이 쓰는 번거로움을 다. 첫 면을 제외한 모든 면은 15항이 있는 

印札 空冊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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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개수일기�의 식: 제401책 

평시일기의 식은 상하내향이엽어미이며 상백구에 서명이 없다. 평시의 �승정

원일기�는 세 부분으로 작성되는데, 승정원의 당후에서 근무했던 입직 주서는 일

자와 날씨, 좌목, 국왕의 치와 상참, 경연의 시행 여부를 기재한 첫 번째 부분과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베껴 놓은 두 번째 부분을 작성한다. 세 번째는 국왕이 

신료와 견하는 자리나 국왕이 참석한 의례 등에서 국왕과 신료의 언행을 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입시 주서가 연설을 기록한 내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장에서 새로 기록했다. 

평시일기는 두 사람의 주서가 작성한 세 부분을 합해야 하루 분의 일기가 완성

된다. 따라서 매일의 일기에는 서로 다른 씨체가 수록되었다. 이에 반해 �개수일

기�는 서역 낭청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月이나 年마다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

에 동일한 씨체이다. 서역한 일기에 교정하거나 添書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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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郎廳○○○書’와 ‘郎廳○○○校正’이라고 기록했다. 이

는 ｢일기청교정 목｣의 ④조목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해 서역 낭청과 교정 낭청을 쓰라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표 12> �승정원일기�의 식: 제1006책 

�개수일기�와 평시일기는 책의 바닥인 書根(bottom edge)과 책의 등인 冊背

(spine)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작성 시기에 한 측이 가능하다. <표 13>에서 보

듯이 서근에 힌 ‘天․康․乾’은 국의 연호인 ‘天啓․康熙․乾隆’을 의미한다. 

연호에 이어서 은 간지까지는 기술 방식이 동일한데, 해당되는 月次에는 서로 

다르다. �개수일기�는 해당 년도의 分編한 冊次에 따라 ‘一․五․七’을 었고 평

시일기는 해당 월일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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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책차 서근 정보(우/좌) 책배 정보 업무 담당 정보

① 제4책 天/ 乙丑 一 ․
郎廳任瑋 校正/ 

郎廳金時芳 書

② 제8책 天/ 乙丑 五 ․
郎廳任瑋 校正/ 

郎廳金時芳 書

③ 제401책 康/ 辛巳 七 ․
燼餘添書郎廳 蔡慶承/

日記廳郎廳 申一淸校正

④ 제513책 康/ 己亥二月望前日記 二 房直 朴厚根 ․

⑤ 제1006책 乾/ 丙寅七月日記合 房直 韓錫祚 ․

 <표 13> 조 연간 �개수일기�․�승정원일기�의 형태에 수록된 정보 

가장 주목할 형태의 특징은 책배에 힌 ‘房直’의 성명이다. 방직은 승정원의 문

서를 수발하는 방을 지키는 직임이다. 승정원의 문서 수발은 일차 으로 방직이 

맡아 서리에게 달하면 서리가 승지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 되었다.44) 주서가 

�승정원일기�를 작성해 승정원에 납입하면 장책할 수 있는 분량이 모두 수합될 

때까지 방직이 리했다.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해당 방직의 성명을 어 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보통은 책배의 상단에 방직의 성명을 고 그 아

래에 ‘冊匠’의 성명을 기록했다. 

�개수일기� ①․②․③은 평시가 아닌 일기청에서 일시에 작성했기 때문에 책

배에 방직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평시에 작성된 �승정원일기�

④․⑤의 책배에는 방직 박후근과 한석조의 성명이 있다.

44) 조계 , 의 논문, 6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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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일기�의 책배: 제4책, 제8책, 제401책

�승정원일기�의 책배: 제513책, 제1006책

<표 14> �개수일기�와 �승정원일기�의 책배 

5. 맺음말

조 연간 �승정원일기�의 개수 작업은 1746년 5월 16일에 일기청을 설치해 

1747년 11월 19일에 세 를 거행할 때까지 1년 반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

기청이 당면했던 사안들은 �승정원일기�에 한 당 의 인식과 국가 기록물로서

의 계를 보여 다. 이는 완성된 �개수일기�의 진 차를 두고 조가 �승정원

일기�의 사체를 실록과 비교해 물었을 때 홍계희가 올린 답변에서도 알 수 있다.

홍계희는 �승정원일기�의 사체는 실록과 같은 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 인 사례로 �승정원일기�는 移御할 때마다 방직이 짊어지고 간다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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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수일기�를 진할 때에는 사체가 조  달라야 할 것 같다는 홍계희의 

견해를 듣고, 조는 일기청의 당상과 낭청이 받들어 진하라고 명했다. 이것은 

실록청에서 완성된 실록을 당상과 낭청들이 춘추 에 안할 때의 의례를 따른 것

이다. 실록은 구히 보존하기 해 춘추 을 비롯한 외사고에 안하는 기록물이

고, �승정원일기�는 국정 운 에 필요한 례 등을 참고하기 해 승정원 상고

에 보 하고 상시 열람하는 기록물이다. 기록물의 계는 해당 기록물의 형태와 

리 체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45)   

일기청은 호조에서 후백지를 조달받은 후에 [搗砧 → 裁斷 → 印札]의 과정을 

통해 인찰공책을 마련했다. 당상과 낭청들의 [抄出 → 正書 → 校正 → 添書]의 

순서로 개수 작업을 마친 �개수일기�를 책장이 장황했다. �개수일기�의 서역과 교

정, 첨서를 담당할 낭청을 임명하고 업무를 수행시키기 해 세 차례의 목이 시

행되었다. 일기청 낭청의 작업은 매우 번거롭고 고되어 낭청들은 다양한 사유로 

빠져나가기 했다. 그러나 실록을 편찬할 때와 같이 삼방으로 나 고 45원의 

낭청을 임명해 직숙하며 개수를 마무리했다. 

소실된 99년분의 일기를 복원한 례 없던 큰 공역이었기에, 일기청은 �개수일

기�의 주요 물자인 책지와 도침 공역가의 조달을 두고 호조와 서로의 입장을 표명

하면서 갈등을 조정해나갔다. �개수일기� 548책을 완성하기 해 호조와 장흥고에

서 수송해온 후백지 2,550권이다. 일기청은 �개수일기�의 정서에는 후백지를 塊 단

로 요청했고, 교정과 첨서 작업에는 卷 단 로 요청했다.      

�개수일기�는 후백지를 도침한 책지에 서사했는데 도침은 료를 받는 서의 

지장 4명과 일기청에서 별도로 고용한 私匠인 紙匠 4명이 담당했다. 일기청은 사

장에게는 요미와 요포를 지 하지 않으려는 호조와 병조에게 개수 공역의 요성

과 공 인 복역에 한 정당한 공역가의 지 을 피력했다. 지장들이 받은 도침 공

역가는 하루에 요미 세끼와 요포 목 3척5 이었다. �일기청등록�에 근거해 일기청

에서 개수 작업을 진행한 일정을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45) �승정원일기�의 리 실태를 통해 기록물의 계를 고찰한 연구는 조계 , 의 논문, 

57-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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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일기�의 책지에 기록된 낭청의 성명과 식의 특징은 평시 �승정원일기�

의 책배에 은 방직의 성명과 차별되어 해당 일기의 작성 과정을 담지하고 있다. 

�일기청등록�에 수록된 �개수일기�의 물질 인 정보들은 하는 �개수일기�의 

형태를 정확히 악할 수 있는 증거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개수일기�의 

물리  형태가 지닌 역사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개수일기�의 수리 복원이나 

시에 활용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연월일 개수 작업 내역

1746.7.2 1630-1661년 일기(32년분) 출 작업 완료

1746.7.26 1675-1720년 일기(46년분) 출 작업 완료

1746.11.14 1690-1698년 일기(9년분) 서역 작업 완료 

1747.9.9
일기(99년분) 서역 작업 완료, 교정 반  완료, 

교정․첨서․장황 작업 동시 진행  

1747.11.11 교정․첨서 완료, 分編․粧䌙 檢

1747.11.18 �개수일기� 進, ‘개수일기등록청’ 설치

1747.11.19 내하일기․신여일기․오서지 등 13駄 세

1748.8.11 �일기청등록� 완성

<표 15> 조 연간 일기청의 개수 일정 

  

논문투고일(2019. 11. 15),   심사일(2019. 11. 25),   게재확정일(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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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Records about Restoration of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nd Operation of Ilgicheong(日記廳)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46)

Cho, Gye-young *

The Ilgicheongdeungrok(日記廳謄 , 奎12952) includes numerous details about the 

Ilgicheong, the Diaries Office,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o 

restore the Seungjeongwon Ilgi(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destroyed by fir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facts about the Ilgicheong with respect to the 

mobilizat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supply materials that were required to conduct 

the various tasks of the project to restore the Diaries.

After receiving the book paper form the Hojo(corresponding to today’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Ilgicheong prepared the striped book paper in the order of 

paper smoothing, cutting and stripe-patterning. Since restoring the 99 years of the 

destroyed the Diaries was an unprecedently huge project, the Ilgicheong came into 

continuous conflicts and adjustments with the Hojo with regard to the supply of the paper, 

the key material for the project, and the wage paid to the paper smoothing technicians.

The restoration of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was completed in the order of 

the extraction of necessary text, calligraphic writing of the text, proofreading and correction 

of the written text, and the addition of letters. The Ilgicheong prepared the relevant work 

rules three tim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writing and proofreading tasks. Therefore, the 

Restored Diaries has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orm those of the original, routinely 

prepared Seungjeongwon Ilgi.

Key words : Restored Diary, Ilgicheong rules, book paper, paper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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