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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大典類에 나타난 

기록 리제도의 성립과 변화 양상

이 형  *

1. 머리말

2. �經國大典�과 기록 리체계의 제도화

3. 조선후기 大典類의 편찬과 기록 리제도의 변화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기부터 성문법의 형태로 명시된 기록 리제도를 운용한 국가 다. 

이는 하는 �經國大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록 리제도와 련된 

�經國大典�의 표 인 條文으로는 공문서의 書式이나 相通式 등을 규정한 用文

字式條와 기록의 정리․보존 원칙을 규정한 藏文書條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정

은 조선의 마지막 인 �大典 通�까지도 유효한 것으로서 유지되었다. 

이 用文字式條와 藏文書條는 조선시  기록 리제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

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의 기록 리 원칙이 

기부터 정착되어 있었음이 규명되었다.1) 다만 이들 연구  일부는 用文字式條

*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1) 표 으로 윤훈표, 2000 ｢조선 기 공기록물(公記 物) 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

연구� 2; 백선혜, 2007 ｢�經國大典�의 기록 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오항녕, 2008 ｢조

선 기 기록 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박 호, 2006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명경일, 2011 ｢조선 기 啓目 연구: �經國大典� 행정문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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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藏文書條의 문구에만 한정하여 조선의 기록 리제도를 분석하고 있어, 자칫 

조선의 기록 리제도가 �經國大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고정된 체제로써 운

되었다고 오독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기본 인 기록 리 원칙을 서술한 용문자식조와 장문서조의 경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 과 큰 변화 없이 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

디까지나 기본 인 기록의 생산ㆍ수발ㆍ보존 칙을 명시한 것이지, 실제 행정

업무상에서 요구되는 기록 련 의무사항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 용문자

식조와 장문서조 외에도 기록 리에 한 사항을 규정한 법조문은 다수 확인되

며, 이는 이후 편찬되는 �續大典�ㆍ�大典通編�ㆍ�大典 通�도 마찬가지이다. 그 

내용 한 기록의 보존에서부터 공문서의 활용, 처벌 조항 등 다양하게 존재한

다. 이들 법조문은 기록에 한 의무사항을 직 으로 는 간 으로 서술하

고 있는데, 시 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에 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經國大典�과 �續大典�을 비롯한 후기 大典類 사이에

서 나타나는 기록 리제도의 변화 양상이다. �經國大典�과 �續大典�은 �經國大

典�이 최종 으로 勘校되어 반포ㆍ시행된 시기인 1485년(성종 16)부터 따지더라

도, 1746년( 조 22)에 반포된 �續大典�과는 약 260여 년의 시  간격이 발생

한다. 때문에 �經國大典�과 �續大典� 이후 류 사이의 시  차이와 이에 

따른 행정 ㆍ경제 ㆍ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록 리제도의 변화가 나

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의 大典類를 심으로 조선 기

록 리제도와 련된 조문을 살펴보고, 조선 기 기록 리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따른 기록 리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의 수립과정을 심으로｣ �고문서연구� 3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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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經國大典�과 기록 리체계의 제도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經國大典�의 편찬은 세조 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기존 통용된 �經濟六典�의 미비 을 보완하기 한 것이었다. �經國大典�은 吏

ㆍ戶ㆍ禮ㆍ兵ㆍ刑ㆍ工의 六典으로 구성되었고, 조선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조종

의 成憲이자 통치행 의 거로서 그 역할을 다하 다. 그리고 이 �經國大典�에

는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조선은 �經國大典� 체제가 성립되기 이 인 건국 기부터 前朝인 고려의 제

도와 당시 국에서 새롭게 건국된 明의 율령을 받아들여 하게 운용하 으

며, 이는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사항도 외가 아니었다. 실제 조선은 명

과 고려에서 사용했던 공문의 書式과 相通式 등을 다수 수용하 으며, 이를 조

선의 실에 맞게 정비하 다.2) 그리고 이 게 정비된 문서행정체계는 조선 성

종  완성된 �經國大典�에 반 되어 조선 문서행정과 기록 리제도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다.

�經國大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표 인 규정으

로는 ｢禮典｣에 수록된 用文字式條와 藏文書條를 들 수 있다. 用文字式條는 공문

서의 서식과 활용처, 증빙을 한 立案의 활용 등을 규정한 조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품 아문은 直啓하고[서울과 지방의 여러 장수들과 承政院, 掌隷院, 司諫院, 宗簿

寺 한 직계할 수 있다. 各司에서 긴 한 일이 있으면 곧 提調가 직계한다. 큰일은 

啓本으로 작은 일은 啓目으로 하며, 지방은 계목을 사용치 않는다.] (다른 사에)직

2) 고려시  문서행정제도에 한 연구로는 강은경, 2003 ｢고려시  공문서의 달체계와 지

방행정운 ｣ �韓國史硏究� 122; 강은경, 2004 ｢고려시기 공문서 리체계에서 胥吏의 地

位｣ �역사교육� 89; 강은경, 2007 �고려시  기록과 국가운 �, 혜안; 남권희, 2002 �高麗

時代 記 文化 硏究�, 청주고인쇄박물 ; 박재우, 2008 ｢고려시 의 문서와 달체계｣  

�고문서연구� 33; 박 호, 2006 앞의 논문 등이 있으며, 조선에 향을 끼친 明의 문서행

정체계에 한 연구로는 박 호, 2003 ｢�洪武禮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

구� 22; 심 환, 2009 ｢朝鮮初期 官文書의 �洪武禮制� 呈狀式 受容 事例｣ �장서각� 21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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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을 보내며,[相 할 일 이외에는 모두 啓한다.] 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속한 

曹에 보고한다.3)

○ 무릇 앙과 지방의 文字(문서) 형식은 (문서를 보내는 기 이)동등 이하에는 

關을 쓰고, 그 이상에게는 牒呈을 쓰며,  7品이하에게는 帖을 쓴다. [지방 이 

王命을 받은 사신에게 는 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가 兵曹에 해서는 모두 

牒呈을 쓰며, 都摠府에서는 關을 쓴다.]4)

○ 청의 文書는 모두 立案을 만들어 두어서 뒷날의 고증에 증빙이 되도록 한다.5)

다음으로 기록의 보존과 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 藏文書條는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추 의 時政記[승정원일기와 각 청의 緊關(긴요)한 문서를 편찬하여 매년 말

마다 책 수를 아뢴다.]와 승문원의 문서는 3년마다 인출하여 本衙門(해당 아문), 의

정부  史庫에 보 한다.6)

○ 書狀官이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귀환 후 啓下받아 승문원에서 등록한다.7)

○ 무릇 인쇄한 책은 隆文樓와 隆武樓에 따로 보 하고,  의정부ㆍ홍문 ㆍ성균

ㆍ춘추 과 여러 도의 首邑(해당 지역의 심지가 되는 으뜸 고을)에 각기 

한 건씩 보 한다.8)

3)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 [中外諸 , 承政院, 掌隸院, 司諫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 [相 事外, 

皆啓] 其餘衙門, 並報屬曹.”

4)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 

[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 於兵曹, 並用牒呈, 都摠府用關.]”

5)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 .”

6)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春秋館時政記 [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

啓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 印藏本衙門, 議政府, 及史庫.”

7)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書狀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 .”

8)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凡印書冊, 別藏于隆文隆武樓, 又於議政府弘文館成均館春

秋館, 諸道首邑各藏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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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나 고을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作綜(종류별로 모음)하고 懸籤(

지 등의 덧종이를 달음)하여 각기 보 한다.9)

매년 曆日(책력)을 반포한다.[ 상감에서 4천 건을 인출하여, 諸司와 諸邑  종

친과 문무당상  이상에게 반포한다. 제주 3읍 외 諸邑은 모두 종이를 납부하고 수

령해 가되 남는 건은 종이로 바꾸어 내년에 사용한다. 교서 은 1천 건을 어내 여

러 책을 인출할 자원을 갖추어 놓는다.]10)

이는 조선이 효율 인 문서행정과 기록 리를 해 �經國大典� 체제부터 련 

차를 성문법의 형태로 규정  운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이상의 규정 외에도 �經國大典�에서는 문서와 기록에 계된 법조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用文字式條에서 그 쓰임과 서식이 규정된 것 

외에도 여타의 조문에서 당시 공식 으로 활용된  다른 문서식의 존재가 확인

되기도 하고, 문서행정 반 시의 처벌사항이나 제한사항에 한 규정도 있다. 

특정 업무에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을 규정하는 조문 한 존재한다. 이들은 인

사ㆍ통계ㆍ사법ㆍ민원ㆍ치안ㆍ국방ㆍ재정ㆍ외교ㆍ산업ㆍ교육ㆍ의례ㆍ복지ㆍ보건

ㆍ 선ㆍ자산 등 다양한 공무 역과 련된 것으로써,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록 리  련 문서행정에 한 사항을 법조문의 형태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도 �經國大典� 체제 성립 이후 다수의 公

事가 문서행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했음을 드러내며, 동시에 공기록의 보존ㆍ

리 한 행정  측면에서 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 인 

를 들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문서의 서식  상통례 등에 한 규정

문서의 서식과 상통례에 한 규정은 체로 앞에서 문을 인용한 用文字式

條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기본 으로 국왕에게 直啓할 수 있는 衙

 9)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10)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每年, 曆日.[觀象監印四千件, 諸司諸邑, 及宗親文武

上官以上. 濟州三邑外諸邑, 皆納紙受去, 餘件貿紙, 以備明年之用. 校書館印一千件, 以備諸

書印出之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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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의 범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왕문서의 서식을 啓本과 啓目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으며, 청 간의 직  차에 따라 통용할 수 있는 공문의 서식 한 

구분하고 있다.11) 이는 조선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발 자와 수신자의 

상차에 따라 정해진 공문서식을 활용했음을 뜻한다.

용문자식조에는 특히 25개 문서식이 시로써 수록되어 있는데, 文武官四品以

上告身式ㆍ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ㆍ 上官妻告身式ㆍ三品以下妻告身式ㆍ紅牌式ㆍ

白牌式ㆍ雜科白牌式ㆍ祿牌式ㆍ追贈式ㆍ鄕吏免役賜牌式ㆍ奴婢土田賜牌式ㆍ啓本式

ㆍ啓目式ㆍ平關式ㆍ牒呈式ㆍ帖式ㆍ立法出依牒式ㆍ起復出依牒式ㆍ解由移關式ㆍ解

由牒呈式ㆍ度牒式ㆍ立案式ㆍ勘合式ㆍ戶口式ㆍ准戶口式이 그것이다. 

이  告身式은 官員  그 妻에게 내리는 임명장이며, 紅牌ㆍ白牌는 科擧 합

격자에게 발 하는 합격증서이다. 祿牌는 祿科를 정해 지 한다는 내용의 여

표이며, 追贈式은 말 그 로 追贈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다. 賜牌式은 免役이나 

노비ㆍ토지 등을 하사할 때 이를 증빙하는 내용의 문서식이다. 즉 告身式ㆍ追贈

式은 일종의 임명장이며, 紅牌式ㆍ白牌式ㆍ祿牌式ㆍ賜牌式은 자격 등에 한 증

명서라 할 수 있겠다.

啓本式과 啓目式은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앞에서 인용한 用文

字式條의 내용처럼 大事는 啓本으로 事는 啓目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

다. 平關式ㆍ牒呈式ㆍ帖式은 청 간에 통용되는 공문형식으로서 동등 이상 衙

門에는 牒呈을 동등 이하 衙門에는 平關을 쓰되, 7품 이하에는 帖을 쓰도록 규

정되어 있다. 이처럼 �經國大典�에서는 공문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간의 지 고

하에 따라 정해진 공문의 형식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啓本式과 啓目式은 국왕 

보고문서, 平關式ㆍ牒呈式ㆍ帖式은 기  간 통용되는 조문이라 하겠다. 度牒式

은 승려의 신분을 인정하는 度牒을 내  것을 조에 청하는 형태의 문서식이

다. 때문에 임명장이나 증명서라기보다는 조문의 형태를 지닌 문서식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禮曹가 주 하여 발 하는 문서식으로는 立法出依牒式과 起復出依牒式이 있

다. 立法出依牒式은 말 그 로 立法과 련하여 해당 衙門이 제출한 것을 조

11)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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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왕의 재가를 거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하는 형식의 문서식이며, 起

復出依牒式은 禮曹가 喪中인 원에게 起復할 것을 명하는 형식의 문서식이다. 

이들 依牒式은 모두 兩司(司憲府ㆍ司諫院)의 검토를 거친 후 조의 주 하에 

발 된다는 공통 을 지닌다. 다만 立法出依牒式은 關文의 서식으로서 일종의 

조문이며, 起復出依牒式은 起復할 원에게 수여하는 증명서의 형태라는 차이

을 보인다.

解由移關式과 解由牒呈式은 모두 원 교체시 이루어지는 인수인계에 한 서

식이다. 인수인계를 해 임자의 근무연한과 탄핵 여부, 소  물품 등에 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상 부서에 보내는 서식이 解由牒呈式이며, 

상  부서가 이를 심사한 후 련 내용을 호조ㆍ병조 등에 이 하는 서식이 解

由移關式이다. 양자 모두 기본 으로 인수인계에 한 사항을 다룬 조문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決訟이나 立後  여타 업무 과정에서 사실 인증을 해 발 하는 

立案式, 공문 수발 과정에서 수신처와 발신처 상호 간 증빙을 한 勘合의 양식

인 勘合式, 戶口에 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인 戶口式과 戶主의 요청에 따라 

호구 장의 내용을 발 하는 형식인 準戶口式이 있다. 입안식과 호구식은 사

실 계에 한 증빙 문서이며, 감합식과 호구식은 특정 목 을 해 작성되는 

일종의 서술양식이라 하겠다.

한 용문자식에 직 으로 그 양식이 수록되지는 않더라도, 이들 25개 공문

식 외에도 �經國大典�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는 문서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국왕

이 하달하는 敎書ㆍ諭書ㆍ敎旨, 소청문서인 上 , 여행과 련하여 에서 발

하는 증서인 路引ㆍ草料, 외교문서인 奏本ㆍ表箋ㆍ咨文, 私文書지만 법  효력을 

인정받는 文記ㆍ遺書(遺 ) 등이 그러하다.12) �經國大典�에서 당시 통용된 모든 

문서식을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經國大典� 자체가 실무지침서라기보다는 국가

의 大典으로서의 상과 기능을 지녔기에, 필수 으로 수록되어야 할 문서식이 

아닌 이상 굳이 이들 문서식 모두를 수록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經國大典� ｢戶典｣ (雜稅); ｢禮典｣ (朝 ), (獎勸); ｢兵典｣ (路引), (草料); ｢刑典｣ (訴

冤), (文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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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의 생산ㆍ시행ㆍ재결 등에 한 사항

기록의 생산ㆍ시행ㆍ재결 등을 규정한 사항은 用文字式條와 藏文書條 외 여타

의 법조문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먼  人事업무와 련하여 기록의 생산ㆍ시행

ㆍ재결 등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吏典｣에서는 3품 이하  無祿官을 

직에 제수할 경우 당사자 이력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 해 의정부ㆍ사헌부ㆍ사

간원에 移文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의 差定이나 遞兒職 등의 채용 

과정에서도 구두가 아닌 문서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원의 임명장인 告

身의 발 에 한 사항  고신 분실시 이에 한 立案을 발 하는 근거 한 

마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14) 兵曹가 장하는 무 의 人事 한 마찬가지로 기

록을 통해 실시ㆍ 리되었다.15)

아울러 3년마다 京外의 원 모두는 출신과 내력을 기록해 이조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일종의 인사기록부인 政案에 기재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 다.16) 인

사 고과에 한 사항 한 동일하게 별도로 기록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

고17), 리 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解由문서를 발

토록 하여 문제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 인사 

업무 반에 걸쳐 공식 인 문서와 기록을 활용하도록 하 다.18)  

軍丁  軍士의 명단 한 정기 으로 작성하여 엄격하게 리하 다.19) 이 

외 귀화인(向化人)이나 僧侶ㆍ才人ㆍ白丁ㆍ奴婢 등에 해서도 자격 여부  신

분 증빙 등을 해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여 리하 다.20) 공무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驛馬의 활용 한 일종의 증빙문서를 발 하고 역마의 이용자 명단 

한 별도로 리하기도 하 다.21)

1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差定).

14) �經國大典� ｢吏典｣ (告身).

15)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16) �經國大典� ｢吏典｣ (告身).

17) �經國大典� ｢吏典｣ ( 課).

18) �經國大典� ｢戶典｣ (解由).

19) �經國大典� ｢兵典｣ (名簿), (成籍).

20)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 (度僧); ｢刑典｣ (才白丁團聚), (公賤); ｢工典｣ (工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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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 과 련해서도 문서와 기록을 통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일단 소용되는 모든 경비는 橫看과 貢案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22) 農地  魚鹽 등 국가 으로 시되는 稅源 황은 공식 인 장부를 

만들도록 하 고, 물품의 出納과 支供 과정 한 공식 인 기록에 근거해 이루

어졌다.23)

소송이나 재 과 련해서도 문서와 기록을 극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決

獄 연한을 정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모든 文券이 납부된 이후 시작하도록 규

정한 것이나, 취조 과정에서 供招나 公緘같은 문서를 남기도록 규정한 것 한 

근거를 남기기 해 기록을 활용토록 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24) 한 형벌의 

집행도 문서를 통해 공식 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혹여 죄수가 사망했

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檢屍  覈實한 후에야 매장토록 하고 그 정황

을 啓聞토록 했다.25) 이 외에도 다양한 공  역에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기록의 보존ㆍ처분 등에 한 규정

기록의 보존과 처분 등 기록의 반 인 리에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禮典｣ 藏文書條를 들 수 있다. 해당 조문에는 時政記와 승문원 文書의 인출ㆍ

보존, 使行記 의 謄 , 서 의 보존 등에 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다. 그 에서

도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여러 官司와 各邑이 문서를 리하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 여러 사나 고을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作綜(종류별로 모음)하고 懸籤(

지 등의 덧종이를 달음)하여 각기 보 한다.26)

21) �經國大典� ｢兵典｣ (驛馬).

22) �經國大典� ｢戶典｣ (經費).

23) �經國大典� ｢戶典｣ (量田), ( 計), (支供).

24) �經國大典� ｢刑典｣ (決獄日限), (囚禁).

25) �經國大典� ｢刑典｣ (推斷), (恤囚).

26)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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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 기부터 공무 수행의 일선부서인 各司와 各邑에서도 기록의 정리

ㆍ보존을 수행토록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실제 

기록이 해당 규정에 따라 오래도록 철 히 보존ㆍ 리되기는 어려웠기에, 요 

기록의 효과 인 보존ㆍ 리를 한 방편으로써 이후 謄  등의 방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27)

기록의 보존ㆍ 리에 한 사항을 다룬 조문은 앞의 用文字式條의 사례와 마

찬가지로 藏文書條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먼  부서의 업무를 규정한 조문에

서 특정 문서의 생산이나 기록의 리를 명시한 것이 확인된다. 가장 표 인 

것이 바로 春秋館의 직무로서 명시된 “掌記時政”이나, 掌隷院의 직무로서 명시

된 “掌奴隸簿籍” 등의 조문일 것이다.28) 이 외에도 기 의 업무로서 특정 錄案

이나 簿ㆍ籍ㆍ冊 등의 리를 명시하고 있는 조문들이 다수 존재한다.29)

요한 기록은 별도의 보 처를 지정하기도 하 다. 戶籍의 경우 3년마다 작

성하여 戶曹ㆍ漢城府ㆍ各戶의 道와 邑에서 보 토록 하 고, 量案의 경우는 20

년마다 측량하여 작성하되 역시 戶曹와 해당 토지가 속한 道  邑에서 보 토

록 했다.30) 호 과 양안 외에도 세수 확보를 해 요한 산업활동과 계된 자

료는 기록화하여 리토록 하 다. 일례로 바다에 설치하는 箭과 소 을 굽는 

鹽盆 한 그 등 을 나 어 장부로 만들고 해당 장부를 戶曹와 해당 道ㆍ邑에

서 리토록 하 으며, 工匠  商人과 국가에서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포인 公廊 명부 한 戶曹ㆍ工曹ㆍ해당 道와 邑이 보 하여 활용토록 규정하

다.31)

군사와 련된 기록 한 철 히 리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군사명부는 각기 

해당 장수가 매일 着押하고 經印하여 만들어 보존하되 2건을 만들어 番이 끝날 

때마다 하나는 兵曹에 나 어 보존토록 하기도 했다.32) 군사 자원인 軍丁의 

27) 이형 , 2020a �조선시  기록 리제도와 謄 體系�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 

54-56면.

28)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春秋館, 掌隷院.

29)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吏曹, 禮曹, 兵曹, 刑曹, 漢城府 등.

30) �經國大典� ｢戶典｣ (戶籍), (量案).

31) �經國大典� ｢戶典｣ ( 鹽), (雜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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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 시하여 서울과 지방의 軍丁은 6년마다 장부를 만들어 兵曹에서 보

토록 하고, 이 외 각 道와 主鎭ㆍ巨鎭을 비롯한 諸鎭에서도 각기 1건씩 보 하

여 리토록 하 다.33)

기록의 처분에 계된 것으로 보이는 조문은 한 건이 확인된다. 바로 ｢刑典｣ 

公賤條의 工과 련된 조문이다. 

[○ 서울의 奴가 나이 50이 차면 籍에서 삭제하고 貢役을 면제한다.]34)

工은 궁에서 연주하는 雅 과 俗 을 담당하는데, 雅 은 良人이 수행하는 

役이며 俗 은 公賤 출신들이 수행하 다.35) 즉, 에서 인용한 公賤條에서 명

시한 京奴는 俗 을 연주하는 工을 뜻하는 것이며, 이들은 나이가 50이 되면 

役이 면제되었다. 그리고 이 免役은 공식 인 기록의 삭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4) 문서ㆍ기록 련 제재  처벌사항 등에 한 규정

문서나 기록을 허 로 기재하거나 조  변조하는 행 , 그리고 기록할 것

을 락하는 행  등은 모두 처벌의 상이 되었다. 표 으로 魚箭과 鹽盆 장

부에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어살과 염분 황을 장부로 만들어 리할 것을 

규정한 조문이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를 락시킨 자에 

한 처벌조항도 존재하고 있다. 장부에 어살과 염분을 락한 자는 杖 80 를 치

고 그 이익을 으로 몰수토록 하 는데, 이는 어살과 염분에서 나오는 이익을 

고의로 속이고 사 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한 조치로 보인다.36)

원으로서 婢를 妻妾으로 둔 자에 해 그 자녀를 掌隷院에 신고하여 文案에 

기록하도록 규정한 조문도 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6세가 되어도 신고하지 

32) �經國大典� ｢兵典｣ (名簿).

33) �經國大典� ｢兵典｣ (成籍).

34) �經國大典� ｢刑典｣ (公賤), “[○京奴年滿五十, 除 籍免貢役.]”

35) �經國大典� ｢禮典｣ (雅俗 ).

36) �經國大典� ｢戶典｣ ( 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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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告狀 후 3년이 지나도록 立案을 받지 않는 행  등에 해서는 자녀를 

還賤토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었다.37)

국가가 발 하는 度牒을 남에게 함부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  한 처벌의 

상이 되었다.38) 이들의 행 는 懸帶關防牌面律에 근거하여 논하도록 규정되었

는데, 이 懸帶關防牌面律은 �大明律� ｢兵律｣에 수록된 律로서 일종의 출입증인 

關防牌面을 지 나 역할에 맞지 않게 함부로 휴 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선에서 度牒의 상이 關防牌面에 비할 바는 아니었겠으나, 도첩 한 국가가 

공식 으로 발 하는 일종의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함부로 빌리거나 빌려

주는 행 는 懸帶關防牌面律로 처벌된 것이라 하겠다. 

문서를 훼손하여 다시 종이로 만든 자와 종이를 쓴 사람 한 처벌의 상이 

되었다.39) 이는 문서 훼손 그 자체에 한 처벌에 더하여 요한 문서나 기록까

지 탈취해 종이로 바꿔  이익을 꾀하고자 한 당시의 사회  문제가 반

된 조치가 아닐까 한다. 실제 세조 연간에는 여러 官司의 서리ㆍ노비와 공모하

여 문서를 훔쳐 종이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한 상소에

서는 紙匠이 �承政院日記�와 寺社의 經文까지 훔쳐 還紙의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막을 것을 청하기도 할 정도 다.40)

문서의 유실  훼손과 조 등에 한 처벌 규정 한 존재함이 확인된다. 

표 인 것이 군사명부에 계된 사항으로서 이들 명부는 원칙상 2건으로 나

어 보존토록 규정되었다. 만약 명부가 유실되거나 증감되면 그 行首와 掌務에게 

죄를 묻도록 하 으며, 이들의 근무일수 한 삭감토록 하 다.41) 

이상의 사례를 통해 �經國大典�은 공문서의 서식을 비롯하여 기록의 보존과 

리, 문서의 활용처, 반사항에 한 처벌  제재 조치 등 조선의 문서행정과 

기록 리의 법  토 로서 운 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리제도

의 형성 배경에는 당 의 사회  실과 함께 행정  필요성이 있었음도 알 수 

37) �經國大典� ｢刑典｣ (賤妻妾子女).

38) �經國大典� ｢禮典｣ (度僧).

39) �經國大典� ｢刑典｣ (禁制).

40) �世祖實 � 卷15, 世祖 5年 2月 辛未; �世祖實 � 卷40, 世祖 12年 11月 乙酉.

41) �經國大典� ｢兵典｣ (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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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조선이 수백년의 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수반되는 정

치 ㆍ경제 ㆍ사회  변동에 따라, 조선 기 성립된 �經國大典� 체제 한 그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 후기 법  정비 사업으로 이어

지게 되었으며, 기록 리제도 한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3. 조선후기 大典類의 편찬과 기록 리제도의 변화

조선은 �經國大典�을 祖宗의 成憲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통치의 법  근간

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  흐름에 따라 �經國大典�은 차 국가의 大典으로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 다. 조선은 이를 극복하기 한 방책으로서 법 을 보완

해  수 있는 續 類나 通 類 등을 편찬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국왕의 受敎나 

행정문서 등을 정리한 謄 類 기록을 활용하기도 하 다.

英祖代에 편찬된 �續大典� 한 이러한 방책의 일환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이

미 숙종 부터 지속 인 법 의 보완 시도가 있어왔음에도 보다 완결된 法典 형

태의 大典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續大典�이 편찬되었다.42) 즉 �續大典�의 

편찬은 �經國大典� 체제 성립 이후 2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정치ㆍ

경제ㆍ사회  변동을 당시 개념에서 가장 상 에 치한 법  장치인 大典에도 

반 시키기 한 노력을 실 하기 한 것이었다. 조선은 �經國大典�과 �續大典�

편찬 시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시  변화를 법제상에 반 하기 

해 �大典續 �ㆍ�受敎輯 �ㆍ�典 通 � 등을 편찬하여 활용하 으며, 최종

으로는 이들 법령집에서 大典이라는 최상 의 법  장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을 정리해 이를 �續大典�으로 편찬한 것이다.

다만 �續大典�은 속록류의 집 성을 한 목 에서 그 편찬이 시작된 것이었기

에 속록류의 성격을 해소하지 못한 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42) 홍순민, 1998 앞의 논문, 193면.

43) 홍순민, 1998 의 논문, 197-199면; 김백철, 2008 ｢조선후기 조  법 정비와 �續大典�

의 편찬｣ �역사와 실� 68, 219-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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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터 �續大典�은 �經國大典�을 이은 法典의 상을 지닌 것으로서 인식되었

다.44) 그리고 이 �續大典�은 당 에 통용되고 있는 법제를 주로 반 하고 있다.45) 

�續大典�이 편찬된 이후 불과 한 세  정도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784년(정조 8) 찬집청을 설치하여 �大典通編�의 편찬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는

데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시간  간극이 250여 년임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빠

른 시기에 大典體制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大典通編�은 �續大典� 이

후 시행된 受敎까지 아울러 편찬되었는데, 이에 따라 �續大典�과는 달리 명실상

부한 종합법 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46) 그리고 이후 1865년(고종 2) 마지막 

조선의 大典인 �大典 通�이 편찬되었다. �大典 通�은 �大典通編�과 마찬가지

로 기존 大典의 내용 에 受敎나 條例 등을 더해 편찬되었으나, 체로 이 의 

�大典通編�을 보완한 것에 가까웠고 실질 인 내용의 개ㆍ보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47) 그 다고 해서 �大典 通�이 기존의 법문들만 정리한 수 에 머무

른 것은 아니었다. �大典 通�은 기존 大典類에 수록된 법조문의 오류를 바로잡

았으며, 당시 통용된 제 변화를 자세하게 수록하기도 하 다.48) 이는 �大典

通� 한 당시의 시  변화를 일정 부분 반 하여 개정된 결과물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사항도 외가 아니었다. �經國大典�

이후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정치 ㆍ경제 ㆍ사회  변동이 일어났

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행정체계에도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행정체계 내에서 문서와 기록은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 기에, 

필연 으로 기록 리제도의 정비와 보완 한 이루어지게 되었다. 

먼  조선의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가장 기본 인 조문인 用文字式條과 

藏文書條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續大典� 용문자식조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續大典� ｢續大典序｣, ｢進續大典箋｣.

45) 김백철, 2008 앞의 논문, 232면.

46) 홍순민, 1998 앞의 논문, 199면.

47) 홍순민, 1998 의 논문, 200면; 정 식, 2001 ｢大典 通의 編纂과 그 意義｣ �法學�

41(4), 336면.

48) 정 식, 2001 의 논문,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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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醫院 

三提調(都提調ㆍ提調ㆍ副提調)가 함께 入直할 때 正1品 아문은 關文으로 통하고, 從

1品 이하 아문에서는 牒呈을 쓰되 입직이 한 뒤에는 例에 의거하여 거행한다.49)

  

이는 숙종 45년(1719) 하달된 傳敎를 공식 인 국가의 법령으로 편입한 결과

로 여겨진다. 해당 교는 �新補受敎輯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內醫院 三提調가 함께 숙직하면, 正1品 아문은 關으로 相通하고, 從1品 이하 아문

에서는 牒呈으로 한다. 三提調의 숙직이 한 후에는 例에 의거하여 실시한다.50)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續大典�의 조문과 일부 語句의 차이 외에는 거의 동일

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續大典�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기

존의 수교나 행정 사례 등을 참고하 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당시 문서 

상통식의 원칙은 발신자가 同等 이상 衙門에 해서는 牒呈을 同等 이하 衙門에 

해서는 關文을 쓰는 것이었는데, 內醫院의 경우 정3품 아문으로 운 되었기에 

정3품 이상 아문일 경우 關文으로 내의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례 다. 그런

데 �속 �에서는 內醫院의 三提調가 모두 숙직하는 경우 내의원을 정1품 아문

으로 상정하고 문서를 상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정1품 도제조의 숙직 여

부에 따라 해당 서의 직 을 조정한 사례이다.

이는 기존의 ‘동등 이상 衙門에는 牒呈을, 동등 이하 衙門에는 關文을 통용한

다’는 문서상통 원칙하에서 내의원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내의원을 ‘정1품아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속 �이 편찬되기 

이  시기부터도 종2품 찰사가 내의원에 일반 인 공문을 보낼 경우 關文을 

사용했지만, 공문의 수신자가 정1품 都提調일 경우 牒呈을 사용해야 했다.51) 이

49) �續大典� ｢禮典｣ (用文字式) “內醫院三提調並直時, 則正一品衙門通關, 從一品以下衙門牒

呈, 罷直後, 則依 例擧行.”

50) �新補受敎輯 � ｢禮典｣ (用文字式) “內醫院三提調, 竝爲直宿, 則正一品衙門, 相通關, 從

一品以下衙門, 則牒呈, 三提調直宿罷後, 依 例爲之.”

51) �承政院日記� 仁祖 26年 7月 辛巳; �承政院日記� 肅宗 41年 5月 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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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用文字式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간 문서상통의 칙이 조선 후기까지 유

지되었음을 뜻한다. 실제 �續大典� 이후 편찬되는 大典인 �大典通編�ㆍ�大典

通�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備邊司ㆍ奎章閣과 같은 특수 

지 를 하는 새로운 기구의 등장으로 인해 相通式의 외를 인정하는 조문들

이 추가되었으며, 조선 후기 五軍門 운 과 련하여 문서상통식상 兵曹의 우

를 확인하는 조문이 수록되기도 하 다.

[<增>各司에서 비변사에 보고하는 것은 비록 大臣衙門일지라도 公事 上 는 郞

廳은 모두 牒呈을 쓴다.]52)

內閣(奎章閣)에서 공문을 보내면 비록 大臣衙門이라도 반드시 모두 關文으로 왕

래하며, 만약 各司와 각 道에서 내각으로 보고하게 되면 모두 書目을 갖춘 牒呈으

로 한다.53)

軍門에서 兵曹로 關으로 왕래할 때 軍門에서는 楷書를 쓰고 兵曹에서는 草書로 

關을 보낸다.54)

이는 아문 간에 牒呈과 關文을 상통하는 원칙 그 자체는 유지하되, 당시의 정

치 ㆍ행정  필요에 따라 특정 기 의 상을 조정할 필요에 따른 결과로 풀이

된다. 奎章閣의 경우 국왕의 자문기구이자 측근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 宋 翰林院의 故事에 근거해 문서행정체계상 타 서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었다.55) 兵曹와 五軍門의 문서상통식의 경우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존재하

다. 兵曹가 五軍門을 원칙 으로 지휘통제하는 기구이니만큼 양자 간에 차이

를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아문의 품계 차가 없었기에 이에 한 논의가 일어

났다.56) 그리고 이 논의의 결과로 군사 련 공문의 경우 備邊司의 에 따라 

52)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增>各司之報備局 , 雖大臣衙門, 公事 上或郞廳, 並爲牒

呈.]”

53)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內閣公移, 雖大臣衙門, 必皆通關, 若各司各道報內閣, 則皆

具書目牒呈.”

54)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軍門通關兵曹時, 軍門楷書, 兵曹草關.”

55) 이형 , 2020b ｢조선 문서행이체제에 반 된 국왕의 상｣ �기록학연구� 66,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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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를 軍門의 郎廳으로 하여 兵曹에 牒呈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평시 문서행

정일 경우에는 상호 關文으로 소통하되 軍門은 楷書로 兵曹는 草書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57) 이는 당시 군사조직인 五軍門과 군사행정의 주 기 인 

兵曹, 그리고 그 의 국왕을 심으로 한 군사행정체계가 문서행이체제와 기록

리제도에 향을 미친 사례 다.58) 

그런데 이 문서상통식의 외사항은 조선 후기들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

다. �經國大典�에는 奉命使臣ㆍ兵曹와 련된 문서상통식 외규정이 이미 등장

하고 있으며, 비록 �經國大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承政院와 같이 일반 인 

문서상통식을 따르지 않은 기  한 이 부터 존재하 다. 즉 조선 후기 편찬

된 大典類에 상통식의 외사항이 명시 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문서상통식의 

근본 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문서상통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며, 특정 기 의 상을 법 으로 보장하기 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 藏文書條 한 �經國大典�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續大典� 이후 장문서조에서 추가된 조문은 주요 서책의 출납  국왕 련 자

료의 보존ㆍ 리와 련된 조문들이다.

홍문  서책을 출납할 때는 象牌(상아패)를 사용한다. 비록 (홍문 ) 원이라도 

단지 (홍문) 에서만 (서책을) 열람할 수 있으며 마음 로 궐문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59)

�璿源譜略�을 규장각에 안할 때, 종부시의 당상  낭청과 閣臣 2員이 함께 나

아가 안한다.[璿閣과 史閣이 무릇 여러 물품을 새로이 구비할 경우에는 璿閣은 

10년을 기한으로 史閣은 3式年을 기한으로 한다.]60)

56) �備邊司謄 � 英祖 30年 10月 30日.

57) �備邊司謄 � 英祖 30年 12月 26日; �備邊司謄 � 英祖 31年 12月 19日.

58) 이형 , 2020b 앞의 논문, 217면.

59) �續大典� ｢禮典｣ (藏文書) “弘文館書冊出納時, 用象牌, 雖官員, 只於館中披覽, 毋得擅出

闕門外.”

60)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璿源譜略, 奉安奎章閣時, 宗簿寺 郞 閣臣二員, 進詣奉安. 

[璿閣史閣, 凡諸等物新備 , 璿閣限十年, 史閣限三式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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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聖의 御製ㆍ御筆ㆍ御畫ㆍ顧命ㆍ遺誥ㆍ密敎  璿譜ㆍ世譜ㆍ寶章ㆍ印章ㆍ寶鑑ㆍ

狀ㆍ誌는 모두 奉謨 에 안한다.61)

무릇 내각의 서 을 들이라는 命이 있거나 혹 청하여 반출할 때 반드시 牙牌에 

그 書名을 박아넣고, 청하여 반출할 때는 반드시 반출하길 청한 각신의 성명도 

는다.[그 하나에는 ‘內府書籍命入牌’라 篆刻하고 내에 두며, 그 하나에도 ‘內府書

籍請出牌’라 篆刻하고 摛文院에 둔다.]62)

이  弘文館의 서책 리에 한 규정은 �經國大典�을 보완하기 해 성종 23

년(1492) 새롭게 편찬한 �大典續 �의 다음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 홍문  서책을 들여올 때는 상아패를 사용하여 출납한다. 비록 (홍문 ) 원

이라도 (홍문) 에서만 (서책을) 열람할 수 있으며 궐문 밖에 마음 로 반출

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하게 상고하기 해 출납할 것이 있으면 啓達한다.63)

이는 해당 조문이 당시에는 비록 �經國大典�에 수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홍

문  서책 리 차가 하나의 규범으로 공식화될 필요가 있었음을 뜻한다. 당

시 弘文館의 기능  하나는 궁 의 經籍을 장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의 서책 

다수는 홍문 에 보 되었다.64) 이에 따라 조선 기부터 홍문 의 문  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며, 문  리를 소홀히 한 경우 련 인원은 鞫問과 처벌

의 상이 되었다.65) 奎章閣 서책의 출납 한 이와 동일하게 리토록 규정한 

것 한 와 같이 국가 주요 서책의 리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61)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列聖御製御筆御畫顧命遺誥密敎, 及璿譜世譜寶章印章寶鑑

狀誌, 皆奉安于奉謨 .”

62)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 “列凡內閣書籍, 有命入或請出之時, 必塡其書名於牙牌, 而請

出時, 則必書請出閣臣姓名.[其一篆刻內府書籍命入牌, 置大內, 其一篆刻內府書籍請出牌, 

置摛文院.]”

63) �大典續 � ｢禮典｣ (雜令) “○弘文館書册入內時, 用象牙牌出納. 雖館員只於館中披覽, 闕

門外毋得擅出. 如有不得已相 出納, 則啓達.” �典 通 �와 �增補典 通 �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64)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弘文館]; �成宗實 � 成宗 12年 3月 丁亥.

65) �世祖實 � 世祖 11年 6月 甲辰; �世祖實 � 世祖 13年 4月 辛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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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족보인 �璿源譜略�과 列聖의 자료 보존을 한 별도의 칙도 수록되

었는데, 이는 국왕과 왕실이라는 왕조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특히 �璿

源譜� 등을 안치하는 璿閣은 �實 �을 안치하는 史閣과 같이 史庫에 두고 함께 

리하 는데, 국가 요 기록의 보존ㆍ 리를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상의 규정은 일반 인 공문서 보존ㆍ 리를 한 규정은 아니며, 기존 �經國

大典� 장문서조에 명시된 기록 보존ㆍ 리 원칙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다.

이는 조선 후기에도 공  역에서 요구되는 기록의 生産ㆍ行移ㆍ保存ㆍ管理 

원칙 그 자체는 조선 기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없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이 존속한 500여 년간 기록 리제도

에 어떠한 변동도 없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大典類에 수록된 기

록 리 련 조문은 用文字式條나 藏文書條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공무 역에서 기록과 련된 조문들이 추가ㆍ보완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사

회  변동에 따른 공  행  과정에서 기록이나 문서의 미비에 따른 공백을 막

기 한 조치로 보여지는 바, 조선 후기 기록 리제도의 변화 양상을 체 인 

시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조선 기 �經國大典�에서부터 조선 말 최후의 류로 편찬된 �大

典 通�에 이르기까지 각 大典類에 수록된 기록 련 규정의 등장 건수를 조문 

유형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들 류에 등장하는 문서  기록 련 조문

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書式  相通例 등 문서나 기록의 

구조와 련된 사항 ②문서ㆍ기록의 생산이나 이첩, 시행 등에 한 사항 ③문

서ㆍ기록의 보존  리에 한 사항 ④문서행정과 기록 리와 련된 제한 

는 처벌 등에 한 사항이다. 각 별로 등장하는 기록 련 조문의 유형을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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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별 문서ㆍ기록 련 조문 유형의 수록 황66)

                                                                                 (단 : 건)

구분 書式ㆍ相通例 생산ㆍ시행 보존ㆍ처분 제재ㆍ처벌 총계

�經國大典� 28 135 59 9 231

�續大典� 1 134 36 74 245

�大典通編� 4 62 13 15 94

�大典 通� 0 24 1 7 32

합계 33 355 109 105 602

물론 이상의 <표>는 각 大典별로 새롭게 수록된 기록 리제도 련 조문의 수

를 단순히 셈한 것이기에, 해당 <표>를 통해 조선시 기록 리제도의 변화를 본

질 으로 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어도 별 문서행정과 기

록 리에 한 법률이 추가  수정되는 추이 분석을 통해 개략 이나마 기록

리제도의 변화양상 정도는 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각 大典이 편찬된 

시 까지 축 ㆍ작동되어 온 기존의 기록 리체계가 국가 최고의 상을 지닌 

大典에 편입되어가는 반 인 흐름을 개 함으로써, 당시 공식 인 기록 리제

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별로 나타난 문서행정  기록 리에 한 조문의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서의 서식이나 상통례에 한 

규정은 �經國大典� 이후의 류에서도 크게 추가되거나 보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존ㆍ처분과 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조선  시기를 통틀어 

기본 인 문서행정  기록 리체계는 조선 기 �經國大典�의 틀을 지속 으로 

용하 음을 뜻한다.

특히 문서행정의 근간인 文書式과 相通例에 한 규정은  다수가 �經國大

66) 해당 표는 조문의 문장을 기 으로 셈하되, 한 문장이 포 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되는 유형을 각기 복하여 셈하 다. 를 들어 한 조문에 문서

의 생산과 보존  처벌에 한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생산 1건, 보존 1건, 처벌 1건 

등으로 정리한 식이다. 때문에 실제 수록된 법조문의 건수와 해당 표의 건수가 상이하며, 

직 이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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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에 수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공문서

의 書式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大典通編�에서 일부만이 삭제  수정되었을 뿐 

�大典 通�에 이르기까지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서  기록의 보존ㆍ 리에 한 반 인 규정 한 �經國大典�에서 규정

한 바를 후  류에서도 거의 그 로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續大典� 이

후 추가된 보존ㆍ 리 규정의 다수는 새로운 衙門의 설치에 따른 변화나 정부

기능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업무와 련된 것이며, 문서나 기록 자체의 

본질 인 보존ㆍ 리 방법은 어도 공식 으로는 기존의 규정과 다르지 않았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大典이 새롭게 편찬될 때마다 추가되는 기록  문서행정과 련된 

조문의  다수는 문서의 생산ㆍ시행 등에 련된 규정이라는 이다. 이는  

�經國大典�에만 한정된 상은 아니며, �續大典�ㆍ�大典通編�ㆍ�大典 通� 등에

서도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그러나 특히 �속 �에서 문서와 기록의 생산ㆍ이 ㆍ시행에 한 조문이 상

당수 추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 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반된 정치 ㆍ경제 ㆍ사회  변화가 당시의 행정제도에도 향을 끼쳤으며, 

이는 다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공문서와 기록의 생산ㆍ이 ㆍ시행에 한 부분

에도 향을 주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록의 생산이나 문서의 시행 등은 행정을 한 기본 인 제이기에, 大典을 

새롭게 편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행정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자

연스럽게 공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한 규정도 포함되어 증가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續大典�에서는 기록이나 문서와 련된 제재  처벌 규정도 다수 추

가되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經國大典� 편찬 당시만 하더라도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규정은 생산ㆍ시행에 한 규정과 보존ㆍ 리에 한 규정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처벌이나 제한에 한 규정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續大典� 편찬 시에는 이 처벌과 제한에 한 규정이 속도로 늘어나 

문서행정  기록 리 련 신생 조문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서  

기록의 생산과 활용 역이 확장되면서 이와 련된 처벌  제한사항에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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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前例 한 쌓이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처분과 례들을 공식 으로 

법문화할 필요성에 따라 �속 �에 반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67)

실제 �經國大典�과 달리 �續大典�에서 나타나는 기록 리 련 규정은 체로 

｢戶典｣과 ｢刑典｣을 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戶典｣에는 戶籍과 量田 련 규정, 

祿科에 한 규정, 還上ㆍ收稅ㆍ徭役 등과 련된 규정, 賣買와 徵債에 한 규

정 등에 기록과 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刑典｣에서는 사법  치안에 

한 규정, 公私奴婢와 贖良에 한 규정 그리고 민간의 分財記 같은 文記에 

한 규정에서 기록과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조문은 체로 해당 업무

와 련된 기록의 생산의무를 규정함과 함께 기록을 락하거나 冒 ㆍ僞造할 

경우의 처벌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漏籍 [해당자는 漏戶條의 主戶의 律로 논죄하되 나이가 60세가 넘었으면, 納贖金

으로 받는다.] 68)

陳田(묵은 밭)이나 起耕田(개간한 밭)을 논하지 않고 5結이 차면 一字號를 써서 

표시한다. ( 략) [文籍이 없이 거짓으로 자기 것이라 칭하며 주인으로 기재한 자

는 杖 100 에 遠地로 定配한다.]69)

還上(환자곡)의 文書가 늦게 도달한 고을의 수령은 居末例(성 이 낮은 이를 처

벌하는 )에 의거하여 논한다.70)

軍功과 納粟으로 免賤ㆍ免役ㆍ免貢하는 자는 啓下한 公文이 아니면 시행하지 못

한다.71)

67) 조선 후기 문서의 조 범죄 발 건수가 기존의 시기에 비례하여 증하는 상을 보이

고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조은정, 2014 ｢ ㆍ정조  공문서 조의 실태와 

정부의 응｣, 이화여자 학교 사학과 석사학 논문을 참고.

68) �續大典� ｢戶典｣ (戶籍) “漏籍 [當身, 依漏戶主戶律論, 年過六十, 收贖.]”

69) �續大典� ｢戶典｣ (量田) “毋論陳起, 滿五結則, 用一字號標之. ( 략) [無文籍僞稱己物懸

主 , 杖一百遠地定配.]”

70) �續大典� ｢戶典｣ (倉庫) “還上文書晩至邑守令, 依居末例論.”

71) �續大典� ｢刑典｣ (公賤) “軍功納粟, 免賤免役免貢 , 非啓下公文則勿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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宰相의 書簡(稟帖)을 조하 는데 계된 것이 한 것이면 변경의 먼 곳으로 

定配한다.72)

文記를 조하여 간사함이 하게 나타난 자는 杖 100 에 流 3000里로 하고 

만약 그 선조가 한 것이라면 減等하여 논한다.73)

이상의 조문은 모두 �속 �에 새롭게 수록된 문서  기록 련 제한 는 

처벌과 계된 것들이다. 이 외에도 �속 �에서 확인되는 문서  기록 련 

제한ㆍ처벌과 계된 조문은 체로 경제활동이나 兵役ㆍ免賤 등의 신분과 련

된 분야에 집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 후기 시된 경제 ㆍ사회  

문제에 한 법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문서와 기록의 통제 한 

시도되었음을 뜻한다.

즉 �經國大典� 체제와 �續大典� 체제 사이의 긴 시간  간극과 이에 수반된 

사회 변동은 보다 범 한 그리고 보다 상세한 문서행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經國大典�의 기반 에 문서행정과 기록 리에 한 법  규정이 지

속 으로 늘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4. 맺음말

조선은 �經國大典�을 비롯한 성문법을 통해 통치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으며, 기록 리에 한 사항도 마찬가지 다. 조선의 기록 리 원칙은 법

을 통해 공식 으로 규정되었으며, 제도의 운  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조선의 기록 리제도는 건국 기에는 前朝인 고려의 제도와 함께 당시 明의 

향을 일부 받아 운용되었으며, �經國大典�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주요 공문서

의 서식  상통식과 기록의 리 칙 등이 보다 확고히 정립되었다.

물론 �經國大典�에 규정하고 있는 기록 리제도는 단순히 공문서의 서식이나 

72) �續大典� ｢刑典｣ (僞造) “僞造宰相書簡, 關係重 , 邊遠定配.”

73) �續大典� ｢刑典｣ (文記) “僞造文記奸詐現著 , 杖一百流三千里, 若其祖先所爲則, 減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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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식, 기록의 보존  정리 등에 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經國大典�에서는 

다양한 공  역에서 의무 으로 요구되는 기록의 생산이나 보존, 기록 리 

반사항에 한 각종 제재  처벌 등에 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經

國大典� 체제가 성립된 조선 기부터 문서를 심으로 한 행정체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뜻하며, 이에 따른 기록 리체계의 제도화 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조선이 �經國大典�만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수는 없었

다. 조선은 �經國大典� 반포 이후에도 약 400년 이상을 국가로서 존속하 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 으로 수반되는 정치 ㆍ경제 ㆍ사회  변동에 응하기 

한 법제의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 기 때문이다. 이를 해 조선은 �經國大典�

반포 이후에도 법 을 보완할 수 있는 續 ㆍ謄 ㆍ通 ㆍ輯 ㆍ註解 등을 편찬

하 으며, 조  이후에는 �續大典�을 비롯한 �大典通編�ㆍ�大典 通� 등의 大

典類 편찬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 다. 

이 과정에서 기록 리제도 한 사회  변동을 반 한 형태로 보완되었다. 用

文字式條와 藏文書條를 비롯한 기록 리제도의 기본틀을 규정한 조문의 경우 본

질 인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공문서의 서식  문서 상통의 기

본 원칙이 체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기록의 생산ㆍ시행 사항을 규정한 조문들이 지속 으로 증

가하 고, 기록의 ㆍ변조나 무단 폐기  미시행 등에 한 처벌ㆍ제재 조치

에 한 규정이 �續大典�에서부터 다수 수록되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 후기 들

어 기록의 생산  활용 역이 확장됨과 함께 이에 따른 기록의 통제도 필연

으로 요구되었기에, 이와 같은 방향에서 법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

겠다.

주제어 : 기록 리, 문서행정, 경국 , 속 , 통편, 회통

투고일(2021. 7. 31),  심사시작일(2021. 8. 3),  심사완료일(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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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titutions and Change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Code of State in Joseon

74)

LEE, Hyeongjung *

Joseon was a country that pursued the rule of law. Early on, Joseon solidified its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經國大典�.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was also constitu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is law. �經國大典� was considered as permanent law by the rulers, however, in reality 

it needed change because of responding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variation.

To overcome this legal problem, Joseon continued to supplement and compile the law 

like �續大典�, �大典通編� and �大典 通�. As the laws were supplemented and 

compiled,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was also reorganized ans 

supplemented. 

Joseon’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ules which including form of official 

document were maintained until the late period. However the legal obligations and 

penalites which related records and archives were continuously enacted and supplemented 

in the latter. This means that records and archives were actively used in a wider public 

area, and then legal control of records ans archives was required in this situation in 

Joseon.

Key Words :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ocument administration,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Sokdaejeon(續大典), 

                Daejeontongpyeon(大典通編), Daejeonhoetong(大典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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