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내용 및 특징

김 문 식*

1. 머리말

2002년 3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한국고전자료를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수집∙정리

하기 위해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가운데‘국학고전연구’란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마련하

다. 이에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는 규장각에 소속된 학예직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

진팀을 구성하고,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이란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

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 다.1)

규장각에서 최초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총 81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5명, 연구

전임인력 20명, 연구원 5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과제 으며, 이는 7개의 사업팀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7개 사업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왕실자료 정리사업

2) 의궤류자료 정리사업

3) 문집자료 정리사업

4) 특수자료 정리사업(고문서, 고지도) 

5) 근 정부기록류 정리사업

1. 머리말

2.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

1) 사업내용

2) 참여연구자

3. 왕실자료의 내역

4. 왕실자료의 내용

1) 왕실의 연원

2) 왕실의 정치

3) 왕실의 학문

4) 왕실의 문예

5) 왕실의 역사서술

5. 왕실자료의 특징

6. 맺음말

�필자 : 단국 사학과 교수

1) 본 사업은 2002년 5월 9일 18:00에 온라인 접수를 마감했고, 5월 17일에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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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본자료 정리사업

7) 고 사자료 정리사업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 7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만 심사를 통과했

고 연구비도 크게 삭감되었다.2) 따라서 규장각에서는 연구인원을 총 52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3명, 연구전임인력 15명, 연구원 33명)으로 축소하고, 심사를 통과한 3개 사업

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하여 자료정리 사업에 착수했다. 3개 사업팀으로 구성된‘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은 2002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200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진행

되었다.

본고는‘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가운데‘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와 규장각

에 소장된 왕실자료의 전모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왕실자료

정리사업’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왕실자료의 내역, 내용, 특징을 차례로 정리하 으며,

맺음말에서 본 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하 다. 조선시 의 왕실자료에 관

심을 가진 관련 연구자들의 조언과 질정을 기 한다.

2.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개요

1) 사업 내용

‘왕실자료 정리사업’(이하‘본 정리사업’으로 약칭함)이란‘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

사업’을 구성하는 3개 사업 중 하나로서,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가운데 왕실자료를 선별하

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규장각은 1776년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처음 설치

한 이후 1910년 國이 멸망할 때까지 왕실 도서관으로 기능했고, 한말에는 궁궐 안에

있던 각급 기관과 지방의 4 庫에 보관되었던 서적들이 모두 합쳐졌다. 따라서 왕실자

료는 규장각이 소장한 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은 기초초사 및 해제 ⇒ 심화 해제 및 해설 ⇒ 정리 및

간행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본 전략을 세웠고, 구체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목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록화된 자료의 개별 해제를 작성하며, 마지막에 분류별

해설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 정리사업도 이 방식을 따랐는데 연차별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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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확정된 예산은 1차연도 7억 2,950만 원, 2차연도 7억 1,950만 원, 3차연도 7억 2,500만 원, 총 21

억 7,400만 원이었다.



① 1차 연도

1차 연도에는 왕실자료의 목록을 정리하는 사업에 집중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다.

하나는 왕실자료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규장각 도서 중에서 왕실자료를 선별

하여 재분류하고, 도서 원본을 열람하여 상세한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 목록은

해당 자료의 서지사항과 내용적 특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1종당 200

자 원고지 2매를 기준으로 하 으며, 총 2,200종 4,400매의 원고를 작성했다. 왕실자료의

분류는 기왕의 체제 신에 왕실자료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류체계를 채택했는데, 왕

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했다. 이 작업의 결과로『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목록』(875

면)이 작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시 에 작성된 규장각 도서목록을 조사하여 해당 도서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시 의 도서목록 5종을 선정

하고 여기에 수록된 6,475종의 도서명을 정리한 표를 작성한 다음, 현재 규장각에 그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표시했다. 이 작업에 활용된 5종의 도서목록과 각 목록에 수록

된 도서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

『 』 96종

『奎 』 700종

『 庫 』 1,800종

『 閣 』 179종

『奎 閣 』 3,700종

이상 5종의 도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현재 규장각에는 6,475종 가운데 3,706종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 약 42%의 자료가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망실된 자료는 장서각이나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망실된 경우도 있으리라

추정된다.3) 이 작업의 결과로『조선시 규장각 자료의 현황조사표』(147면)가 작성되었다.

② 2차 연도

2차 연도에는 왕실자료의 개별 해제를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해제를 작성할 때는 1차 연

도에 작성한 목록과 내용적 특성을 참조하고, 도서 원본을 다시 열람하면서 원고를 작성했

다. 해제를 작성할 때에는 판본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하나로 모았고, 해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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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재훈,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정리 현황」『奎 閣』26, 2003, 15면.



각 자료의 기초적 서지사항, 편저자, 간행연도, 도서의 체제와 내용, 왕실자료로서의 가치에

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원고의 표준화를 위해 사전에‘왕실자료 해제원고 작

성원칙’을 정리하여 두었으며, 원고량은 도서 1종당 200자 원고지 5매를 기준으로 했다. 

2차 연도의 작업 결과 1,480종 7,400매의 해제 원고가 작성되었고, 이는『규장각 소장 왕

실자료 해제(1)』,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2)』(총 1,141면)로 정리되었다.

③ 3차 연도

3차 연도에는 2차 연도에 해제를 작성하지 못한 자료의 개별 해제를 마무리하고, 분류별

해설을 작성하는데 집중했다. 개별 해제의 상이 된 자료는 1차 연도에 목록으로 정리된

2,200종 가운데 2차 연도에 해제가 작성된 1,480종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이다. 그리고‘분

류별 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류된 왕실자료의 5개 범주와 그 아래의 24개 세목에 해당

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을 말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동안 왕실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임의의

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는‘주제별 해설’에 해당한다. 분류별 해설과 주제별 해설의 원고는

논문식으로 서술하되 각 주제당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했다.

④ 사업 결과물

이상 3년간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4책

을 간행하 다. 이중 제1책에서 3책까지는 왕실자료의 총설, 5개 범주 및 24개 세목에 한

분류별 해설, 왕실자료의 개별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 다. 그리고 제4책에는 연구자가 임

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한 주제별 해설 33종과 1차 연도에 작성한『조선시 규장각 자

료의 현황조사표』를‘규장각목록소재도서 현재소장여부조사표’란 제목으로 수록하 다.

각 책당 면수는 제1책 456면, 제2책 664면, 제3책 504책, 제4책 548면 등 총 2,172면이다.

2) 참여 연구자

본 정리사업에는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1명, 책임연구원 5명, 연구원 16명, 보조연

구원 2명, 교열 1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책임연구원 5명을 팀장

으로 하는 5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연구원 2�3명을 추가 배치하여 팀제로 운 했다.

본 정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정옥자(서울 국사학과 교수) 2002. 8. 1.�2005. 7. 31.

공동연구원 김문식(서울 규장각 학예연구사) 2002. 8. 1.�200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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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4) 김남기(서울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2002. 8. 1.�2005. 7. 31.

김 심(서울 국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2005. 2. 28.

나종면(성균관 한문학과, 문학박사) 2002. 8. 1.�2005. 7. 31.

박봉주(서울 동양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2005. 7. 31.

정재훈(서울 국사학과, 문학박사) 2002. 8. 1.�2005. 7. 31.

연구원5) 김백철(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3. 2. 28. 

2005. 3. 1.�2005. 7. 31.

김태훈(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3. 8. 1.�2005. 7. 31.

민회수(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5. 3. 1.�2005. 7. 31.

박해남(성균관 한문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4. 7. 31.

송진(서울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2003. 3. 1.�2005. 7. 31.

안순태(서울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4. 3. 1.�2005. 7. 31.

우경섭(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5. 7. 31.

윤정(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5. 7. 31.

이은주(서울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4. 2. 28.

이현진(서울 국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5. 7. 31.

장유승(서울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5. 3. 1.�2005. 7. 31.

최재 (서울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2002. 8. 1.�2003. 2. 28.

한재표(성균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004. 8. 1.�2005. 7. 31.

권자 (서울 국사학과, 석사과정) 2002. 8. 1.�2005. 7. 31.

김 호(서울 국사학과, 석사과정) 2002. 8. 1.�2003. 7. 31.

백승호(서울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2005. 3. 1.�2005. 7. 31.

보조연구원 신훈민(서울 국사학과 학사과정)

최용묵(서울 국사학과 학사과정)

교열 송기중(서울 국어국문학과 교수) 2003. 8. 1.�2005. 7. 31.

3. 왕실자료의 내역

왕실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숙종이

창설한 규장각은 , , 와 같은 국왕 및 왕실 관련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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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정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박사학위 후 작성한 논문의 편수와 교육 경력에 따라 책임연구원과 선

임연구원으로 구분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책임연구원이 되었다. 특히 본 정리사업에서는 정재

훈 박사와 김남기 박사가 자료의 분류, 원고 작성, 원고 수합, 원고 교열, 중간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혀둔다.

5) 연구원은 석사과정(재학, 수료), 박사과정(재학, 수료) 등으로 구분하 다. 본 정리사업이 진행되는 동

안 연구원 중에는 소속이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정조가 이를 정치기구로 개편한 이후에도 조와 정조의 어제를 정리하는 기능을 위주로

했으며, 한말에는 4 사고의 閣에 보관되었던 왕실 관련 서적들이 규장각으로 일괄

편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왕실자료가 규장각의 핵심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까지 규장각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 소장된 고도서는 經 의 분류법에 따라 정리

되어 왔고, 왕실자료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정리해 본 경험은 하다는 것이 문제 다.

필자는 기왕에 발표한 논문에서 왕실자료의 범위를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제시했다.6)

첫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자료

둘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사용한 자료

셋째, 국왕 및 왕실 가족을 상으로 한 자료

넷째, 왕실의 서고에 보관된 자료

이상에서 앞의 세 가지는 분명히 왕실자료이므로, 이를 합하여‘왕실자료란 국왕 및 왕

실 가족이 직접 작성 혹은 사용했거나 이들을 상으로 한 자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가령『조선

왕조실록』이나『승정원일기』와 같은 연 기 자료나 宮 문서, 內 문서와 같이 왕실

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왕실자료로 볼 것인가에 해서는 見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정리사업에서는 국왕 및 왕실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모두 왕실자료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최 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왕실자료를 내용에 따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예술, 왕실의 역사서술, 왕실의 재정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7)

이를 보면 왕실자료에 해당하는 도서는 총 3,484종 30,356책에 이르는데, 이는 규장각 소

장 도서의 17.3%에 해당한다.8) 즉 규장각에 소장된 5책 중에서 1책 정도는 조선시 의 왕

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인 셈이다. 또한 왕실자료 중에서는 역사서술에 관한 것이 40.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부분은『 』『 』『 記』『

』과 같은 연 기 자료로서 모두 國 로 지정되어 있다.9)

그런데 본 정리사업에서는 <표 1>에 제시한 자료를 모두 상 자료로 하지는 못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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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문식, 「조선시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국학연구』2, 한국국학진흥원, 2003, 24-25면.

7) 본고에서 제시된 왕실자료의 종수는 동일한 내용의 책이면 판본을 구별하지 않고 1종으로 계산했다.

8) 현재 규장각에는 奎본 고도서 148,819책, 古본 고도서 19,634책, 문고본 고도서 6,382책을 합하여 총

175,915책의 고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9) 『 』1,229책은 국보 제151호, 『 』2,329책은 국보 제153호, 『 記』3,243책은

국보 제303호, 『 』273책은 국보 제15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내용 및 특징 143

10) 왕실의 의식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의궤를 546종 2,700책으로 계산했다. 이는 한 우, 「조선시 軌

편찬과 軌 조사연구」『규장각 소장 軌 종합목록』, 2002, 20면의 통계를 따른 것인데, 정확한

책수를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

<표 1>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 내역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백분율(%)

왕실의 족보 3,574(327)

왕실의 연원 4,309(523) 왕실의 전기 419(78) 14.2(15.0)

왕실의 유적 316(118)

군왕의 명령 1,314(114)

신민의 진언 326(34)

군왕의 교육 99(30)

왕실의 의식 3,221(753)10)

왕실의 정치 5,776(1,058) 정책(국방) 107(8) 19.0(30.3)

정책(문자 교화) 53(9)

정책(인재선발) 182(10)

정책(재판) 53(5)

정책(궁내부) 421(95)

왕실의 도서목록 53(30)

국왕 명편 경서 1,217(24)
왕실의 학문 1,689(75) 5.6(2.2)

유교사상 387(16)

불교사상 32(5)

국왕의 시문 1,230(73)

군신의 창화 186(33)

왕실의 서화 46(29)

왕실의 문예 2,769(181) 왕실의 서간 4(3) 9.1(5.2)

국왕 명편 시문 1,202(23)

왕실 선양 시가 79(11)

기타 22(9)

정사의 편찬 2,299(40)

연 기의 편찬 7,892(92)
왕실의 역사서술 12,360(516) 40.7(14.8)

잡사의 편찬 1,302(160)

사서의 보관 867(224)

왕실의 토지 632(612)

왕실의 재정 3,453(1,131) 왕실의 토지수입 1,639(367) 11.4(32.5)

왕실의 재정 1,182(152)

계 30,356(3,484) 100(100)



저 2,700책에 이르는 軌가 제외되었는데, 이는‘규장각 소장 국학자료 정리사업’중에 의

궤류자료만을 다루는 별도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실의 재정에 관한 모든 자료

가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데다가 특히 內 문서는

‘근 정부기록류’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의 통치 행위 가운데 재판, 宮

內 와 관련된 자료가 제외되었고, 역사서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 기와

의 보관에 관한 자료가 제외되었다. 후자를 제외한 것은 최근 규장각에서『조선왕조실록』

과 형지안류 자료에 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정리사업에서는 이상의 자료를 제외한 총 1,363종 14,870책이 상 자료가 되었

다. 앞서 사업내용에서 제시한 상 자료는 총 2,200종이었는데 이것이 1,363종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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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왕실자료 정리사업’의 상 자료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왕실의 족보 3,574(327)

왕실의 연원 4,309(523) 왕실의 전기 419(78)

왕실의 유적 316(118)

군왕의 명령 1,314(114)

신민의 진언 326(34)

군왕의 교육 99(30)

왕실의 정치 2,502(384) 왕실의 의식 421(179)

정책(국방) 107(8)

정책(문자 교화) 53(9)

정책(인재선발) 182(10)

왕실의 도서목록 53(30)

국왕 명편 경서 1,217(24)
왕실의 학문 1,689(75)

유교사상 387(16)

불교사상 32(5)

국왕의 시문 1,230(73)

군신의 창화 186(33)

왕실의 서화 46(29)

왕실의 문예 2,769(181) 왕실의 서간 4(3)

국왕 명편 시문 1,202(23)

왕실 선양 시가 79(11)

기타 22(9)

정사의 편찬 2,299(40)
왕실의 역사서술 3,601(200)

잡사의 편찬 1,302(160)

계 14,870(1,363)



든 이유는, 후자의 경우 판본은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1종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단 개별

해제에서는 판본이 다르면 번호를 구분하여 따로 해제함으로써 판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의 <표 2>는 본 정리사업의 상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4. 왕실자료의 내용

본 정리사업은 왕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왕실자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왕실의 연원

국왕과 왕비, 그들의 직계 과 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만든 자료를 말한다.

이는 다시 왕실의 족보, 왕실의 전기, 왕실의 유적으로 구분된다. 

① 왕실의 족보

‘왕실의 족보’는 국왕의 친인척에 관한 인적사항을 조사한 기록으로, 국왕의 은

과 을 모두 포함하지만, 국왕의 은 왕비의 가문인 만 상으로 했다. 왕실의

족보는 흔히‘ ’라 하는데, 선원보는 에서 매 3년마다 수정 작성하고 을

만들어 4 庫에 보관했다. 현재 규장각에 4천여 책의 선원보가 있다. 

처음에 선원보는 국왕의 직계를 기록한『 』, 국왕의 아들을 기록한『 』, 국왕

의 딸을 기록한『 』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숙종 이후에는 이를 모두 종합

한『 系 記 』이 만들어져 왕실의 족보를 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왕의 內 과

이 각각 6 까지 기록되어 있다. 『 寧 』은 왕비의 가문을 기록한 족보인데, 寧

에서 매 3년마다 수정 작성하 으며 왕비의 친정 9 까지를 기록했다. 숙종 이후로는 왕

비의 직계를 정리한『 』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했다.

② 왕실의 전기

‘왕실의 전기’는 왕실 가족의 일생에 관한 기록으로, 조선시 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왕

실 인물과 중국 제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고조선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 (김유신), 駕 國 의 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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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 또한 국왕과 왕비가 죽으면 각종 을 지어 그 덕행을 기렸는

데, 여기에는 , , , � , , 記 등이 있다. 

규장각에는 이들 자료가 개별적으로 남아있거나‘� ’, ‘� ’이란 제목으로 특정

인물에 관한 기록을 편집한 경우가 있으며, 숙종 이후에는 이들을 종합한『 紀』

가 편찬되었다. 그리고 국왕과 왕비의 , , 와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행적을 기

록하거나, 역 국왕의 행적을 축약한 역사서, 왕실의 계통을 도표와 문자로 기록한 系

자료가 있다.

③ 왕실의 유적

‘왕실의 유적’은 국왕 및 왕실 가족의 출생, 성장, 생활, 죽음에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왕실 가족의 출생과 관련하여 의 조성, 의 봉안, 태실의 加 , 의 개수에 관한 자

료가 있는데, 태조에서 조까지 태봉 관련 자료를 편집한『 』이 표적이다. 최근

에는 장서각에 소장된 3점이 공개되었는데, 『태봉등록』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자료

이다.11)

다음으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궁궐 건물에 관한 宮闕 와 閣의

, 記 , 왕실 가족이 탄생, 방문했거나 거처했던 건물에 관한 , 그림, 記 이 있으며,

역 왕조의 ∙ 을 추숭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과 비석에 관한 자료가 있다. 

기타 �∙ ∙ 의 조성, 수리, 관리에 관한 와 , 왕실 가족 및 고위 관리의

을 탁본한 자료가 있다. 

2) 왕실의 정치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참여하여 수행한 각종 정치적 활동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는 다

시 국왕의 명령, 신민의 진언, 군왕의 교육, 왕실의 의식, 정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책에 있

어서는 국방, 문자 교화, 인재선발에 해 검토했다.

① 국왕의 명령

‘국왕의 명령’은 왕조국가 정치의 출발점이 되는 국왕의 명령을 기록한 것으로 , 

, 敎 , 敎 , 功 �券, 功 , 敎, 敎, , �, 등이 있다. 

와 는 국왕이 후계자에게 교훈과 勸誡를 내리는 것으로, 세조의『 』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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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점은「 」「 」「 加 」이다. 이에 해서는

윤진 , 「장서각 소장의 3점」『 閣』13, 2005, 133-141면을 참조.



의『 』이 표적이다. 敎 는 국왕이 신료에게 官 , , 토지, 노비 등을 내리는

문서로 선조가 최흥원에게 내린 교지 25건을 모은『 』이 있고, 敎 는 국왕이 내리

는 훈유서 내지는 선포문으로 한제국 시기에 내려진『 』과『 』등이 있다. 

功 �券은 조선시 에 28차례에 걸쳐 功 혹은 功 에게 내려진 녹권을 말하며,

功 은 공신 후손의 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인조 이후 역 공신의 자손

들을 소집하여 를 거행한 3종의『功 』이 표적이다. 

국왕의 명령인 敎와 이를 법령 형태로 다듬은 敎는 법전의 조문을 보완하는 것인데,

수교를 정리한『 敎 』과 수교 모음집인『 敎 』이 있다. 과 �은 국왕이

에게 내린 명령 문서인데, 조에서 고종까지 45종 585부의 윤음이 있다. 는 국왕이

관찰사∙병마사 등 군 지휘관에게 보내는 비 문서인데, 그중에는 1907년 고종이 양위

하고 군 가 해산된 후 전국에서 무장 의병이 일어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내린 17종의

유서가 있다.

② 신민의 진언

‘신민의 진언’은 국왕과 왕실의 정치를 보좌하는 신민의 진언에 관한 자료로 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신민의 진언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헌부, 사간원, 경연과 같

은 국가의 주요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관청의 진언, 현직 관료나 지방 유생들이 개별

적으로 올리는 신민의 개별 진언, 국왕의 求 에 호응하여 상소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다. 『己 』는 1659년 의 복제를 둘러싸고 올려진 신하들의 과 국왕

의 을 정리한 책이다.

③ 국왕의 교육

‘국왕의 교육’은 經 ∙ 으로 표되는 국왕과 왕세자 교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국

왕을 교육시키는 경연은 講인 講∙ 講∙ 講과 , 로 구성되는데, 법강에서는

주로 사서오경과 유학서를 강의하고 소 , 야 에서는 역사서를 강의하도록 규정되었다. 

규장각에는 조선 국왕들이 학습한 과목을 정리한 책자, 경연에서의 토론을 정리한 각종

일기와『 』이 있으며, 인 최한기의『講官 』이 있다. 왕세자를 교육시키는 서연

은 경연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연에서의 토론을 정리한『 』, 『 講

』, 『 講 』, 『 』등이 있으며, 왕세자 교재로 편찬한『 』, 『 』이 있다.

④ 왕실의 의식

‘왕실의 의식’은 敎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궁중의식의 이념과 수행 절차에 관한 자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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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가전례는 吉 ∙嘉 ∙ ∙軍 ∙ 등 로 구성되는데, 전체를 다룬

에는『國 』, 『國 』, 『國 考 』, 『國 』, 『國

』, 『 官 考』, 『國 』이 있다. 또한 혼례에 관한『國 』, 『吉

』, 『 』, 『 』, 『 嘉 考 』, 에 관한 과 이 있으며, 國

과 관련한『 』, 『 』, 『國忌』, 『 』이 있다. 

사신의 접 에 관해서는 중국 사신의 접 에 관한『 館 』, 『 』, 『

』, 『 』, 『뷜 』, 일본 사신의 접 에 관한『 客 』, 『

』, 『 客 記』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에 관한 과 記, 국왕 및 왕실 가족이 행차할 때의 행렬과 호위

상황, 왕실 제사에 관한 자료가 다수 있다. 

④ 왕실의 정책 - 국방∙문자∙교화∙인재선발

‘국방정책’은 국방정책의 지침이 되는 와 를 말하는데, 『 』, 『 』,

『 南』, 『 』, 『 』, 『 』, 『 』등이 있다. 

‘문자 교화정책’은 문자, 음운, 아동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말하는데, 『 』, 『 奎

』, 『 』, 『 』, 『 考』등이 있다.

‘인재선발 정책’은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한 내용을 밝힌 자료들인데, 정조 의

이 부분이다. 

3) 왕실의 학문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생산했거나 국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자료 및 도서목록을 말한

다. 이는 왕실의 도서목록, 국왕 명편 경서, 유학사상, 불교사상으로 구분된다.

① 왕실의 도서목록

‘왕실의 도서목록’은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열람한 도서목록을 보여주는 자료로『奎

』과『內閣 』을 비롯하여, 궁궐 내의 庫인 庫, , 閣, , ,

, 閣 등의 소장 도서에 관한 목록이 있다.

② 국왕 명편 경서

‘국왕 명편 경서’는 국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경서로, 經에 해당하는『 經 』,

『 經 』을 비롯하여, 經, 에 관한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정조가 초계문신과 경서

를 토론한 講 류 자료가 많으며, 『 』, 『� 』와 같이 경서의 학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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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해 특별히 편찬된 서적도 있다. 

③ 유교사상

‘유교사상’은 성리학에 관한 자료로 그 시기가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던 , 정조 에 집

중되어 있다. 조 에 편찬된 것으로는『 』, 『여사서언해』, 『古鏡 』, 『 經』,

『 』, 『종덕신편언해』등 9종이 있으며, 정조 에 편찬된 것으로는『 』, 『

』, 『 公 』, 『 』등 6종이 있다.

④ 불교사상

‘불교사상’은 조선 왕실에서 편찬한 불교 관련 자료로 15세기에 편찬된 언해자료인『

經 』, 『 嘉 歌南 繼 』, 『 經 』를 비롯하여, 『

』, 『 祈 偈』가 있다. 조선왕조는 강력한 억불정책을 폈기 때문에 왕

실자료에 포함된 불교 자료는 많지 않다.

4) 왕실의 문예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제작한 , 와 국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서적과 시문, 왕

실 인물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歌를 말한다. 이는 국왕의 시문, 군신의 창화, 왕실의 서

화, 왕실의 서간, 국왕 명편 시문, 왕실 선양 시가로 구분된다.

① 국왕의 시문

‘국왕의 시문’은‘ ’라고 표현되는데, 국왕이 로서 에게 내린 , 국왕이

과 를 기리는 , 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 지은 , 국왕 개인의 일상적 생활과 정서를

기록한 등이 있다. 국왕의 문집으로는 인종, 조, 장헌세자(장조), 정조, 고종의 문집과

여러 국왕들의 시문을 합하여 편집한『 』와『 』가 있으며, 국왕이 지은

중에서 숙종, 조, 정조가 지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 

② 군신의 창화

‘군신의 창화’는 국왕과 왕비의 즉위, 탄일, 능행, 종묘 제사, 사직 제사, 왕세자와 왕세손

의 책봉, 리청정, 耆 , 과거 시험, 서적 편찬 등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국왕이 연회를

베풀면서 신하들과 시문을 한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선시 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는데, 세조, 성종, 숙종 의 것이 각 1종, 조 19종, 정조 36종, 철종 2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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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왕실의 서화

‘왕실의 서화’는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제작한 서화를 말한다. 고려시 의 것으로는 공민

왕의 < >가 유일한데 후 에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국왕의 필적을 모

은『 』은 6종이 있으며, 선조, 효종, 숙종, 경종, 조, 정조, 익종, 고종, 흥선 원군

의 개인 필첩이 있다. 『 』은 1885년(고종 22)에 고종이 쓴 궁궐의 현판 씨를 모

은 것이다. 

④ 왕실의 서간

‘왕실의 서간’은 왕실 가족이 쓴 편지로 순원왕후, 익종, 흥선 원군의 편지가 있다. 국

왕이 신하에게 내린 편지는『열성어제』에 수록되었지만, 이를 별도로 모은 책은 없다. 

⑤ 국왕 명편 시문

‘국왕 명편 시문’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 각급 관청에서 편찬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문

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시문집으로는『 』2종, 『 』, 『 』, 『 멋

�』, 『 멋� 』, 『 』이 있으며, 중국의 시문집으로는『 』, 『 』,

『 』, 『 』, 『 』, 『 』, 『 』, 『 』등이 있다. 

이외에도 왕명으로 간행된 개인 문집으로 월산 군, 김진규, 남유용, 김덕령, 임경업, 양

성지, 차천로, 채제공, 정도전, 이순신, 박은, 조문명, 양 박 등의 문집이 있다.

⑥ 왕실 선양 시가

‘왕실 선양 시가’는 궁중 연회나 의식에서 국왕의 덕을 기리는 , 歌 , 를 말한

다. 『 歌』, 『國 』, 『 歌 』, 『 』, 『익일악쟝』, 『 』등이 있다. 

⑦ 기타

정조의 활쏘기 기록인『 古 』3종과『 』, 채득기가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봉림 군을 모시며 주고받은 시문인『君 』, 이곤수와 이면승이 정조와 수창한『

�』, 『感 』, 주정섭이 조선시 함경도 일 에서 시행된 향약을 정리한『 』이 있다.

5) 왕실의 역사서술

국왕 및 왕실가족에 관한 역사서로서, 이는 다시 의 편찬, 記의 편찬, 의 편

찬, 사서의 보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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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사의 편찬

‘정사의 편찬’은 국왕을 역사기록의 주체로 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로서

『 國 』, 『 國 』, 『高 』, 『高 』, 『 國 鑑』이 있다. 『 國 記』는

1512년(중종 7) 경주에서 간행한 현존 최고본이며, 중국 사서로는『 記』, 『 』, 『

』, 『 』, 『 紀』가 있다. 

② 연 기의 편찬

‘연 기의 편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 가장 표적이다.

③ 잡사의 편찬

‘잡사의 편찬’은 정사와 연 기를 제외한 여러 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紀 , 記, 

으로 구분된다. 紀 는 내용에 따라 다시 관련 자료, 왕 별 자료, 자료로 구분되

고, 記와 은 내용에 따라 국왕 호위, 동궁일기, ∙ 관련 자료로 구분되

기도 한다. 특히 동궁일기는 및 의 나이에 따라 記, 記, 講

記, 講 記, 宮 記로 구분되는데, 세자 및 세손의 일일 동정과 학습 내용을 상세

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④ 사서의 보관

‘사서의 보관’은 왕실의 역사서를 보관 관리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로, 4 庫와 각종

庫에 서적을 봉안하거나 �할 때 작성한 585책의 이 있다. 이는 상 서적이나

서고에 따라 , , 監 軌 , 奎 閣 , 敬 閣 으

로 구분되는데, 실록형지안과 선원록형지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 왕실자료의 특징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국왕 및 왕실가족의 활동 전반을 두루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정리사업에서는 왕실자료를 왕실의 연원, 왕실의 정치, 왕실의

학문, 왕실의 문예, 왕실의 역사서술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공식 활동과 이를 통해 생산된 창작물은 물론이고, 궁중 내에서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 의 왕실문화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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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규장각의 왕실자료에 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의 작성 시기가 숙종 이후 , 정조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18세기에 집중된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실제로 이

시기에 생산된 자료가 많았다. 숙종, 조,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실의 계보와 선

국왕들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으며, 정조가 규장각을 창설할 때에도 선왕인 조

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을 그 첫째 임무로 꼽았다. 또한 18세기의 국왕들은 국가 기강을 바

로잡기 위해 국가전례를 집중적으로 정비했는데, 이를 통해 왕실의 의식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규장각의 역사를 볼 때 자료 수집이 18세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

다. 왕실자료는 조선전기에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두 차례의 전란을 통해 많이 소실되었다.

규장각은 처음 숙종에 의해 왕실의 물품을 보관하는 건물로 만들어졌고, 정조는 이를 계승

하면서 자신을 보좌할 친위 학자를 양성하고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기구로 개편했다.

따라서 규장각에는 숙종, 조, 정조 에 만들어진 자료가 집중적으로 소장되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왕실자료에는 활자본, 목판본과 같은 인쇄본이 절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왕실자료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활동과 권위를 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활자 또는 목판으로 인쇄되어 지방에까지 보급되는 예가 많았다. 그런

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는 궁궐 안의 서고와 지방의 4 庫에 분산되었던 책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가 으로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奎 』

『� 關 稿』『 』의 예에서 보듯, 활자본이나 목판본의 저본이 되는 필사본도 많이

남아있어, 이들 자료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왕실의 의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조선시 는 보

다는 의 시 이고 을 중시한 시 으므로, 체제 정비의 토 가 되는 법전의 편찬

만큼이나 국가전례서와 의 편찬이 중요했다. 기본 법전인『經國 』이 편찬됨과 동시

에『國 』와『 軌 』이 편찬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규장각에는『국조오례

의』나『춘관통고』와 같이 전체를 다룬 이외에도 軌, , 記, , ,

, , , 記 등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국가전례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를 이념형으로 하는 조선시 의 국정운 시스템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3년 동안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진행한‘왕실

자료 정리사업’의 개요와 상 자료, 왕실자료의 내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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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본 정리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본 정리사업이 규장각에 소장된 왕실자료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

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연구자들은 2,200종의 왕실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

데, 이는 본 정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인원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 다. 그러

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왕실자료는 3,400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마저도 내용이 동일하

면 판본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이므로 실제 왕실자료의 종수는 4천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득이 우선적으로 정리할 상 자료를 선별했고, 그 과정에서

2,121종 15,486책이 상에서 제외되었다.12) 본 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자료의 내역은 <표

3>과 같은데, 이들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기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18세기에 집중된 것은 특징인 동시에 한계이기

도 하다는 것이다. 규장각의 자료는 왕실도서관을 계승한 자료인데, 16, 17세기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궁궐이 불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료는 소실된 것이 많다. 의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는 조선전기부터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600년에 제작된 의궤

가 가장 최초의 것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실제로 규장각에 소장된 전체 자료

중에서 조선전기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조선전기의 자료는 개인 소장가

나 지방의 古家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규장각의 왕실자료가 주로 18

세기 이후의 자료라고는 하지만, 조, 고종, 순종 의 자료는 장서각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 자료에는 특히 조, 고종, 순종 에 작성된 필사본 유일본이 많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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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왕실자료 2,121종 15,486책에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한 軌 546종 2700책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왕실자료 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자료

장 제목 책수(종수) 절 제목 책수(종수)

왕실의 의식 2,800(574)

왕실의 정치 3,274(674) 정책(재판) 53(5)

정책(궁내부) 421(95)

연 기의 편찬 7,892(92)
왕실의 역사서술 8,759(316)

사서의 보관 867(224)

왕실의 토지 632(612)

왕실의 재정 3,453(1,131) 왕실의 토지수입 1,639(367)

왕실의 재정 1,182(152)

계 15,486(2,121)



세 번째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 고궁박물관(구 궁중유물전시관)13)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왕실자료는 각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

다는 하나의 행사나 목적을 위해 여러 자료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선왕을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종묘에 올려질 와 이 제작되고, 은 필사본이

나 탁본이 만들어지며, 그 행사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의궤가 작성된다. 또한 이때의 책문

을 국왕이 직접 지었으면 , 직접 썼으면 이 남게 된다.14) 결국 이 행사를 통해 왕실

자료는 보, 책, 책문, 의궤, 어제, 어필 등의 형태로 남게 되므로, 이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

각, 장서각, 고궁박물관의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규장각의‘왕실자료 정리사업’은 왕실자료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최초의 사업이다. 처음 시도된 사업이니 만큼 왕실자료의 범주를

정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분류법에 익숙

한 연구자들로서는 왕실자료의 분류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정리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왕실자료의 분류를 수정했으며, 이제 그 결과

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완성품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학계

에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부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완성된 분류 체계가 갖

추어지기를 기 한다. 

왕실자료는 규장각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왕실자료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일상사와 조

선시 의 국정 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본 정리사업은 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연구자에게 최 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앞으로 왕실자료 연구가 더

욱 활성화되어 본 사업의 결과물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면, 필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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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립 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경복궁 안 옛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에서 개관되었다. 고궁박물관

은 1992년 덕수궁 석조전 건물에서 출범한 궁중유물전시관의 소장품과 종묘에 있던 器 , 4 궁궐

등에 분산되었던 문화유산을 합하여 총 4만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게 되었다.

14) 김문식, 앞 논문, 2003, 46면.



<부표 1>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분류(5개 범주, 24개 세목)

1. 의

1) 왕실의

2) 왕실의 記

3) 왕실의

2. 의

1) 국왕의

2) 신민의

3) 국왕의 敎

4) 왕실의

5) 왕실의 : 國

6) 왕실의 : ∙敎

7) 왕실의 : 

3. 의

1) 

2) 經

3) 유교사상

4) 불교사상

4. 의

1) 국왕의

2) 君 의

3) 왕실의

4) 왕실의 簡

5) 국왕

6) 왕실 歌

7) 기타

5. 의

1) 의 편찬

2) 記의 편찬

3) 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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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주제별 해설 목록

1. 『 系 記 』改刊의 양상

2. 조선시 왕실의 족보 ─『 』

3. 『 紀』에 나타난

4. 『 』과『 』의 편찬과 의미

5. 정조 사적의 정비와『 』의 편찬

6. 『國 』와『 』의 편찬과 의의

7. 『國 』의 편찬과 의의

8. 왕실의 嘉 ∙ 절차와 의미

9. 의 과

10. 왕실의

11. 왕실의

12. 왕실의

13. 국왕 관련 서적의 편찬 추이와 의미

14. 왕실에 한 과 ─ ∙ 를 중심으로

15. 조선시 의‘ ’

16. 왕실에 한 과 ─ 의식을 중심으로

17. � 의 절차와 의미

18. 왕실의

19. 조선시 의 운 과 記

20. 조선시 功 � 의 내용과 의미

21. 敎∙ 敎 류의 내용과 의미

22. 연간 의 반포와 의미

23. 의 간행과 정조 의 인재 선발

24. 시기 諫의 활동과 성격

25. 조선 왕실의 經 ─『 經』

26. 조선 왕실의 經 ─『 經』

27. 『 』의 편찬과 국왕 시문의 특징

28. 宮 記 의 편찬 추이와 의미

29. 국왕 비서기관 관련 記 의 고찰

30. 왕실 호위조직의 변화와 의미

31. 조 國 의 편찬과 의미

32. 정조 國 의 편찬과 의미

33. 규장각 소장 의 현황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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