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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98년에 목 으로 간인한 �五經百篇�은 권1 �易�, 권2 �書�, 권3 �詩�, 권4 �春

秋�, 권5 �禮記�를 각기 한 책으로 장책한 5卷 5冊으로 구성되었다.1)1)�오경백편�

은 정조가 오경에서 100편의 을 직  선정한 御定書로 1794년에 편찬을 시작

하여 1795년에 완성하 다.2)2)서책을 목 으로 간인하기 해서는 목 에 刊本을 

뒤집어 붙인 후 각수가 자를 새기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간본을 正書하는 과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목 본 �오경백편�의 서지사항은 ‘38.5×23.4cm, 四周雙邊, 

半郭 26.2×18cm, 有界, 7行 14字, 注雙行, 上下內向二燁花紋魚尾’이다.

2) 정조는 1795년에 책이 완성되자 �五經百選�으로 명명하 는데, 1798년에 ‘選’字의 뜻이 변별

하여 버리고 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選’을 ‘篇’으로 고쳐 �五經

百篇�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경백편�으로 통칭하고 본의 고유서명은 �오경백선�

으로 칭하 다. 민족문화추진회, 2000 �국역홍재 서� 제165권, ｢일득록｣5, ‘문학’5,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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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繕寫라고 하는데 �오경백편�의 선사는 1795년과 1797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루어졌다.

정조는 慶尙監營의 營吏에게 狀啓體로 �오경백편�을 선사하게 하 다. 정조의 

�오경백편� 선사 로젝트에 참여한 權啓萬(17671849년)은 �內閣繕寫日 �(古

4254-53)을 기록하 다.
3)

3)이 일기는 규장각에서 �오경백편�을 선사하 던 1797

년을 심으로 규장각 출장의 배경과 감회, 선사에 한 시상 등을 담고 있다.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내각선사일록�은 권계만이 해서체

의 작은 씨로 정갈하게 쓴 1책 44장의 일기이다.
4)4) 

�내각선사일록�은 18세기 경상감 의 리가 정조가 명한 �오경백편�의 선사 

로젝트를 기록하 다는 에서 여타의 기록과는 구별되는 특징과 가치를 지닌

다. 이 일기의 가장 큰 가치는 어정서인 �오경백편�을 목 으로 어낼 때 필요

한 간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해 당사자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다. 

�오경백편�의 간본을 寫字官이 아닌 경상감 의 리가 선사하 다는 사실은 

남의 질박하고 돈후한 서체를 취한 정조의 의도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언 한 

바 있다.
5)

5)그러나 �오경백편�의 字樣이 완성되기까지의 선사 과정에 한 상세

한 고찰은 시도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내각선사일록�을 분석하여 목

본 �오경백편�의 자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선사 과정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필사본 �오경백선� 3건의 특징과 가치

를 밝히게 될 것이다.

�오경백편� 선사 로젝트를 추진하기 해 규장각은 경상감 과 關․牒呈․

有旨․狀啓 등의 공문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 다. 권계만은 리의 시각으로 

3) �내각선사일록�은 ｢五經百選繕寫時日 ｣을 가운데 두고 앞에 2편의 서문과 뒤에 李晩秀

의 ｢五經百篇答聖問｣이 있으며 5편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기를 쓴 권계만은 �오

경백편�을 선사한 김동락․권 순․권일빈․권명상과 함께 1824년에 간행된 �安東鄕孫事

蹟通 �의 ‘繕寫’ 항목에 수록되었다.

4) �內閣繕寫日 �(古4254-53), 權啓萬 著, 筆寫本, 1冊 44張, 31.5×20.5cm.

5)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 2000 ｢《內閣繕寫日 》해제｣ �韓

國史論� 43,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양진석, 2005 ｢조선시

 필사의 주체와 필사본 제작｣ �한국사 시민강좌� 37,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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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해당 일자에 일일이 기록해 놓았다. 권계만이 �내각선사일록�에 등서

한 공문서들은 본 논문의 <부록>에 제시하 다. 이후 본 논문에서 언 하는 공

문서의 호안의 번호는 <부록>의 순번에 해당한다.
6)6)

규장각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정조의 명을 받아 직  有旨를 발 하고 祗受

狀啓를 수취하 다. 이와 같은 규장각의 문서행정은 館閣기구로서 규장각의 운

과 그 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오경백편�의 선사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규장각의 문서 행정을 고찰함으로써 규장각 운 의 실

상과 그 상을 밝히고자 한다.

선사 리들은 정조가 직  편찬한 어정서인 �오경백편�을 선사하 다는 것으

로 여러 가지 특별한 처우를 받았다. 선사 리들에게 정조가 내린 가장 특별한 

처우는 營房에서의 승진이었고 다음으로는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의 日給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4장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시상과 하사한 음식 등 선사 리

들에 한 처우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오경백편�의 字樣과 繕寫

1) 정조의 서체 과 �오경백편�의 字樣

정조는 서책의 書體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에 해서 정조

에 만들어진 활자와 冊板의 서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776년에 규장각을 

창립한 정조는 규장각이 서책을 수장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서책을 오래도

록 간인한 후에야 혜택이 사방에 이르게 되어 사람들의 지식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조 에 편찬된 153종 3,991권에 이르는 방 한 서

책들  44%에 해당하는 68종이 활자나 목 으로 간인하여 보 하 다.
7)7)   

6) <부록>의 표에서 ‘근거’는 각 공문서를 발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근거’란에 기입

된 숫자는 <부록>의 ‘순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에서 수한 문서를 근거로 발 된다는 

의미이다.

7) 김문식, 앞의 책(2000), 4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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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세손 시 부터 서책의 보 을 해 활자에 심을 가지고 5차례에 걸

쳐 100만여 자에8)이르는9)壬辰字(1772년)
8)
․丁酉字(1777년)

9)
․壬寅字(1782년)

10)
10)･

生生字(1794년)
11)

11)․整理字(1796년)
12)
를12)만들었다. 임진자와 정유자는 자 모양

이 조  커서 經部와 史部를 인출하는 데에는 좋으나 子部와 集部를 인출하기는 

불편하 다. 그래서 임인자를 주조하여 주로 자부와 집부를 인출하 다. 정조 말

년에는 국의 字典體에 근거한 정리자를 많이 사용하 다.
13)13)

정조는 1794년에 창경궁에 있는 옛 홍문  건물을 수리하여 [奎瀛新府]라는 

편액을 걸고 규장각에 소장하 던 활자를 옮겨 보 하게 하 다. 이후 정조가 

편찬한 어정서를 목 이나 활자로 간행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곳에서 하 다. 정

조가 이곳의 명칭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규장각 각신들은 임시로 ‘감인소’라

고 불러 오다가 1796년에 12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정조는 ‘鑄字所’로 부르도록 

명하 는데 이는 태종 때(1403년)의 고사를 따른 것이다.

1797년에 활자로 인출한 �춘추좌씨 �은 정조의 서체 을 잘 보여 다. 정조

는 계문신 이서구 등에게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의 범례를 따라 �춘추�의 원

문을 ‘綱’으로 하고 �좌씨 �을 ‘目’으로 하여 經과 傳을 상호 긴 하게 연결시켜 

읽을 수 있도록 편찬하게 하 다. 정조는 �춘추�의 ‘천하를 하나의 통일된 질서

아래에 편제한다’는 大一統 정신을 강조하기 해 ‘강’은 大字로 쓰고 ‘목’은 

字로 써서 경을 높이는 체제를 명백히 하 다. 

정조는 �춘추좌씨 �의 ‘春秋綱字’를 동지돈녕부사 曺允亨과 인천부사 黃運祚

에게 선사하게 하여 1797년에 ‘春秋綱字’ 5,260자를 만들었다.
14)

14)‘춘추강자’를 이

 8) 壬辰字는 1772년에 정조가 조에게 청하여 세종조의 甲寅字를 字本으로 삼아 교서 에

서 15만자를 주조한 활자이다.

 9) 丁酉字는 1777년에는 평안도 찰사 서명응에게 갑인자를 자본으로 하여 15만자를 다시 

주조하여 규장각에 수장한 활자이다.

 10) 壬寅字는 1782년에 평안도 찰사 서호수에게 韓構의 씨를 자본으로 삼아 8만여 자를 

주조하게 하여 규장각에 수장한 활자이다.

11) 生生字는 1794년에는 국의 字典體를 사용하여 大字와 字 32만여 자를 만든 목활자이다.

12) 整理字는 1796년에 생생자를 자본으로 삼아 30만여 자를 주조한 속활자이다.

13) 김문식, 앞의 책(2000), 14-16면.

14) �鑄字所應行節目�(奎貴7909), ｢活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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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필체로 한 것은 두 사람이 당 의 명필이기도 하지만 명의리론을 견지하

며 청에 끝까지 항한 曹漢永과 黃一皓의 후손이란 을 시한 조치 다.
15)

15) 

즉 정조는 �춘추좌씨 �의 간행 목 에 맞게 의리론에 충실하 던 가문의 자손

이 선사하게 하여 서책의 名과 實을 일치시킨 것이다. 조윤형이 선사한 �춘추좌

씨 �은 1798년에 457 을 목 에 새겼고, 황운조가 선사한 것은 라감 에 내

려 보내기 해 1799년에 457 을 책 으로 만들었다.
16)16)

정조는 왜 �오경백편�의 서체로 경상감  리들의 씨를 선택하 는가. 목

본 �오경백편�의 꼴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① 근래에 나의 정력이 차 쇠약해짐을 느끼면서 四書와 二經을 번갈아 외는 공

부에 잠시도 집 하지를 못했다. 이에 오경에서 100편을 뽑아서 인출하려는데, 

�啓蒙集箋�의 자본을 써서 특별히 그 규격을 크게 하고 간편하게 하는데 힘쓰

려 한다.17)17)

② 나는 ‘述而不作’과 ‘由博反約’의 의미를 담아 오경 에서 평소 실마리를 찾아가

며 외우던 부분을 뽑아서 책의 두께를 이고 자의 모양을 크게 하여 노년에 

반복해가며 외우고 이를 일상의 공부로 삼는데 편하도록 하기 해서이다.18)18)

�계몽집 �은 �易學啓蒙集箋�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조가 세손시 인 주조한 

임진자로 은 첫 번째 책이다. 정조는 오경의 정 한 학습과 실천을 해서는 

박학보다는 요약이 요하다고 여겨 수록 편수를 간략히 하고 갑인자의 모양에

서 크기를 확 한 서체를 구상한 것 같다. 당시 사십  후반에 어든 정조의 

시력은 안경이 없으면 경 의 문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정도 다.
19)19)

15) 김문식, 앞의 책(2000), 107-108면.

16) �鑄字所應行節目�(奎貴7909), ｢冊板｣.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면 하는 �춘추좌씨 �은 

실사를 통해 활자본과 목 본 모두 조윤형과 황운조의 필체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

하다. 

17) �五經百選�(古貴1321-3), ｢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 “近予精力漸覺衰邁 四書二經輪誦之工 

暫無以 着 乃就五經選百而印之 用啓蒙集箋子本 另大其制 務從便簡”

18) �弘齋全書� 권181, �群書標記� 御定 ｢五經百篇五卷｣ “親撰題印行義例”

19) �正祖實 � 권52, 정조 23년 7월 丙寅 “予之眼視漸不如前 經傳文字 非眼鏡則難以辦認”



102·한국문화 60

정조는 경상감  리들의 서체가 여러 도의 啓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들만

의 서체를 이루었음을 높이 평가하 다. 이에 정조는 리들이 狀啓에 쓰는 서

체를 �오경백편�의 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서체로 쓴 �오

경백편�을 보기 해 1795년 8월에 시험 삼아 한 건을 먼  써서 올리게 하 다. 

  

④ �어정오경백선�을 작년에 경상감 에 내려 보내 계서 리에게 서사하게 하고 

도내의 유생에게 교 시켜 올리게 한 것은 경상도 유생들이 경문을 잘 알고, 

리의 필획이 典實하여 다른 도와는 다른 것을 취한 것이다. 그들이 써서 올

려 보낸 것이 과연 모두 선사가 정교하니 특별한 나의 뜻을 버리지 않았으

니 매우 기쁘다.20)20)

⑤ 근래 公私 文蹟의 필획이 기울어지고 가벼워, 일 이 엄 하게 지하 는데도 

심지어 과거를 치르는 데까지 이러한 필획이 나왔다. 필획이 괴이한 것을 과거에

서 떨어뜨려 한 번 징계하는 방도로 삼으려고 한다. 경상도 계서 리의 필획은 

典實함이 곧 서울과 지방에서 가장 볼만하다. 경상도 계문신이 시권에 쓴 자획

도 실함이 도리어 이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어  경상도의 본색이겠는가.21)21)

리들이 감 에서 �오경백편�을 선사할 당시 마침 합천군수로 있던 황운조가 

감 에 들 는데 �오경백선�의 서체를 보고 크게 칭찬하 다. 리들이 시험 삼

아 선사한 �오경백편�의 서체는 정조의 기 에 부응하 고, 정조는 리들의 

실한 필획은 국에서 가장 볼만하다고 평하 다. 드디어 정조는 �오경백편�의 

간본을 선사시키기 해 1797년에 규장각으로 리들을 올라오게 하 다. 

⑥ 남 찰사에게 명하여 감 의 리 가운데 씨에 재주 있는 자를 내각에 올

려 보내게 하여 한 부를 繕寫하여 목에 새긴 것은 그 서체가 질박하고 돈후

하여, 근래의 가늘고 힘이 없고 삐딱한 모양이 없는 것을 취한 것이니, 이 

한 순수하고 질박한 것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에서이다.22)22) 

20) �內閣繕寫日 �, 丙辰九月日 啓, “御定五經百選 昨年下 嶺營 使啓書營吏書寫 道內儒生

校準以進  盖取本道儒生之經工嫺習 筆畫典實異於他道也 其所書進 果皆繕寫精校 不負特

敎之意 極爲可嘉”

21) 의 책, “十月初七日 直提學李晩秀 成貼有旨書狀內･･･近來公私文蹟 筆畫斜欹浮輕 嘗所

切禁 甚至場屋之間 如許筆畫 以筆恠置之落科 以爲一番懲創之道 而本道啓書筆畫之典實 

卽京外之 近見 道內文臣之講製抄啓  試券字畫之典實 反不若焉 是豈本道本色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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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오경백편�의 서체로 리들의 필체를 채택한 것은 그들의 필체가 典

實하여 남의 본색을 간직하고 있는 데에서 나아가 당시의 들뜨고 가벼운 필체

를 회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23)

23)정조는 18세기 후반 성리학  세계 이 아

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패 소품체의 문장과 당시 유행하는 필체를 바로잡

는 데에 �오경백편�의 문장과 서체가 기여할 수 있기를 고 하 다.    

2) 1795년 경상감 에서의 선사

경상감 의 리들은 �오경백편�을 두 차례에 걸쳐 선사하 는데, 1795년에 

경상감 에서 3건을 선사하 고 1797년에는 규장각으로 올라가 2건을 선사하

다. �오경백편�의 서체로 리들의 필체를 구상한 정조는 규장각에서 편찬한   

�오경백편�의 草本 5책을 경상감 에 내려 보내 3건을 정서하여 올리라고 하교

하 다.

정조는 啓書書吏에게 狀啓體로 �오경백편�을 선사하게 하고 반드시 자의 획

은 眞實하게 하고 먹빛은 윤택하게 쓰라고 하 다. 정조는 �오경백편�을 선사한 

1건은 看品하기 해 粧䌙하지 말고 빨리 올려 보내고, 1건을 올려 보낼 때 교

한 유생의 성명을 먼  장계로 아뢰라고 하 다.
24)

24)정조는 경상도 유생 에 

경서에 밝은 사람을 택하여 �오경백편�을 나 어 상세하게 교 하여 잘못 쓴 

자와 락된 자가 한자도 없게 하라고 하 다.

규장각은 정조의 하교에 근거하여 (1)을 발 하 고 1795년 8월 5일에 을 

수취한 경상감 은 �오경백편� 선사를 한 비에 들어갔다. 경상감 은 먼  

8월 10일에 �오경백편�을 교 할 유생을 뽑기 해 도내의 경주․안동․상주․

선산․ 천․ 안․ 천․의성․성주에 (2)을 발 했다. (2)은 각 읍에서 

오경의 뜻에 방통한 선비를 감 보다 잘 알 것이므로 진사와 유학을 무론하고 

1-2명을 뽑아 성명과 거주를 구별하여 단자를 만들어 빨리 올리라고 하 다. 이

22) �弘齋全書� 권181, �群書標記� 御定 ｢五經百篇五卷｣, “親撰題印行義例”

23)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6월 戊戌. 국사편찬 원회 SJW-G21060290.

24) �內閣繕寫日 � “使啓書吏 依狀啓體 字畫必眞實 墨光必潤澤 一件看品次除粧䌙 從速先爲

上  二件鱗次上 爲乎矣 道內儒生中 擇其嫺習經書  分編各授詳細校準 期於無一字誤書

落字爲旀 一件上 時 校準儒生姓名 先爲開 狀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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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8월 19일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 향교에 下帖(3)를 발 하 다. 이때는 

간품을 해 먼  규장각으로 올려 보낼 1건의 선사가 거의 마치게 되어 일이 

시 하 다. 

규장각은 �오경백편�을 선사할 종이는 경상감 에서 깨끗하고 도톰한 것으로 

마련하고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亏里見樣刻板’을 사용하여 印札本을 만들라고 

하 다. 즉 서책의 數가 정해진 印札板은 규장각에서 내려 보냈고, �오경백편�

을 선사할 종이는 경상감 에서 비한 것이다. 리들은 인찰 에 먹물을 칠해 

어낸 인찰본에 �오경백편�을 선사한 것이다. 

�내각선사일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書本紙段 必以蠲潔敦厚  入用 

②印札本段 依此下 ③亏里見樣刻板 引用爲乎矣”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①

書本紙는 씨를 쓸 종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②印札本은 印札板에 먹물을 칠하

여 어낸 종이이다. ③亏里見樣刻板은 冊亏里(책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각 을 

가리키는 것으로 책우리는 곧 인찰 을 지칭한다. 그러나 서지학에서는 ③우리

각 , 곧 인찰 을 ‘套式板’ 는 ‘界版’으로 부르고 있다.
25)

25)�오경백편�의 인찰

에 해서는 �鑄字所應行節目�(奎貴7909)의 ‘冊亏里’ 항목에도 “五經百篇 木印札

板 一坐七行”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오경백편�은 나무로 만든 인찰 을 사용

했는데 한 이 일곱 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지학에서 사용하는 ‘투식 ’

이나 ‘계 ’이라는 명칭보다는 ‘인찰 ’이나 ‘책우리’로 일컫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장각은 �오경백편�을 선사할 때에 서본지는 각별히 정성을 다해 한 장이라

도 더러워지는 폐가 없도록 하고, 교 할 때에 만일 原本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草冊의 紙頭에 籤紙를 붙여 올려 보내라고 하 다. 9월 29일에 경상감사는 선사

한 �오경백편� 1건을 장황하지 않고 먼  규장각으로 올려 보냈는데, 이 때 규

장각에서 내려 보낸 �오경백선� 原本과 우리견양각 을 함께 올려 보냈다. 그리

고 �오경백편�을 교 한 유생 4인과 선사한 리 5인의 명단을 <표 1>과 같이 

후록하여 이문원에 장계(4)로 아뢰었다.

25) 千惠鳳, 1997 �韓國 書誌學�, 민음사,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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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유생 선사 리

성 명 거주지 성 명 거주지

幼學 禹載岳 大丘 金東珞 安東

進士 李敏哲 星州 權永淳 安東

進士 李宗儒 安東 權啓萬 安東

幼學 李趾祥 慶州 權日彬 安東

･ ･ 權命祥 安東

<표 1> �오경백편�의 교  유생과 선사 리 

10월 7일 정조는 시험 삼아 선사한 �오경백편�을 받고 리들의 필획이 典實

하여 국에서 가장 볼 만하다고 평하는 유지(6)를 내렸다. 이 유지는 규장각 

직제학 이만수가 정조의 명을 받아 성첩한 후에 경상감사에게 보낸 것이다. 이

만수는 이 유지(6)를 보내면서 �오경백편�을 선사할 때 유의 사항을 별록으로 

지시하 다.

○ [內閣下 書狀中別 ] 

① 매 經에는 모두 頭註가 있는데 本草冊에 쓴 로 해당 의 井間 에 淨書할 

것.

② 書傳에 있는 篇題와 詩傳에 있는 大旨는 原草冊 안에 매 篇의 에 添書하여 

보내니 일일이 이 로 베껴 쓸 것.   

③ 字數를 분배하는 것은 草冊 로 쓰되, 편제와 지의 자수가 많아 두주와 犯用

되는 것은 두주를 紙頭에 옮겨 쓰고, 두주를 무 높게 써 장황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④ 두주는 먹으로 쓰고 편제와 지는 주홍으로 쓰되 모두 書役吏가 쓰도록 할 

것.

⑤ 자의 크기는 原草冊을 따르고 무 크지 않게 할 것.

리들은 이 별록에 따라 나머지 �오경백편� 2건을 선사하 으며,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오경백선� 책과 함께 12월 1일에 규장각으로 올려 보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필사본 �오경백선�이 3건(古貴1321-3, 奎29, 奎784)이 한

다. 필사본 �오경백선� 3건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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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기호 서책 크기 인찰  크기 頭註 色 篇題․大旨 色 懸吐 色 付籤 치

① 古貴1321-3 40.6×25.9 26.5×19.2 墨 朱紅 藍 目

② 奎29 40.2×25.3 26.5×19.2 墨 朱紅 藍

③ 奎784 38×23.9 26.5×19.2 墨 藍 朱紅 ･

<표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필사본 �오경백선�의 특징 

<표 2>에서 보듯이 필사본 3건은 7行 14字로 필사한 체제는 동일하면서도 각

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규장각은 �오경백편�을 깨끗하고 도톰한 종이에 선사하

고 한 장이라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상감 에 지시하 다. 한 �오경

백선�을 교 할 때에 만일 原本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책의 紙頭에 籤紙를 붙

여 올려 보내라고 하 다. 필사본 3건 모두 깨끗한 종이에 정갈하게 필사했는데, 

종이를 비교하면 ①과 ③이 아주 도톰하고 비슷한 두께이고 ②는 이보다는 얇은 

종이에 필사하 다. 서책의 크기는 ①과 ②가 비슷하고 ③은 이보다 세로와 가

로가 2cm씩 작다. 그러나 3건 모두 동일한 크기의 인찰 을 사용하 기 때문에 

씨 크기는 차이가 없다. 서체를 비교해보면 ①과 ②가 둥 면서 두터워 목

본 ④의 서체에 가깝고 이에 비해 ③은 날렵한 맛이 있다. 필사본 3건과 목 본 

�오경백편�(奎30)의 卷首의 모습은 <표 3>과 같다. 

필사본 3건 에서 [內閣下 書狀中別 ]의 ③과 같이 서경의 편제와 두주가 

범용되는 경우에 두주를 紙頭에 옮겨 쓴 사례가 있다. 이것은 �오경백편� 권2의 

張次 25에서 나타나는데, ‘盤庚’의 편제를 井間 에 1行 5字씩 써나가다가 ‘由當

作甹’이라는 두주를 쓰는 까지 편제가 계속되자 두주를 해당 의 편제 에 

쓴 것이다. 

필사본 ①과 ②는 이 사항을 수하 고 ③은 범용되는 두주를 쓰지 않았으며 

목 본 ④에서는 편제가 篇名 아래에 註로 삽입되어 두주와 범용하지 않게 되었

다. 한 두주․편제․ 지․ 토를 필사한 먹색은 ①과 ②가 동일하고 ③은 두

주 이외는 반 의 색으로 필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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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古貴1321-3 ② 奎29

  

③ 奎784 ④ 奎30

    

<표 3> 필사본 �오경백선�과 목 본 �오경백편� 권1의 卷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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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로 볼 때 1795년 경상감 에서 리들이 선사한 �오경백선�의 특

징을 그 로 수하고 있는 필사본은 ①과 ②이다. <표 4>는 필사본과 목 본에

서 �서경�의 편제와 두주를 기록한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① 古貴1321-3 ② 奎29

 

③ 奎784 ④ 奎30

 <표 4> 필사본과 목 본의 편제와 두주 

필사본 ①은 정조 어찰과 1796년 5월 하순에 규장각 직제학 이만수가 쓴 題文

이 있다. 이 책은 정조가 �오경백선� 편찬을 지휘하고 정조의 명을 받아 경상감

사에게 유지(6)를 발 하 던 이만수에게 하사한 것이다. 정조는 어찰에서 ‘�오

경백선�은 여러 질이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를 골라 이 圖章을 안보하여 직

학의 집안에 해지는 보물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 다.26)26)이만수는 제문에서 

‘책이 완성되어 장차 인출하려고 먼  선사하여 올리라고 명하셨는데, 특별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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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臣에게 하사하셨다. 책머리의 에는 [奎章之寶]를 안보하 고, 아래에는 

내에 수장한 국왕의 도장을 안보하 다.’라고 었다.
27)27)

필사본 ①에서 주목되는 은 <표 2>에서 보듯이 목록의 �주역�․�서경�․�시

경�에 부첨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 했듯이 규장각에서 1795년 경상도 유생

들이 �오경백선�을 교 할 때에 만일 원본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책의 지두에 

첨지를 붙이라고 하 다. 필사본 ①의 목록 첫 면의 지두에는 原本의 ‘㉠而 ㉡於 

㉢侯’을 교 한 내용을 정갈한 楷書로 쓴 부첨이 있다. 교 에 참고한 자료는 

‘原本․刊本․鑄本․零 ’인데 아마도 원본은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책이고 간본

은 목 본, 주본은 활자본, 언은 李恒福이 편찬한 �魯史零 �으로 생각된다.28)28)

필사본 ①에서 ‘㉠而 ㉡於 ㉢侯’를 교 한 내용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 流泗而 : 刊本作以 觀其文勢 以字似是 而原本作而故 不敢改

 ㉡ 取貨於 : 鑄本及零 作于 原本作於 於字似是故 從原本

 ㉢ 侯正   : 鑄本及零 皆作候 註曰候正主斥候 候字似是 而原本作侯故 不敢改

<표 5> �오경백선�(古貴1321-3) 校準 내용 

그 다면 필사본 ①이 선사를 해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책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29)

29)그러나 필사본 ①은 국왕에게 올리는 진상건 서책의 장황에서 

보이는 空隔紙가 있어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30)

30)

정조는 매년 겨울마다 자신이 직  편찬한 책을 읽는 원칙을 세워 1795년 �주

서백선�, 1796년 �오경백편�, 1797년 �사기 선�, 1798년 �팔자백선�, 1799년 �춘

26) 김문식, 앞의 책(2000), 113-114면, “五經百選 旣有數帙 特分其一而安此圖章 要作直學傳

家之寶”.

27) ①의 권수는 <표 3>에 제시하 다. 김문식, 앞의 책(2000), 115-116면, “書旣成 印行 先

命繕寫以進 特賜一部于臣 編首上安奎章之寶 下安內藏御圖章”

28) �魯史零 �은 �승정원일기� 조 10년 4월 甲子. 국사편찬 원회 SJW-F10040190.

29) 선행 연구에서는 필사본 ①을 사자 의 서체로 악하 다. 김문식, 앞의 책(2000), 116면.

30) 趙啓榮,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䌙과 保存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論

文,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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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좌씨 �을 課讀하 다. 정조는 1796년 겨울에 정약용에게 �오경백편�의 句讀

(구두) 을 게 하 고,
31)

31)11월 11일부터 �오경백편�을 읽기 시작하여 12월 8

일에 완독하는데 28일이 걸렸다.
32)

32) 한 정조는 �四部手圈�을 편찬하면서 교열

하는 계문신에게 날마다 과독하고 읽은 것을 �不欺 �에 기록하게 하 다.
33)

33)

필사본 ②에도 부첨이 있는데 교 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해당 에 

‘哲, 明貌’와 같이 참고 사항을 남색과 주홍색의 유려한 行書로 기록하 다. 한 

본문에서 독음에 유의해야 할 한자는 에 한 로 그 음인 ‘졔․방’을 주홍으로 

필사해 놓았다. 이로 볼 때 필사본 ②는 과독할 때 사용한 책으로 생각된다.
34)34) 

이상을 종합해보면 필사본 ②가 1795년 경상감 에서 리들이 선사한 �오경백

선�의 특징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은 필사본 ①과 ②에 있는 부

첨의 모습이다.

① 古貴1321-3 ② 奎29

<표 6> 필사본 �오경백선� ①과 ②의 付籤  

 

31)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 다산시문집� 제14권, ｢題｣, ‘題洗書帖’, 206면.

32) �弘齋全書� 卷七, ｢詩｣,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唫示諸臣 幷 序’(태학사 인본, 

118-119면).

33) 민족문화추진회, 2000 �국역홍재 서� 제165권, ｢일득록｣5, ‘문학’5, 243면.

34) 앞으로 필사본 ②에 있는 첨지의 서체를 분석하여 부첨한 이를 밝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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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97년 이문원에서의 선사

경상감 의 리들은 1795년 경상감 에서 �오경백편� 3건을 선사한 이후, 

1797년 6월에 규장각으로 올라와 �오경백편� 2건을 선사하 다. 1797년 6월 규

장각은 정조의 하교에 따라 �오경백편�을 번각할 때 필요한 간본을 정서하기 

해 리들을 올려 보내라고 경상감 에 (16)을 발 하 다. �내각선사일록�에

는 이 부분을 “御定五經百選 當自本閣 依敎①飜刻 而昨年繕寫時 本道營吏等 以

筆畫之眞實 刊本正書次 自本道優給粮資上 ”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①‘飜刻’이라는 용어에 해 주목하고자 한다. ①飜刻은 ‘뒤집어 새긴

다’는 의미로, 선사한 �오경백편�을 목 에 뒤집어 붙여 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지학에서는 이미 간인된 책을 풀어 한 장 한 장 목 에 뒤집어 붙이고 그 로 

새겨낸 것을 ‘번각’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覆刻’이라고 한다.
35)

35) 

특히 활자로 이미 간인한 서책을 다시 목 에 각하는 것을 ‘번각’이라고 칭한 

것은 �군서표기�에 서책의 인출 방법으로 많이 나타난다. 를 들면 “命鑄字所 

以丁酉字印  復以印本下 湖南營 飜刻藏板”으로 “주자소에 명하여 정유자로 인

출하여 반사하고, 다시 인본을 라감 에 내려 보내 번각하여 책 을 수장하라

고 하 다.”에서 볼 수 있다.
36)36)

그러나 �내각선사일록�에서는 처음부터 간본을 정서하여 목 에 새긴 �오경백

편�을 ‘번각’이라고 칭하 다. 이로 볼 때 번각은 重刊本의 사례로 이미 간인된 

서책을 목 에 다시 새겨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번각

은 開刊과 重刊 여부에 상 없이 목 에 뒤집어 붙여 새기는 것을 지칭하는 용

어이다.

6월 26일에 서울로 올라온 리들은 6월 28일에야 비로소 규장각에 들어갔

다.
37)

37) 리들이 찾아간 규장각은 창덕궁 호문 안으로 홍문 의 오른쪽에 치

35) 千惠鳳, 앞의 책, 139면.

36) �弘齋全書� 권181, �群書標記� 御定 ｢陸奏約選二卷｣ 刊本.

37) 규장각의 조직은 內閣․直院․外閣으로 구성되었다. 규장각의 내각에는 규장각(주합루)

과 함께 건립된 奉謨 ․閱古觀․皆有窩․移安閣․西庫․奎章外閣(외규장각)이 있다. 

이 건물들은 주로 기록물을 안․수장․포쇄하는 곳이다. 규장각의 直院은 摛文院이며 

外閣은 규장각의 屬司인 교서 이다. 어제를 비롯한 서책의 繕寫와 간인 등 기록물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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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摛文院이다. 규장각 각신들의 근무처인 이문원은 궐내각사 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문원의 왼쪽으로 북에서부터 大酉齋(東二樓)․ 酉齋(檢書廳)․領籤

廳․司卷廳․監書廳․書吏廳으로 이루어졌다. 

규장각 교 심상규가 리들에게 紙筆墨을 주면서 �오경백편�을 각기 1장씩 

써오되 마치 한 사람이 은 듯이 써오라고 하 다. 6월 29일에 리들은 종일

토록 씨를 연습하여 윤6월 1일에 大酉齋에 가서 심상규에게 써온 것을 제출하

는데 필법이 동소이하다는 평을 들었다. �오경백편�의 正本 선사는 吉日인 

윤6월 2일부터 첨청에서 시작하 다. 리들은 한 장씩 쓰고 종이 쪽에 성

명을 써서 내에 들이면 정조가 서체에 한 평을 써서 내렸다. 이날 정조는 

필력이 무 가늘어 정본으로 할 수 없다고 평하 다. 정조는 경상감 의 리

들을 규장각으로 불러 올린 것은 그 필체가 敦實함을 취하려는 것인데 이날 

리들의 필체는 오히려 ‘娟’에 가깝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그리고 정조는 리

들에게 ‘肉厚體’를 따르도록 엄히 신칙하 다.
38)38)

다음 날인 윤6월 3일에는 리들은 한 장의 종이에 각자 2-3 씩 쓰고 성명을 

기록하여 내에 들이면 정조가 서평을 써서 내렸다. 정조는 이 날의 씨는 어

제에 비해 조  낫다고 평하 고, 1795년 경상감 에서 리들이 선사한 �주역�

을 보여주고 정본을 선사하라고 명하 다.
39)

39)윤6월 4일에는 각자 정본 3-4장씩 

써서 내에 들 고 정조는 시 을 쓴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기이고 주역

이 가장 못하다고 평하 다.
40)

40)이후로 이틀마다 리들이 쓴 정본을 합하여 성명

을 어 내에 들이면 정조가 이를 검토한 후 겉장에 ‘啓下’를 써서 결재하 다. 

리들이 �오경백편�의 선사를 마치면 유재에서 正  申絢․洪奭周․金熙

周․李英發․洪樂浚이 校準하 다. 이들은 1794년에 선발된 계문신으로 규장

각에서 서책을 편찬할 때 각신을 도와 교정한다.
41)

41) 리들의 선사 작업은 이러

산하는 업무는 각신들이 근무하는 이문원과 교서 에서 담당하 다. 조계 , 2011 ｢규장

각 소장 의 역사와 특징｣ �奎章閣� 39,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197면.

38) �內閣繕寫日 �, (閏六月)初二日 “筆力太細 非可擬議於正本 明日各書一行 以爲取捨之地 

而渠輩使之起  盖取其敦實 此本近於取姸 嚴飭務從肉厚體”

39) 의 책, (閏六月)初三日 “比昨本稍勝 周易本渠輩處示之 今日則正本書之”.

40) 의 책, (閏六月)初四日 “詩傳書 爲勝 其次禮記書  周易書 㝡劣 而字畫猶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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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수 록   편 명 편수 장수 선사자

目 - 9 -

卷之一 易 乾․坤․泰․大有․復․繫辭傳 上下․序卦傳 上下 7 40 權啓萬

<표 7> 목 본 �오경백편� 체제와 선사자 

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윤6월 21일에 완성된 선사본을 5권으로 만들어 정조에게 

올렸고, 리들은 정조 앞으로 나아가 선사에 한 노고로 ‘삼승포 2필, 무명 2

필, 후추 5승, 붓 30자루, 먹 10개’를 하사받았다.

정조는 �오경백편�의 서체로 리들의 필획을 채택한 후에도 가장 한 

꼴을 확보하기 해 규장각에 여러 본을 참고하여 정 하게 교정하도록 하여 

한  한 획까지 모두 근거한 바가 있었다.
42)

42) 리들이 선사한 �오경백편�은 별

다른 오자는 없었으나 간혹 자 획을 고쳐할 곳이 있었다.
43)

43)윤6월 22일부터는 

선사본 가운데 가는 획과 자 모양이 틀린 것을 다시 쓰고 본문 쪽에 頭註를 

써넣었다. 

윤6월 26일에 리들을 내려 보내라는 정조의 하교가 있었으나 윤6월 27일에 

심상규가 선사본의 필체가 조 씩 달라 이것으로는 간행할 수 없으니 다시 권마

다 필체를 바꾸어 한 본을 쓰라고 했다. 리들은 윤6월 28일부터 다시 2차로 �

오경백편�을 선사하기 시작하여 7월 17일에 선사를 마쳤다. 7월 20일에 심상규

는 1차 선사본에서 �주역�과 �시 �을, 2차 선사본에서는 �춘추�․� 기�․�서

�을 뽑아 목 으로 간인할 정본을 만들었다. 

�오경백편� 선사 2건에서 필체의 흐름이 같은 권으로 선별하여 정본을 구성하

고, 나머지 1차 선사본의 �춘추�․� 기�․�서 �과 2차 선사본의 �주역�․�시

�을 한 건으로 장책하 을 것이다. 하는 목 본 �오경백편�의 체제와 선

사자는 <표 7>와 같다.

41) �內閣學士題名記�(想白古 923.2 N127)

42) �弘齋全書� 권181, �群書標記� 御定 ｢五經百篇五卷｣ “是書字樣 廣 諸本 精加校  一點

一畫皆有依據”

43) �內閣繕寫日 �, (閏六月)二十日 “詩禮春秋並訖功 申正 絢 金正 英發 並 大酉齋 終日

校準 別無誤字 而或不無字畫之可改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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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二 書

虞書: 堯典․舜典․大禹謨․皐陶謨․益稷

夏書: 禹貢

商書: 湯誥․盤庚 上中下․說命 上中下

周書: 洪範․召誥․無逸

12 49
金東珞․ 

權日彬

卷之三 詩

國風: 關雎․葛覃․鵲巢․采蘩․谷風․簡兮․定之方

中․淇奧․氓․緇衣․女曰鷄鳴․鷄鳴․陟岵․伐檀․

蟋蟀․ 戎․蒹葭․匪風․下泉․七月․東山

雅: 鹿鳴․皇皇 華․伐木․天保․出車․南山有臺․

六月․車攻․吉日․鶴鳴․白駒․斯干․無羊․大東․

楚茨․信南山․甫田․大田․賓之初筵

大雅: 文王․大明․緜․棫樸․旱麓․思齊․皇矣․靈

臺․生民․行葦․旣醉․公劉․抑․崧高․烝民․韓

奕․江漢

: 維天之命․天作․思文․豊年․敬之․駉․泮水․

閟宮․那․長發

67 65
權命祥․ 

權啓晃

卷之四 春秋

魯取郜大鼎․齊侯伐楚․城濮之戰․楚子問鼎․邲之

戰․鞌之役․鄢陵之戰․穆叔如晉․諸侯伐齊․季札觀

周

10 56
金東珞․ 

權日彬

卷之五 禮記 記․大學 附章句序․中庸 附章句序 3 66
金東珞․ 

權日彬

合計 99 285

오경에서 권계만은 �주역�, 권명상과 권계황은 �시 �, 김동락과 권일빈은 �춘

추�․� 기�․�서 �을 선사하 다. <표 7>에 의거해 선사 작업량을 추산해보면 

�주역�을 담당한 권계만은 40장을 선사하 다. 권명상과 권계황은 한 사람의 필

체처럼 짝을 이루어 �시 � 65장을 선사하 으니 한 사람이 32장 가량 필사하

을 것이다. 가장 많은 작업량은 �춘추�․� 기�․�서 �을 선사한 김동락과 권

일빈이다. 이들은 선사한 총량은 211장으로 한 사람이 105장 가량 작업한 셈이

다.
44)44)

  

44) 이 외에 목록 9장이 있는데 �내각선사일록�에는 목록 선사에 한 언 은 없다. �鑄字所

應行節目�(奎貴7909)의 ‘冊板’ 항목에 ‘�오경백편� 155板 戊午造成’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목 의 양면에 �오경백편�을 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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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사 추진과 규장각의 문서 행정

본 장에서는 �오경백편�을 선사하기 해 人力과 物力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규장각의 문서 행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오경백편�의 선사’라는 

사례에서 규장각이 발 하고 수취한 문서들을 통해 규장각의 운 과 상을 살

펴보려는 것이다. 한 �규장각지�의 院規에 규정된 문서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용되었는지 그 실상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조선시 의 공문서 달체계를 흔히 ‘行移體制’라고 하며 �경국 � 시행 이

후 조선의 공문서 달 체제는 ‘禮典’의 ｢用文字式｣에 모두 조문화되었다. ｢용문

자식｣의 첫 번째 조항은 “2품 아문은 直啓하고 直行移하며 나머지 아문은 모두 

屬曹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45)

45)이는 啓達文書의 행이 규정과 함께 六曹 심의 

행정 운  시스템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두 번째 조항은 “中外의 공문서는 동등 

이하 아에는 關을 사용하고, 상  아에는 牒呈을 사용하고, 7품 이하는 帖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46)

46)이는 앙과 지방 청의 공문서 相通 원칙을 규정한 것

으로, 각 청의 계에 따라 ‘關․牒呈․下帖’의 용례를 규정한 것이다. ｢용문자

식｣을 기 으로 한다면, �경국 �에 규정된 25종의 공문서 에서 행정 달 

체계의 핵심 인 공문서는 ‘啓․關․牒呈․下帖’으로 압축된다.
47)47) 

‘문서 행정’의 에서 한 서가 발 하고 수취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해당 

서의 상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즉  직후인 1776년 규장각을 건립하고 그 

상에 합한 문서 규정을 만들어 나갔는데 1781년에 이문원을 궐내각사 권역

으로 옮길 무렵 거의 확립되었다.
48)

48)이문원은 규장각의 直院으로 각신들이 근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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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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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用牒呈 都總府用關)”

47) 박 호, 2006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硏究� 28, 한국고문서학회,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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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御製를 비롯한 서책의 편찬과 간인을 주 한 곳이다.
49)

49)최근 규장각의 

문서 제도를 閣臣敎旨와 疏箚 등을 통해 조명한 연구가 이루어져 문서 행정이 

상징하는 규장각의 상을 알 수 있다.
50)50)

  

1) 규장각의 關과 경상감 의 牒呈

규장각의 공문서 달 체계는 비록 大臣衙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關文

을 보내고, 만일 각사와 각도에서 규장각에 보고할 경우에는 모두 書目을 갖추

어 첩정하도록 하 다.
51)

51)앞에서 언 했듯이 �경국 �에 의하면 關은 동등 이

하의 아 사이에 사용되는 문서이다. 이와 같이 아 간의 등 과 문서 행정이 

분명한데 특별히 종2품아문인 규장각에서 上司에 해당하는 의정부․ 추부․의

부 등과 같은 1품아문에 첩정이 아닌 문을 보내게 하 다.
52)52) 

�오경백편� 선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장각은 3건의 (1․16․20)을 경상

감 에 발 하 다. 규장각의 을 수한 경상감 은 규장각에 첩정(5․11․17․

24)을 올리거나 이문원으로 장계(4․23)를 올렸다. (1)은 ‘筵敎內辭意 奉審施

行爲乎矣’라는 본문의 문구로 정조가 경연에서 하교한 내용에 근거하여 발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구는 정조의 하교에 따라 잘 시행하라는 의미로 규장

각이 을 통해 경상감 에서 처리할 일을 告知한 것이다. 

경상감사는 규장각에서 발 한 을 정조의 하교를 달하는 문서로서 수하

48) 이문원의 건물 구성과 업무에 해서는 조계 , 앞의 논문(2011), 197-200면.

49) 內閣의 제학은 종2품에서 종1품까지 2員을 두었고, 직제학은 당상 정3품에서 종2품까지 

2원을 두었다. 直閣은 당하 종6품에서 정3품까지 1원을 두었고, 待敎는 參外 정9품에서 

정7품까지 1원을 두었다. �奎章閣志� 卷一 職官第二.

50) 김건우, 2012 ｢규장각 문서제도와 그 상｣ �嶺南學� 제21호.

51) �奎章閣志� 卷二, 諭旨(附公移) “本閣公移 雖大臣衙門 必皆通關 若各司各道報本閣 則皆

具書目牒呈”

52) 규장각이 동등이하의 서에 사용하는 문을 上司에 보낼 수 있는 근거로 ‘翰苑에서 公

文을 三省에 보낼 때 ‘申狀’을 쓰지 않고 단지 尺紙에 그 일을 쓴다’는 宋朝의 故事를 제

시하 다. �奎章閣志�,  卷二, 諭旨(附公移) “容齋隨筆云 翰苑公文至三省 不用申狀 但尺

紙書其事 今此上司通關 盖宋朝故事也”.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김건우, 앞의 논문, 

192-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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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규장각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일을 처리하 다. 그리고 정조가 校準

한 유생을 먼  어 장계로 아뢰라는 명을 받들어 이문원에 장계(4)를 올려 보

고하 다. 경상감 은 먼  장황하지 않은 �오경백편� 선사 1건을 규장각으로 

올려 보낼 때, 선사를 해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오경백편� 원본과 亏里見樣

을 함께 올려 보내면서 그 내용을 첩정(5)으로 보고하 다. 이후 나머지 �오경

백편� 2건의 선사를 마쳐 규장각에서 내려 보낸 草冊과  함께 올려 보내면서 첩

정(11)을 올렸다.

규장각의 (16)은 �오경백편�을 번각에 필요한 간본을 정서하기 해 선사

리들을 올려 보내라는 정조의 하교에 근거하여 발 되었다. 문을 수한 경상

감 은 첩정(17)을 올려 선사 리들을 시상하고 승진시켰음을 규장각에 보고하

다. (16)이 비록 정조의 하교에 의해 발 되었지만 특별히 정조에게 장계로 

아뢰어야 하는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규장각에 올라와 �오경백편�의 선사를 마친 리들은 有旨(19)․關(20)․ 료

체(21)를 받아 가지고 경상감 으로 내려왔다. 경상감 에서 수한 (20)은 

경상감사가 이문원에 올린 장계(23) 안에 근거 문서로 인용된 부분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20)은 정조의 유지(19)에 근거하여 선사 리들을 후

하게 시상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 로 승진시킨 후 그 과정을 장계로 보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감사는 이에 한 장계(23)를 이문원에 올렸으며 별도로 규

장각에 보고할 사안은 없었기 때문에 첩정은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상감사가 선사 리들의 승진에 해 단지 ‘각기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등 을 뛰어넘어 임용하 다’고만 보고한 장계(23)를 규장각에서 회송하

다. 그 이유는 첫째 정조가 직  편찬한 ‘어정서’라는 사체의 요성과 둘째 정

조가 특별히 유지(19)까지 내려 아주 정 하게 하교하 음에도 불구하고, 리

들이 임명된 명칭과 임용 경 를 알 수 없는 소략한 장계(23) 기 때문이었다.

규장각은 경상감 에 사안에 해 다시 낱낱이 보고하여 정조에게 아뢸 수 있

도록 하라고 장계(23)를 회송하 다. 이에 해 경상감 은 지난번의 장계(23)

는 번거로울까 염려하여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규장각의 요청에 

따라 방의 차서와 선사 리들의 승진에 해 자세하게 보고한 첩정(26)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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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되었다.

은 앙과 지방의 아문에서 사용되어 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요한 역할

을 하 다. 앙의 각사에서 지방의 각 읍에 달할 사안이 있을 때 을 통해 

감사에게 알렸다.
53)

53)�경국 �에 의하면 규장각과 경상감 은 모두 종2품아문

으로 동등한 아이므로 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감 은 규장각에서 

발 한 에 해 첩정을 올렸다. 이는 각도에서 규장각에 보고할 때 첩정을 사

용한다는 �규장각지�의 ‘公移’ 규정과 일치한다.

규장각의 에 해 경상감 은 첩정을 올리는 한편 경상감사가 이문원으로 

장계를 올렸다. 보통 국왕에게 아뢰어 결재 받은 왕명을 달하는 앙 아문의 

에 해 지방의 감사는 앙 아문에 을 발 하기 보다는 주로 국왕에게 사

안에 해 장계를 올린다.
54)

54)이와 다른 은 감사의 장계를 수하는 서가 승

정원이 아닌 이문원이라는 데에 있다.
55)55) 

경상감 은 정조의 유지나 규장각의 에 근거하여 도내에 속한 읍에 이나 

하체를 발 하여 사안을 처리하 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상감 에서 

발 한 하체이다. 경상감 은 규장각의 (1)에 근거하여 �오경백편�을 校準할 

경상도 유생을 뽑기 해 각 읍에 (2)을 보내고 구 향교에는 下帖(하체)(3)

를 발 하 다.
56)56) 

하체는 ‘各官守令 各於州郡司用下帖’에서와 같이 보통 수령이 屬下의 향교나 

서원  民人 등에게 지시나 행정 명령을 달하기 해 발 하는 문서로 알려

져 있다.
57)

57)그러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문원의 을 수한 경상감사는 

구부에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구 향교에 바로 하체를 발 하 다. 이는 조선

53) 문보미, 2009 ｢조선시  關에 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57-59면.

54) 감사가 경사에 을 보낸 경우는 解由 련 을 제외하면 하는 은 거의 없다. 이

는 감사가 直啓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앙 아문에 을 발 하기보다는 주로 장계를 

올려 보고한 것과 련이 있을 것이다. 문보미, 앞의 논문, 58면. 

55) 이문원에서 장계를 수취하여 정조에게 아뢰는 문서 행정에 해서는 2) 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56) 이 문은 慶州․安東․尙州․善山․永川․禮安․醴泉․義城․星州에 발송되었다.

57) 행정 명령 문서로서의 下帖에 해서는 宋哲鎬, 2008 ｢조선시  帖 연구｣, 한국학 앙연

구원 석사학 논문, 106-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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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關→甘結→下帖’으로 이루어지는 행이 체계에서 벗어나는 사례로서 찰

사가 하체를 발 하는 경우를 상으로 하체 발 자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58)

58)  

앙 아와 지방 아의 행이체제를 참고할 만한 자료로 慶尙右兵營의 사례

책인 � 총�이 있다. 종2품아문인 慶尙右兵營의 문서 행정에서는 문서를 왕래하

는 아를 첩정을 올리는 청인 첩정아문과 문을 주고받는 청인 通關아문

으로 구분하 다.
59)

59)그런데 정3품인 승정원이 경상우병 의 첩정아문으로 규정

되어 문서행정이 이루어졌다. 그 까닭은 승정원은 왕명을 장하고 많은 각사를 

총 하기 때문에 팔도의 감사 이하는 모두 楷書로 첩정을 올린다는 것이다.
60)

60) 

이와는 반 로 정2품아문인 6조 가운데 병조를 제외한 이조․호조․ 조․형

조․공조에는 을 통행한다. 이로 본다면 문서 행정이 단순히 아의 등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체계에 근거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하 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문원의 有旨에 한 경상감사의 祗受狀啓

有旨는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의 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  작성하고 담당 승

지의 직과 성을 쓰고 着名하여 被命 에게 달하는 문서이다. 유지로 발 되

는 국왕의 명령은 매우 다양한데 선행연구에서는 유지의 하는 수량과 기능

에 따라 上來有旨․疏批有旨․給馬有旨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61)61)

유지는 보통 종이 한 장에 앞면에는 유지의 내용을 고, ‘某官職姓 開拆’에 

해당되는 수취자를 뒷면에 기재하 다. 즉 별도의 皮 ( 투) 없이 유지의 내용

이 있는 앞면을 다 은 다음 성첩한 후에 合衿處에 유지 발 자가 착명하 다. 

58) 이 은 라도 찰사가 남원의 노 서원 집강에게 발 한 帖을 가지고 선행연구에서 문

제 제기한 바 있다. 宋哲鎬, 앞의 논문, 109면.

59) 경상우병마 도사는 종2품이므로 경상우병 은 종2품아문이 된다.

60) �營總�(경북  남문화연구원, 2007) “承政院 以掌王命摠百司之故 八路監司以下 皆爲楷

書牒呈”. 김건우, 2007 ｢조선후기 慶尙右兵營의 문서행정에 한 일고찰｣ �奎章閣� 31, 

서울大學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8면.

61) 유지의 분류와 기능에 해서는 노인환, 2010 ｢조선시  임명 련 上來有旨 연구｣ �고

문서연구� 36, 韓國古文書學 , 30-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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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開拆’ 아래에는 유지의 앞면과 동일한 착명이 나뉘어져 있다.
62)

62)유지에

는 인인 [承政院印]을 답인하고, 成貼한 표면에는 피명자의 직과 성을 쓰고 

‘開坼’ 는 ‘開拆’이라고 기재하 다.
63)

63)즉 유지는 ‘某道監司開拆’으로 題를 만들

고, ‘某事有旨’로 내용을 만들어 승지가 착명하고 승정원의 인을 답인하여 보

낸다.
64)64)

규장각의 直院인 이문원은 1781년에 호문 안 홍문 의 오른쪽으로 옮기고 3

월 15일에 정조의 어필인 [摛文之院] 4자의 편액을 걸었다. 이에 앞서 2월 13일

에 정조는 규장각의 사체가 사헌부와 사간원보다 하니 양사의 에 의해 

기를 올릴 수 있는 아문의 상을 부여하 다. 한 차후로 내각에 계되는 장

계는 判付를 규장각에 내려 그것을 쓰게 할 것이라고 승정원에 하교하 다.
65)65)

정조는 3월 28일에 앞으로 내각에서 下諭한 유지에 한 祗受狀啓는 규장각에 

부를 내릴 것이라고 승정원에 알렸다.
66)

66)이것은 규장각의 각신이 정조의 명을 

받아 성첩한 유지를 찰사에게 보내면 찰사는 유지를 공경히 받았다는 지수

장계를 규장각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 즉 찰사가 올린 지수장계를 승정원이 

아닌 규장각에서 수취하여 정조에게 사안을 아뢰게 한 것이다. 이것은 �규장각

지�에 수록된 이문원의 규정  ｢諭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備忘을 통해 각도의 道臣에게 지휘할 일이 있거나, ②혹 외방에 있다가 閣職에 

임명되면 역말을 타고 올라오게 하고 ③도신에게 말을 주도록 하는 등의 일을 

有旨로 下諭하면 祗受狀啓를 반드시 이문원을 거쳐서 아뢴다.67)67)

62) 이러한 피 은 간찰의 單 과 같은 방법이다. 간찰의 피 에 해서는 金孝京, 2005 �朝

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53면.

63) 유지의 문서식과 실물은 魯仁煥, 2009 ｢조선시  諭書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석사학

논문, 98-105면.

64) �승정원일기�, 조 5년 1월 己未 “(李)光佐曰 常有旨 則以某道監司開拆爲題 而某事有

旨爲辭 承旨着名 政院印踏 矣” 국사편찬 원회 SJW-F05010140.

65) �정조실록� 권7, 정조 5년 2월 丙辰. �奎章閣志� 卷二, 奏啓 “又敎曰 此後 狀啓之事關內

閣  判付以下本閣書之 政院知悉 幷著爲式”

66) �승정원일기�, 정조 5년 3월 辛丑 “備忘記 此後 自內閣下諭之有旨 祗受狀啓 則以下本閣

判付 各房知悉擧行” 국사편찬 원회 SJW-G05020130.

67) �奎章閣志�(1784년) 卷二, 諭旨(附公移) “凡因備忘 有所指揮於各道道臣 或在外人除拜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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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은 ① 찰사에게 지휘할 일 ②임명된 각신을 올라오게 함 ③말을 지

함 등의 일로 유지를 발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문원에는 [奎章閣學士之印]과 

[摛文院印]의 印信 2顆가 있다. [奎章閣學士之印]은 제학과 직제학이 주 하는 

인신이고, [摛文院印]은 직각과 교가 주 하 다.
68)

68)이문원에서 一提學은 有司

上이 되고 교가 掌務官이 된다. 일제학이 有故시에는 二提學 이하가 차례로 

替行하고, 교가 유고시에는 직각이 체행한다. 이문원에서 발 하는 유지에는 

[摛文院印]을 답인하 다.

�오경백편� 선사 과정에서 규장각 각신은 3건의 유지(6․14․19)를 작성하여 

경상감사에게 보냈다. 유지를 받은 경상감사는 이에 한 지수장계(7․15․22)

를 이문원으로 올렸다. 3건의 유지는 모두 지수장계 내에 근거 문서로 인용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3건의 유지는 발 한 날에서 지수장계를 올린 날까지 각

기 5일․8일․13일이 소요되었다. 13일이 소요된 유지(19)는 규장각에서 �오경

백편�을 선사한 리들이 경상감 으로 돌아갈 때 심상규에게서 직  받아가지

고 온 것이다. 보통 경상감사가 서울에서 남으로 부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일 내외이고, 승정원의 유지가 발 되어 경상감사가 수취하기까지는 평균 6일

이 소요되었으며 선 이 직  달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4일이 걸렸다.
69)69) 

규장각 직제학 이만수가 성첩한 유지(6)는 경상감사의 장계(4)에 한 회답이

다. 유지(6)는 리들이 �오경백편� 3건의 선사를 마치면 특별한 로 시상한 

후에 장계로 아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감사는 교 유생에게 인출하여  

책명과 리들에게 시상한 내역을 이문원으로 장계(9)를 올려 보고하 다.

1796년 9월 3일에 규장각 직제학 이만수가 두 번째로 성첩한 유지(14)는 �승

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경상감 에서 1795년 

12월 1일에 올린 �오경백선� 선사 2건에 해 교  유생과 선사 리에게 시상

하도록 직제학 이만수에게 하교하 다. 정조는 이것을 규장각에서 경상도 감사

職 使之乘馹上來 及令道臣給馬等事 以有旨下諭 則祗受狀啓 必關 于本院以啓”

68) �奎章閣志�(1784년) 卷二, 雜式 “摛文院印信有二 一曰奎章閣學士之印 提學直提學主之 一

曰摛文院印 直閣大敎主之”

69) 李仙喜, 2009 ｢조선후기 남지방 지방 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嶺南學� 제16호, 

49-52면.



122·한국문화 60

에게 下諭하려면 마땅히 교를 내려야 하는데 이것을 유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 다.
70)70)

규장각 검교․ 교 심상규가 성첩한 유지(19)에서 정조는 경상감사에게 ‘牢實

篤厚’한 필체로 어정책자를 충실히 선사한 리들에게 특별히 시상하고 승진시

켜 경상도 71주에 자랑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고 명하 다. 규장각 각신이 정조

의 명을 받아 유지를 발 하고 유지를 받은 경상감사가 지수장계를 이문원에 올

린 문서 행정을 지수장계(22)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규장각은 1797년 7월 20일에 선사를 마치고 경상감 으로 내려가는 리들에

게 정조의 유지와 규장각의  그리고 심상규의 서간을 주어 경상감 에 올리게 

하 다. 8월 1일에 감 에 도착한 리들은 먼  서울에서 가지고 온 유지․

문․서간을 올렸다. 경상감사는 8월 3일에 구부에서 교 심상규가 성첩한 유

지를 잘 받았다는 지수장계를 이문원에 올렸다. 

Ⅰ. 8월 3일 경상감사의 지수장계 

   八月初三日 啓

① 七月二十日 ② 檢校待敎沈象奎 成貼有旨書狀內

③ ‘營吏之繕寫御定冊子 古豈有是 嶺營啓書體 畫牢實篤厚 特命招來繕寫 仍付刻役 

   此似微事 亦欲懋實而然  渠輩繕寫之勞 不可不拔例施賞 回粮令惠廳優給 

   下去後 卿其各別施賞 從渠願別般酬勞 形止卽爲狀聞 俾渠輩 詑恩於七十州事’有

旨 

④ 臣在大邱府祗受是白置有亦

   繕寫營吏等 從厚施賞 拔例調任 以爲酬勞聳勸之地爲白乎旀 

⑤ 緣由馳啓云云

⑥ 摛文院

경상감사는 지수장계에서 “七月二十日 檢校待敎沈象奎 成貼有旨書狀內”라고 

근거 문서를 언 하고 ‘某事有旨’에 해당되는 유지의 내용을 직  인용하 다. 

즉 지수장계의 ①은 유지 발 일, ②는 유지 발 자, ③은 유지의 내용에 해당한

다. ④와 ⑤는 경상감사가 유지를 지수하 다는 장계를 의미하며, ⑥은 지수장계

70)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9월 乙巳 “自本閣下諭該道道臣 而當下傳敎 以此爲有旨 可也” 

국사편찬 원회 SJW-G20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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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취한 서이다. 

보통 장계에 한 문서 행정은 승정원에서 수취하여 담당승지가 이를 국왕에

게 올려 裁可를 받은 후 [啓下]印을 고 련 서에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장계는 규장각 각신이 담당하여 발 한 유지에 한 지수장계이기 때문에 이문

원에서 수취하여 정조에게 아뢰는 규장각의 문서 행정을 보여 다. 즉 당시 

례 로 유지의 발 과 지수장계의 수취 서인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이문원이 

유지를 발 하고 지수장계를 수취하는 서가 되어 정조의 명을 奉行하는 규장

각의 상을 알 수 있다. 

경상감사는 지수장계를 올린 8월 3일에 이문원으로 장계(23)를 함께 올렸다. 

이 장계는 7월 20일에 규장각에서 발 한 (20)에 한 보고로서, “節到付奎章

閣關內(이번에 수한 규장각 문 내에)”라고 근거 문서를 밝힌 후 “･･･宜當向

事 關是白置有亦”에 해당하는 (20)의 내용을 직  인용하 다.  

Ⅱ. 8월 3일 경상감사의 장계

   同日 啓

① 節到付奎章閣關內

② ‘今此有旨內辭意 奉審施行爲有矣 御定冊子 事體自別 閱月繕寫效勞旣多

   今於諸吏之竣役還 也 爲其施賞酬勞下諭恩旨 若是鄭重敎是如乎

   其所擧行 另宜拔例優厚施賞之外 各從其願別加收用 俾渠輩永 曠絶之澤

   殊異之恩爲乎矣 形止狀聞 宜當向事’ 關是白置有亦

③ 繕寫營吏等 謹依別諭內辭意 拔例施賞 各從其願 躐等差任別加酬用後 

   姓名及賞格數爻 開坐于後爲白乎旀 

④ 緣由馳啓云云

⑤ 摛文院

⑥ 營吏 金東珞

        權啓萬

        權日彬 各米二綿 三疋

        權命祥

        權啓晃

  

장계의 ①은 경상감사가 이 장계를 올리게 된 2차 근거 문서인 규장각에서 보

낸 을 가리킨다. ②는 규장각에서 을 경상감사에게 보내게 된 1차 근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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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유지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규장각 문의 내용이다. ③은 규장각 

문에 따라 감사가 시행한 사실을 ④는 장계로 보고한다는 것이고, ⑤는 장계를 

수취한 서이다. ⑥은 리에게 시상한 물품의 수효를 후록으로 부기한 것이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장각의 공문서 달 체계는 비록 大臣衙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關文을 보내고, 만일 각사와 각도에서 규장각에 보고할 

경우에는 모두 書目을 갖추어 첩정하도록 하 다. 그런데 규장각에서 발 한 

을 수취한 경상감 에서는 첩정이 아닌 장계를 이문원에 올렸다. 이는 규장각의 

문이 유지에 근거하여 발 되었고 감사가 시행한 사항에 해 장계로 보고하

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3) 告目을 통한 리들의 업무 보고

규장각으로 출장 온 리들이 자신들의 상 인 경상감사에게 업무의 요 사

항을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는 ‘告目’이다. 고목은 各司의 하  리가 상  

원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문안을 드릴 때 간단하게 작성하는 문서이다. 조선시

 문서 작성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儒胥必知�의 ｢告目類｣에는 吏胥輩들이 

고목을 작성하는 4가지 경우의 서식이 皮 式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4가지의 

고목은 ‘①各司胥吏公故時告目類 ②吏輩問安告目 ③吏輩歲時問安告目 ④外邑吏

房任干請事告目’이며, ①을 제외한 고목에는 答牌(답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71)

71)

리들은 6월 15일에 경상감 을 출발한 후 68일의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   

｢營門告目｣을 경상감 에 일곱 번이나 올렸다. 리들이 올린 고목은 “告目云

云･･･緣由馳告云云”이라는 서식으로 요 사항을 어 房子 편에 업무를 보고하

다.
72)

72)6월 22일에 리들은 첫 번째 고목(1)을 올려 서울로 향하는 경상도의 

마지막 문인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하 다.   

6월 27일자의 문고목(2)에는 리들에게 日給을 지 하도록 규장각에서 호

조와 병조에 내린 甘結을 등서하여 경상감사가 참고할 수 있게 하 다. 리들

71) 경목 외 옮김, 2006 �儒胥必知�, 사계 , 256-272면.

72) �內閣繕寫日 �, (閏六月)初五日 “告目 去卄六日入京緣由 卄八日房子便 告目馳告爲白有

在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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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 으로 6월 27일부터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 호조의 料米와 병조의 價 를 

받았다. 감결은 상  청에서 하  청에 물품의 공 이나 인원의 차출 등을 

지시할 때 발 하는 문서로 리들이 등서한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감 에서 올라온 어정책자 선사 5인에게/ 嶺營上來 御定冊子繕寫五人

호조의 요미와 병조의 가포를 히 지 한 사례에 따라/ 戶料兵 從優例

일자를 계산하여 마련하여 나 어주라는 하교이므로/ 計日磨鍊分給事 下敎敎是如乎 

오늘부터 내려갈 때까지 마련하여 나 어 주되/ 自今日至下去時 磨鍊分給爲乎矣 

만일 더디게 이행하지 않으면 죄를 달게 받을 것/ 萬一遲緩甘罪不辭]

 

리들은 啓筆로 장계와 서책을 쓰기 때문에 경상감 에서 출발할 때 10자루

를 사가지고 왔지만 윤6월 10일 씨 연습이 한창일 때 계필이 벌써 부족하

다. 규장각에서는 1795년에 경상감사 던 승지 李泰永 에 연락하여 계필 15자

루를 가져왔지만 오래 묵히어 좀먹고 상해서 쓸 만한 것이 한 자루도 없었다. 

리들은 감 을 출발할 때 경상감사가 계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면 올려 보내

겠다고 한 바에 따라 고목(4)으로 보고하 다.  

고목을 보낸 지 12일 후 윤6월 22일에야 감 에서 올려 보낸 계필 30자루가 

도착하 다. 리들은 이미 선사를 마친 뒤에 계필이 도착하여 매우 안타까워하

면서도 두주와 고쳐 쓸 곳이 남아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워했다. 그러나 나흘 뒤

인 윤6월 27일에 교 심상규가 새로 �오경백편�을 선사해야겠다고 다시 새로운 

정본을 선사하게 되었다. 결국 감 에서 뒤늦게 올라 온 계필은 리들이 두 번

째로 �오경백편�을 선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계필은 아마도 狀啓를 쓰는 붓이어서 리들이 ‘啓筆’로 호칭한 듯 보이나 어

떤 붓인지 알 수 없다. � 支準折�(古5127-3)의 ‘筆墨’ 항목에는 黃毛筆･白筆․

豬毛大筆 등이 있으나 계필에 한 기록은 없다.73)73)의궤에는 붓의 명칭으로 주

로 황모필과 백필이 보인다. 황모필은 도감의 당상과 등록낭청․서사서리가 주

로 사용하는데 반해 백필은 書吏와 書員이 사용하고 黃抄筆은 화원이 사용하

73) � 支準折�(古5127-3), ｢筆墨｣ “黃毛筆十柄 連黃毛二條 黃蜜一戔四分 炭一升 竹十三節 

一柄折價一戔七分 都監諸處進排 工曹/ 白筆十柄 羊毛一兩 槊連黃毛一條 雜物同上 一柄

折價一戔二分八里 朱筆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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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모는 족제비의 꼬리털로 가격이 비싸 붓의 심은 황모로 만들고 그 에 

羊毛를 입  만들자고 건의하기도 하 다.
74)74)

이와 같이 고목은 선사를 해 규장각으로 출장 온 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계필을 공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 문서이다. 리들이 경상감 에 올린 고목

의 일자와 보고 사항은 <표 8>과 같다.

순번 일 자 보고 사항 

1 6월 22일 조령을 넘음

2 6월 27일
규장각에 公事를 올림, 

호조의 요미와 병조의 가포로 일  정함

3 윤6월 5일
호문 밖에 숙소 정함,

윤6월 2일부터 첨청에서 씨 연습 

4 윤6월 10일
윤6월 6일부터 �오경백편�의 정본 선사 시작, 

선사에 쓸 계필 부족

5 윤6월 23일
윤6월 21일 정조의 賞典,

윤6월 22일 계필 30자루 도착

6 윤6월 27일 �오경백편� 한 본을 더 선사해야함

7 7월 18일
7월 15일 정조가 음식을 내려 ,

7월 21경 선사를 마칠 정

<표 8> ｢營門告目｣의 일자와 보고 사항

 4. 선사 리에 한 처우

경상감 의 선사 리들은 정조가 직  편찬한 어정서인 �오경백편�을 선사하

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처우를 받았다. 규장각과 경상감 에서 왕래한 

모든 공문서에는 �오경백편�을 ‘御冊’ 는 ‘御定冊子’라고 일컬으며 어정서로서 

그 位格을 강조하 다. 선사 리들에게 정조가 내린 가장 특별한 처우는 營房에

74) �승정원일기�, 인조 1년 4월 壬戌. 국사편찬 원회 SJW-A010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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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승진이었고 다음으로는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의 日給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그 외의 시상과 하사한 음식, 근무 여건 등 선사 리들

에 한 처우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795년에 리들은 경상감 에서 �오경백편� 3건을 선사하 는데 그에 해 

정조는 특별한 로 시상하라고 경상감사에게 명하 다. 이때의 시상에는 �오경

백편�을 교 한 경상도의 유생 4명도 함께 시상하 다. 이 시상은 경상감 에서 

안동부와 청도에 문을 발 하여 白米 1石과 綿  2疋을 마련하 다. 9월 29일

에 장황하지 않고 먼  올려 보낸 선사 1건에 해서는 12월 1일에 시상하 고, 

12월 1일에 올려 보낸 선사 2건에 해서는 다음해인 1796년 겨울에 시상하

다. <표 9>는 1795년의 �오경백편� 선사 일정과 시상 내역이다.    

항목 1차 선사본 1건 2차 선사본 2건

上  일자 1795년 9월 29일 1795년 12월 1일

시상 일자 1795년 12월 1일 1796년 9월 11일 후 겨울

시상

내역

교 유생 4명 詩傳 각 1건 印給
朱書百選 각 1건 印給

四書  각 1건 印給

선사 리 5명 白米 각 1石, 綿  각 2疋
白米 각 1石, 綿  각 2疋

本道에서 편리함에 따라 酬勞

<표 9> 1795년의 �오경백편� 선사 일정과 시상 내역 

정조는 경상감 의 리들이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의 임 은 호조와 병조에

서 料米와 價 를 하게 지 하게 하 다. 호조와 병조에서는 6월 27일부터 

리들이 내려갈 때까지 日給으로 계산하여 요미와 가포를 지 하 다. 리들

의 임 은 袱直인 李性云과 界首主人이 호조와 병조에서 한 달치 요미 3石零과 

가포 30兩을 받아왔다.
75)

75)즉 리 1인이 받은 일 은 요미 1錢과 가포 2 으로 

75) 경상감 의 下典인 이성운은 서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袱直으로 정해 리들의 규장각 

출장에 동행하 다. �內閣繕寫日 � “(六月)十五日･･･以下典李性云之熟於京行 定袱直治

行” ; “(七月)二十二日･･･卜物則使性云仍留看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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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 이다. 이 일  3 은 도감에 동원되어 일하는 匠人의 평균 일 인 1  

4푼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76)76) 

리들은 호조에서 받아온 요미 3석령을 모두 계수주인에게 주었고, 병조에서 

받아온 가포 30냥  17꿰미는 계수주인에게 주어 한 달 동안의 음식 제공에 쓰

도록 하 다. 나머지 13꿰미는 공동기 으로 두고 세탁비나 비상 으로 사용했다.

일 을 표 하는 용어로 ‘食價錢’이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다. 

첫째, 員役의 식가 은 반찬값(석어․감장․간장․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

용되었다. 둘째, 犒饋錢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호궤는 작업이 끝난 날 이를 축

하하는 잔치이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 신 돈으로 지 한 것이 호궤 으로 

평시의 일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셋째, 일 으로서의 식가 이다.
77)

77)선사

리들이 병조에서 받아온 饌價錢은 세 번째 용례인 일 으로서의 식가 에 해당

한다.
78)78) 

리들은 길일인 윤6월 2일부터 첨청의 定役所에서 선사 작업을 시작하

다. 이후 윤6월 13일에 시원한 장소로 작업공간을 제공하라는 정조의 하교에 따

라 소유재의 樓로 옮겼다. 이곳은 검서 들이 근무하는 검서청인데 리들이 

작업하는데 편하도록 가리개를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시켜 주었다.

윤6월 14일부터는 매일 녁 규장각에서 리들에게 새참을 제공하 는데 이

76) �탁지 �에 의하면 도감을 설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장인의 임 은 월 액으로  9

두와 면포 1필이다. 이것을 공정 가로 환산하면 4냥 4 이며, 이것의 일 은 1  4푼

이다. 교에 의해 시 하게 해야 할 역사에서 장인들은 2  8푼을 받는 데 이것은 도감

을 설치하여 행하는 사업에서의 장인의 일  1  4푼의 두 배이다. 의궤를 분석하여 고

찰하면 보통 일  1  4푼이라는 낮은 임 이 지 되었고 2  8푼이라는 높은 임 의 

외에 속한다. 이 훈 편, 200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 학교출 부, 

90-91면.

77) 이 훈 편, 앞의 책, 78면.

78) 조 연간(1725년-1776년)에 �璿源系譜紀略�의 粧冊을 담당했던 冊匠은 평균 일 으로 

요미 3升과 價  1尺1寸을 받았다. 조계 , 2005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한 

연구｣ �書誌學硏究� 제31집, 서지학회, 68면. 朔料 3두는 日料 1승이고 朔  1필은 日  

1척 1  6푼이다. 1894년 이 까지는  1석(15두)=면포 2필=동  4냥이라는 가를 

이용하여 환산하면, 의 가는 2냥 4 , 면포의 가는 2냥이어서 총 4냥4 이 된

다. 이것의 하루치 임 은 1  4푼 6리 6모 ･･･등으로 되지만 사하여 1  4푼으로 지

하 다. 이 훈 편, 앞의 책,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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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정교의 하교 다. 리들은 규장각을 비롯하여 승정원과 비변사에서 술

과 안주를 열 번 이상 받기도 하 다. 술과 안주 외에 받은 특별한 음

식으로는 烹鷄와 정조가 하사한 賜饌이 있었다. 이 특식들은 리들이 두 번째

로 �오경백선�의 선사를 시작한 윤6월 28일 이후에 제공되었다. 규장각에서 윤6

월 29일 오후에 다섯 마리의 닭을 삶아주어 리들은 각자 한 마리씩 먹었다. 7

월 4일 심에 두 번째로 삶은 닭을 받자 리들은 감동하면서도 송구스러

워했다. 검서 들도 그것을 보고 ‘매일 이와 같은가’ 물으며 서로 돌아보고 경탄

하 다.

7월 15일 오후에 리들이 막 퇴근하려는데 武藝別監이 정조가 각신에서부터 

리에 이르기까지 규장각 구성원 모두에게 내린 ‘宣賜之饌’을 가져왔다. 리들

은 大黑盤에 담긴 ‘各色餠․各色果․鷄參鰒羘蛤湯․水團’을 하사받았다. 리들

은 하사한 음식에 감사하는 를 亞房이 알려  로 양손을 바닥에 고 잠시 

구부렸다가 일어나 꿇어앉아, 단정하게 앉아 먹었다. 리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들은 싸가지고 가라는 하교에 따라 안동 京主人 집에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도 임 이 주신 진수성찬을 길이 멀어 부모님과 향당의 종족들에게 드리지 못하

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리들이 경상감 으로 돌아갈 때의 路費는 선혜청에서 50貫銅을 해주었고, 

草料帖( 료체)는 비변사에서 발 해 주었다. 료체는 원이 공무나 특정 사

유로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여행 지역의 驛站과 官으로부터 말과 숙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한 문서이다. 료는 본래 말에게 먹이는 꼴과 

곡식을 의미하지만, 더불어 숙식과 從人, 驛馬 등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행하는 원은 병조나 소속 의 장으로부터 료 문서를 받아 여

행하는 각지의 역과 에서 자신의 신원과 각종 편의 제공에 한 증명의 용도

로 사용하 을 것이다.
79)79) 

선사를 마친 리들은 7월 22일 규장각을 출발하여 8월 1일 감 에 도착하

다. 정조가 직  편찬한 어정서를 선사하 다는 특별한 사례로 리들은 후한 

상을 받고 방에서 고속으로 승진하 다. 경상감 에서는 1795년보다 많은 

79) 宋哲鎬, 앞의 논문,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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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년수 리 차서 1795년 차서 1796년 승진 1797년 승진

① 8-9년 啓書營吏
㉠ 권일빈權日彬․   

 권명상權命祥
㉢ 권계황權啓晃

② 4-5년 通引營吏

③ 4-5년 承發營吏
㉡ 권계만權啓萬․   

 김동락金東珞
㉠ 권일빈․권명상 ㉢ 권계황

④ 4-5년 工房營吏

<표 10> 방의 차서와 선사 리의 승진 내역 

백미 두 가마니와 면포 세 필씩을 시상하 다.       

감 의 리는 찰사에 배속된 內監營吏와 도사에게 배속된 都事營吏로 나뉜

다. 경상감 에서 리들의 차서는 계서 리부터 시작하여 이방 리에 이르는 9

단계이다.
80)

80) 리가 營房에 들어오면 처음에 계서 리를 맡게 되어 8-9년이 지

나면 통인 리로 승진한다. 통인 리가 되어 4-5년이 지나면 승발 리로 옮겨가

며 이후 각 리는 4-5년이 지나면 순서 로 승진하 다. 즉 계서 리에서 ‘大老

爺’라고 존칭하는 이방 리가 되기까지는 략 40년에서 49년이 소요되었다.
81)81)

그런데 선사 리들은 1795년 경상감 에서, 1797년 규장각에서의 두 차례 �오

경백편� 선사로 인해 각각 2등 을 뛰어넘어 승진하 다. 그 결과 2년 만에 계

서 리 던 권일빈․권명상은 방 리가 되었으며, 승발 리 던 권계만․김동

락은 형방 리가 되었다. 규장각 출장에서 새롭게 합류한 권계황은 한 차례 승

진으로 계서 리에서 승발 리가 되었다. 방에서의 이러한 고속 승진은 어

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정서 선사’가 주는 특례이다. 리의 次序와 

선사 리들의 승진 내역을 표로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80) 보통 리라고 하면 승발 리와 육방 리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李勛相, 2006 ｢조선

후기 경상도 監營의 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大同文化硏究� 第55輯, 376면.

81) 경상감 의 리들이 규장각으로 출발하는 날 이방 리가 불러 훈계하 는데, 이 때 권

계만은 이방 리를 ‘大老爺’라고 칭하 다. �內閣繕寫日 � “(六月) 十五日･･･ 出營房 

則大老爺誡之曰 今日君輩之行 卽是設營後初見 各道之無事 關禍福 惟在操心 不操心耳”. 

이방 리의 공식명칭은 ‘巡房 上詔文 記官’이지만 ‘大房營吏’라고도 불 다. 李勛相, 의 

논문,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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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5년 禮房營吏 ㉡ 권계만․김동락 ㉠ 권일빈․권명상

⑥ 4-5년 兵房營吏

⑦ 4-5년 刑房營吏 ㉡ 권계만․김동락

⑧ 4-5년 戶房營吏

⑨ 4-5년 吏房營吏

계서 리에서 이방 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49년

    

�오경백편�은 1798년 8월 7일에 이르러서야 각을 마치고 인출에 들어갔는데 

작업일은 20일 정도 상되었다.82)82)9월 2일에 내각을 비롯한 제처에 �오경백편�

을 수장하도록 반사하고 감인을 담당한 신하들에게도 1건씩 반사하 다. 한 

주자소에서 �오경백편�을 인출할 때 수고한 이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 다.83)83)  

규장각은 정조의 명에 따라 권계만 등 선사 리에게 壯紙로 인출한 �오경백편�

을 반사하 는데, 경상감 의 리들은 10월 5일에 반사에 한 서간(27)을 받

았다. 

5. 맺음말

18세기 후반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패 소품체의 문장과 과학지식을 하는 

서학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조는 주석을 배제하고 경서의 원문만 수록한 正本

을 편찬하거나 문장서의 핵심을 간추린 選本을 직  편찬하 다. 정조는 이러한 

문헌을 통해 짧은 시간에 경학을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기 하 고 명말청

82) 이 사실은 �내각일력�과 �승정원일기�에는 8월 7일의 기사에, �일성록�에는 8월 6일 기

사에 수록되어 있다. 국사편찬 원회 SJW-G22080070. 

83) �오경백편�의 각과 인출이 완료되기 이 인 5월 3일에 �오경백편�의 간행에 참여한 신

하와 장인들에게 먼  시상하 기 때문에, 이 날의 시상은 인출과 장황 담당자를 심으

로 이루어졌다. �정조실록�에는 �오경백편�이 5월 3일과 7월 29일에 완성되었다는 기사

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오경백편�이 간행된 일자를 5월 3일로 언 하 다. 김문식, 

앞의 책(2000), 12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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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집이나 패 잡기로 병든 文風을 회복하고자 했다. 

1798년에 목 으로 간인한 어정서 �오경백편�도 그러한 흐름에서 편찬된 어정

서이다. 정조는 경상감 의 선사 리에게 �오경백편�을 목 으로 각할 때 필

요한 간본을 장계체로 정서하게 하 다. 이것은 남의 서체가 질박하고 돈후한 

것을 취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가늘고 삐딱한 씨를 순수한 것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에서 다.  

본 논문은 �내각선사일록�을 분석하여 목 본 �오경백편�의 자양이 완성되기

까지의 선사 과정을 고찰하 다. 이를 통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하는 필

사본 �오경백선� 3건의 특징과 가치를 밝혔다. 경상감 의 리들은 �오경백편�

을 두 차례에 걸쳐 선사하 는데, 1795년에 경상감 에서 3건을 선사하 고 

1797년에는 규장각으로 올라와 2건을 선사하 다. 선사 리들은 정조가 직  편

찬한 어정서인 �오경백편�을 선사하 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처우를 받

았다. 선사 리들에게 정조가 내린 가장 특별한 처우는 營房에서의 승진이었고 

다음으로는 규장각 출장 기간 동안의 日給이다.

이문원에서의 선사는 이틀마다 리들이 쓴 정본을 합하여 성명을 어 내

에 들이면 정조가 이를 검토한 후 겉장에 ‘계하’를 써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리들이 �오경백편�의 선사를 마치면 계문신이 각신을 도와 교정하

다. 규장각 교 심상규는 이문원에서 선사한 2건 가운데 1차 선사본에서 �주

역�과 �시 �을, 2차 선사본에서는 �춘추�․� 기�․�서 �을 뽑아 목 으로 간

인할 정본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내각선사일록�에 등서된 공문서를 상으로 고찰하 기 때문에 공

문서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규장각과 경상감  간의 공문서 달체계

를 분석하여 규장각의 문서 행정을 구명하 다. �오경백편�의 선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규장각의 문서 행정은 �규장각지�의 원규에 따라 운 된 규장

각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장각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정조의 명을 받아 규장각 각신이 직  유지를 

발 하고 이문원에서 경상감사의 지수장계를 수취하 다. 규장각의 공문서 달 

체계는 비록 신아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문을 보내고 만일 각사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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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규장각에 보고할 경우에는 모두 서목을 갖추어 첩정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문서행정은 정조가 규장각에 부여한 계를 반 하는 것으로 각기구로서 

규장각의 상을 보여 다.

주제어 : �五經百篇�, 御定書, 繕寫, �內閣繕寫日 �, 규장각, 문서 행정

투고일(2012. 11. 16), 심사시작일(2012. 11. 20), 심사완료일(201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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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발 자 문서명 수취자 근거

1 1795.8.5 到付 규장각 關 경상감 筵敎

2 1795.8.10 경상감 關 경상도 各邑 1

3 1795.8.19 경상감 下帖 구향교 2

4 1795.9.29 경상감사 狀啓 이문원 1

5 1795.9.29 경상감 牒呈 규장각 1

6 1795.10.7 직제학 이만수 有旨 경상감사 4

7 1795.10.12 경상감사 祗受狀啓 이문원 6

8 1795.10.12 경상감 關 경상도 71州 6

9 1795.12.1 경상감사 狀啓 이문원 6

10 1795.12.1 경상감사 狀啓 이문원 1

11 1795.12.1 경상감 牒呈 규장각 1

12 1795.12.14 경상감 關 안동부 6

13 1795.12.14 경상감 關 청도 12

14 1796.9.3 직제학 이만수 有旨 경상감사 9

15 1796.9.11 경상감사 祗受狀啓 이문원 14

16 1797.6.14 到付 규장각 關 경상감 下敎

17 1797.6.14 경상감 牒呈 규장각 16

18 1797.6.27 규장각 甘結 호조･병조 日給

19 1797.7.20 검교 교 심상규 有旨 경상감사 施賞

20 1797.7.20 규장각 關 경상감 19

21 1797.7.20 비변사 草料帖 自京至慶尙監營 各邑各站 草料

22 1797.8.3 경상감사 祗受狀啓 이문원 19

23 1797.8.3 경상감사 狀啓 이문원 20

24 1797.8.3 경상감 關 안동부 19

25 1797.8.3 경상감 關 淸道 24

26 1797.8. 경상감 牒呈 규장각 20

27 1798.10.5 到付 규장각 書簡 경상감  선사 리 賜

<부록> �내각선사일록�에 등서된 공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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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cription of �Ogyeong-Baegpyeon(五經百篇)� and the 

Document Administration of Kyujanggak(奎章閣)
84)

Cho, Gye-Young *

The �Ogyeong-Baegpyeon (五經百篇)�, printed from woodblock in 1798, is a 

king-edited book(御定書) for which King Jeongjo selected by himself 100 sections from 

the Five Classics. King Jeongjo ordered the officials of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 of Gyeongsang(慶尙監營) to copy out fairly the engraving sheets that were 

necessary to engrave �Ogyeong-Baegpyeon� in Janggye style(狀啓體). The king’s 

intention was to take the thick and simple handwriting style of Gyeongsang province, 

while restoring the thin and slanted style then in vogue to pure one.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cesses of transcription where the handwriting shape of 

woodblock �Ogyeong-Baegpyeon� had been made by analyzing �Naegakseonsailrok(內閣

繕寫日 )�. The officials transcribed three copies in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 

of Gyeongsang in 1795, then two copies in Kyujanggak(奎章閣) in 1797. Among the 

king’s various rewards for those officials, the most special was rapid promotion in that 

office. 

Also, this article examined the document administration of Kyujanggak by analyzing 

the official document delivery system between Kyujanggak and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 of Gyeongsang during the transcription process of �Ogyeong- 

Baegpyeon�. Kyujanggak, under the king’s order, issued king’s writ directly to 

Gyeongsang governor while the governor’s reports of writ receipt were received by 

Imunwon(摛文院). Such practice indicates that King Jeongjo placed Kyujanggak in 

relatively higher rank among king’s immediate advisory and secretarial institutes.

Key Words : transcription(繕寫), Ogyeong-Baegpyeon(五經百篇), king-edited book(御

定書), Naegakseonsailrok(內閣繕寫日 ), Kyujanggak(奎章閣), the 

Docu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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