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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1992년 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
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교육연구소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계기록유산의 대중적 보급과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KMoW KC)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World'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하
고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세계기록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잘 보존하고 시민
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문화재청·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

이 사업은 1992년 사라예보에 있던 보스니아 국립도서관 겸 대학도서관이 내전으로 인하여 150만 권의 책이 훼손되어 인
류 역사의 한 장이 영원히 연기 속으로 사라지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쟁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변동, 약탈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책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합니다.

과 불법적인 거래, 의도적인 파괴로 인하여 많은 기록유산이 영원히 사라졌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인류의 경험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류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현재 구텐베르크 42행 성경 초간본과 뉴질랜드 1893년 여성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사업인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책임을 맡게 되었
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정권 탄원서 등 세계 128개국 8개 기구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427건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
한국은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인류역사상 가치 있는 기록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2001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해 주신 경상북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을 널리 알리고,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심화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권하가 등재되었고,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
록물이 등재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등재됨으로써 모
두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

2018년 12월

산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각 기관들은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
니다. 그러나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보존하고 있는 각 기관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모두의 유산이며, 더 나아
가 세계의 유산인 것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 대중들이 기록유산의 가
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학진흥원은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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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처한 기록물과 컬렉션들을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기록유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의 목록
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적절히 보존하는 것,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 기록유산의 목록화 작업을 장려하고 기록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엠블럼>
세계기록유산의 상징 도안은 기억의 공백 및 기억의 손실을 형상화한 하이코 휴너코

김 귀 배

프(Heiko Huennerkopf)의 작품으로 2009년 채택되었다. 과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

던 인류의 역사는 양피지와 파피루스 종이가 발명되며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
로 도안의 기초가 되었다. 두루마리 형태는 저작권을 뜻하는 동시에 지구, 축음기, 두루
마리 필름, 그리고 원반을 형상화한 것이다.

세계의 기억, 세계기록유산
(자료 출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

우리가 흔히 세계기록유산이라고 알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１)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정식명칭은 ‘세계의 기억

intro/))

(Memory of the World)’이다. 즉, 인류의 다양한 기억들을 잘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우리
인류는 선조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익히며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2년마다 개최되는 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가

기록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기억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과거

있는 기록물을 선정,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세계기록유산으로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

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네의 일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그리고 『조선왕실 어

기록유산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축물과 기념물, 그리고 고고학
적 유산과 같은 부동산 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장치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록유산의

보와 어책』이 함께 등재되면서 모두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세계기록유산 최
다 보유국이고, 전 세계로 따져도 네 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록유산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유네스코가 우리 기록물의 어떠한 세계

쟁과 같은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특히 기록유산은 그 특성상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분해되는 천연재

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목록에 등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국제적으로도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국제 규약에 근거한 사

료, 합성재료 또는 유기물로 만들어져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약탈과 사고 또는 전쟁과 같은 인간이 초래한 재난, 관

업이 아니라는 취약점 때문에,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비해 각국 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러다

리와 보존 작업의 소홀이나 무지로 인하여 쉽게 훼손된다.

가 2015년 ‘역사 왜곡’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기록유산 사업이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영화 분야는 1895년 프랑스 파리의 그

되면서 새롭게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랑 카페에서 뤼미에르 형제(Louis Lumière)가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유네스코는 초
창기부터 평화와 관용을 주제로 필름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영화 분야는 기
술의 진보로 인해 점차 활성화되었지만 기록물로서 영화의 가치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결국 보존 인식의 부족으로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 기준, 절차

초창기 필름의 3/4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하였다(Joie Springer, 1995).
기록유산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2년 8월 보스니아 내전 와중에 벌어진 국립도서관 파괴 사건이었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기록유산이란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글, 그래픽, 시청각, 디지털 등)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 즉, 기

다. 당시 사라예보가 무차별 폭격을 당하던 때에 유서 깊은 국립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13세기부터 모아 소장해 온 도

록을 담고 있는 정보(information)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체(carrier)를 말한다(유네스코, 2002). 또한 기록유산은 하나

서 150만 점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세계의 지식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인

의 문서(document) 또는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다수의 문서들로 구성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침에 따르면, 여기에서

류의 정신적 자산인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각성하기에 이르렀다(서경호, 2014). 그리고 유네스코는 1995년부터 위험에

‘문서’는 “필기와 같은 서명이나 코드 또는 소리 그리고(혹은) 기록, 사진 또는 필름과 같은 이미지로, 움직일 수 있고, 보존

1) 유엔전문기구로 공식 명칭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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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재생산되고 복사될 수 있는 소재”로 정의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은 한국의 동산문화재보다 훨씬 넓은 개

[표2]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념으로 서적뿐만 아니라 지도, 필름, 음반, 레코드, 사진이나 수집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포괄한다.

등재 기준
진정성

[표1]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자료
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주

독창성 /
대체 불가성

세부 사항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요

· 시 간 :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지의 여부

기

· 장 소 :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준

세계적 가치

· 사 람 :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주제와 테마 :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 형식과 스타일 :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 희 귀 성 :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

(자료 출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intro/))

· 완 전 성 :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보조 요건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운영은 1997년 채택된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일반지침」２)에 근거한다. 이 지침은 사업 목적 및 배

이루어지는 경우

경을 비롯해 보존과 활용의 원칙, 목록의 등재기준과 준비, 사업의 구조와 관리 방안, 재원조달과 마케팅 등에 대한 내용을

· 관리계획 :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담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등재하는 목록은 국제목록,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목록들은 모두 역사적

· 위 험 성 :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자료 출전 : 세계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2002, 유네스코))

중요성을 지니며, 하나의 기록유산이 세 목록 중 두 곳 이상에 등재될 수 있다. 또한 각 목록에는 위계가 없으므로 국제목록
이 국가목록보다 중요성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 목록으로 등재한 이후에 지역 목록으로 등재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록유산의 세계적 의미와 영향력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는 기록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을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을 기
반으로 비교해 심사한다. 세계기록유산에는 국제목록에 해당하는 등재기준이 적용되며, 지역목록과 국가목록의 경우에는
지역 및 국가에 적합한 논리적 다양성을 감안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유네스코의 다른 협약 사업들과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협약 사업이나 무형유산보호협
약 사업에서는 매년 유산의 등재신청이 가능한 반면, 기록유산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국가당 최대 2건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 위의 두 협약이 국제협약이라 정부만이 신청 주체가 되는 데 반해, 기록유산은 국가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계속해서 세계기록유산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재된 기록유산의 보
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신청 유산이 진정성,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이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유산의 신청자가 보존 현황에 대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

한다. 즉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이어야 하고,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

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소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신청

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이어야 한다. 또한 시간, 장소, 사람, 주제와 테마, 형식과 스타일에 있

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해 의견을 묻고, 그 답변에 따라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

어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조 요건으로 희귀성, 완전성, 위험성 및 관리계획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다.

내용은 다음 장의 [표2]와 같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기록유산이 국내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영문 혹은 불문으
로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신청서가 문서로서 완결성을 지니는지 확인한 후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
재소위원회에 송부한다. 등재소위원회는 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
회는 이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 여부를 건의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국제자문위원
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재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등재절차가 마무리된다.

２) Memory of the World -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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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기록유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는 괄목할 만하다. 2001년 『직지』３)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2004년
기록유산 분야의 유일한 유네스코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상’을 유네스코와 함께 신설해 현재까지 격년으로 시상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전 세계의 모든 기록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한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록유산 중에서도 우리 인류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전달해야 하는,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저개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여 한국의 등재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세
계의 중요한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선별해서 등재하는 제도이다.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유네스코 유산제도

2017년에는 기록유산 분야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４)(Category II급) 설립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받아 본격적인 국제

는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물려줄 인류의 자산이라는 거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협력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센터는 2020년경 공식 발족할 예정인데,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교

이를 위해서는 유산 목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기록유산’이라는 희

육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지원 등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선도 기구로서 기록유산 보존과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성과 탁월한 브랜드 가치가 무분별한 등재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중요한 임무이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해,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기록유산을 지역목록 및 국제목록
에 등재신청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이 기록유산의 가치를 발굴해 적절한 보존 조치를 마련하도록 돕고, 기록

한국 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

유산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기록유산 관련 사업, 협력
및 교육훈련을 장려하고, 기록유산국가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기록유산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록유산의 강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유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직지』는 한국의 발달한 인쇄문화를 잘 보여주
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현황과 한국의 기여

그럼,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인 『직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직지』는 선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정
리한 책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무려 70여 년이나 앞서 제작됐다. 일반적으로 나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는 전 세계 128개국과 8개 기구 및 단체의 기록유산 427건이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기록유산의 지역별 등재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은 전체 등재건수의 절반이 넘는 기록유산을

침판, 종이, 화약과 더불어 세계 4대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쇄술의 발명은 인류문명을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든 획기적인 사
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금속활자의 발명은 정보의 보급과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도 인류문명사에 큰 의미가 있다.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은 등재건수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아랍과

『직지』는 상·하권 2권으로 인쇄되었는데, 아쉽게도 상권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

아프리카지역의 등재건수는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다. 등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

이다. 구한말 주한 프랑스 공사를 지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반입된 뒤 여러 과정을 거쳐 프랑스 국립도

록유산 등재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불균형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랜 기간 세상에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직지』는 1960년대 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박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45개국의 기록물 91건이 등재되었으나 2년 뒤에는 55개국

병선 박사에게 발견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박병선 박사는 『직지』 맨 뒷장에서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

1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문화재청, 2005), 15년이 지난 현재에는 128개국 427건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초창기에는 고서 위

다’는 기록을 보고 온갖 어려움 끝에 최초의 금속활자본임을 증명하게 된다. 2001년 청주시는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

주의 등재가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이 등재되고 있다. 등재 유산에는 인쇄매체와 필사

재하려고 하였으나 소장자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이 희박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에서도 『직지』 등재

본을 비롯해 시청각 자료, 문자, 지도 및 설계도면, 비문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 건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전까지 소장자가 등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제3자가 등재를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었

한국은 비교적 초창기인 1997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참여해 꾸준히 등재를 해온 결과,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

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동의를 극적으로 받아냄으로써 2001년 청주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기

은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베트남 후에(Hue)에서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직지』의 등재가 결정되었다. 『직지』는 현재는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원소유국이 신청

총회에서 아태지역목록에 『한국의 편액』을 등재한 데 이어 『만인의 청원, 만인소』와 『조선왕조 궁중현판과 편액』을 등재시

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첫 번째 사례였다.

키면서 지역기록유산 세 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 초창기에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승정원일기』

『동의보감』의 사례도 매우 흥미롭다. 『동의보감』은 2009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등재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등과 같은 고문서를 주로 등재하였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11년 1980년대 인권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 기

난관은 『동의보감』의 세계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었다. 국내에서조차 ‘한의학은 중국에서 전해온 것인데 우리

록물』을 국가기록원 외 여러 정부기관 부처 및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면서부터였다. 이후 2013

의 한의서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등재신청서를 준비

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은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동의보감』이 17세기 초에 왕명에 따라 발간된 의학서적으로서, 국가가 주도한 ‘세

물』이 등재되는 등 근대기록물의 등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３)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秒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４) 영문 명칭은 ICDH(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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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라는 점이었다. 서양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임을 감

국경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안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몇 세기나 앞서 공중보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 증거가 『동의보감』인 것이다. 또한 일
반적으로 의학서가 병증에 대한 사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의보감』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 즉

유네스코에서는 유산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

‘예방의학’의 개념을 서양보다 몇 세기나 빨리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

고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 인증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유네스코에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기록유산은 각각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래 [표3]은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의 세계적

등재시킴으로써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데 있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제도를 통해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나

가치를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둘러싸고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표3] 한국 세계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 요약
유산명

2015년 이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갈등이 더욱 증

등재연도

세계적 가치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

1997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
례가 없는 일,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기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997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으로서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
간에 걸친 기록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
和尙秒錄佛祖直指心體要節』권하卷下

2001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된 기록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001

중국의 『중국 25사』(3,386책, 약 4,000만 자) 및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 자)보다 더 방대한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243책, 글자 수 2억 4,250만
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기록유산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며, 기록유산의 등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高麗大藏經版-諸經版

200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세계적인 고유한 가치를 지녔을 경우 등재를 권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 상황

조선왕조 『의궤(儀軌』

2007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
으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이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기록유산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

2009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

『일성록日省錄』

2011

동서양의 정치 및 문화교류를 상세히 기록한 왕의 일기

2011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한 문건.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줌

『난중일기亂中日記』: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陣中日記

2013

전시에 지휘관이 직접 작성한 독특한 기록물, 당시 국제전쟁으로서의 동아시아 전투상
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을 상세히 기
록한 중요한 연구자료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빈곤퇴치, 여성인권 향상, 근대화의 모델로서 현재까지 전 세계 18개국에서 157개 사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자료로도 활용

2015

제작 과정부터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공동체 출판’이라는 출판 방식은 세계
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징적인 출판 방식, 500년 이상 지속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서 세계적 가치를 지님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2017

2017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진행한 단일 방
송으로는 가장 긴 138일의 방송물로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담음
조선왕실의 의장용 도장과 교서로서 1392년부터 1966년까지 570여 년이라는 장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봉헌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무이함.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기록
물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은 이후에 일어난 운동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적 기부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
며, 당시의 역사적 기록물이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
가 큰 기록물
17-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로서 단순히 전쟁의 재발방지를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우호를 상징하는 기록물

폭되었다. 일본은 ‘난징대학살 기록물’의 신청서가 날조되었으며,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발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등재가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네스코 재정지원을 중단해
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다. 기록유산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받는 기록물의 등재가 국제 분쟁으로 비화해 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여부를 두고, 해당 기록물에 내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제적인 판결’을 하는 것으로
재가 역사적 사실의 공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해당 기록유산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류에

세계기록유산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록유산으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자 유네스코도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구성되어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록유산을 둘
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기록
유산 등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세계기록유산 사업, 즉 ‘세계의 기억’의 취지를 함께 ‘기억’해야 할 때이
다.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며, 이와 더불어 지혜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하다. 그것이 갈등과 분쟁을 넘어 우리 기록유산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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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필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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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1446)은 1443년에 창제한 훈민정음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훈민정음 창제 원
리를 해설한 부분이 ‘해례’이고 문자이름과 책 이름이 같다 보니 흔히 ‘해례본’이라 부른다. 세
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백성들에게 새 문자 훈민정음과 그것을 만든 원리와 운용 방법을 알렸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훈민정음 창제 취지와 원리, 역사적 의미 등을 비롯하여 문자의 다양
한 예시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세종대왕을 비롯해 집현전 학사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 여덟 명이 함께 지었다. 세종대왕이 쓴 부분을 판심제목(정음)
에 따라 ‘정음편’으로, 신하들이 풀어 쓴 부분은 역시 판심 제목(정음해례)에 따라 ‘정음해례편’
이라 부른다. ‘정음편’은 세종대왕의 서문과 예의로, ‘정음해례편’은 ‘해례’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책으로 전체 33장 66쪽이고, 정음편은 장마다 14행에 매 행 11자이며,
정음해례편은 장마다 16행에 매 행 13자이며, 해례 끝의 정인지 서문은 한 글자를 내려 적고
있다. 이처럼 정음편과 정음해례편 사이에 행과 글자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임금이 작성한 정
음편은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신하들이 작성한 정음해례편은 임금을 공경한다는 뜻에서
글자의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세종대왕이 직접 펴낸 초간본은 오랜 세월 알려
지지 않다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용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책을 간송 전형필 선
생이 사들여 간송미술관(서울 성북구 소재)에 수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70호로 지정

▲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 세트

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
The Hunmin Chongum Manuscript

간송미술문화재단 _ 김슬옹ㆍ탁현규

기록유산의 형식
『훈민정음』은 목판본으로 찍은 종이책으로 앞표지와 뒤

보사한 이는 처음 발견한 이용준으로 추정한다. 처음에는

표지 빼고 33장(33엽) 66쪽이다. 1권 1책이지만 마치 2권 1

보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현배의 『한글갈』(1942)

책처럼 세종이 지은 정음편이 4장 7쪽, 정인지, 최항, 박팽

등의 전문서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났다.

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 8인이 쓴 정음
해례편이 29장 58쪽이다.
『훈민정음』 은 1940년 발견 당시 표지와 맨 앞 두 장, 총 네
쪽이 없었으나 지금 간송본은 표지와 4쪽이 보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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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보사 부분의 내용이 [표1-1]의 <사진2>와 같이 『조선
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고 <사진3>과 같은 언해본이 있었기
때문에 간송본에서 복원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세종 서문의 맨
마지막 글자인 ‘耳’를 <사진1>과 같이 ‘矣’로 잘못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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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라고 언
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1] 보사 부분(정음1ㄱㄴ-2ㄱㄴ)의 중요 근거가 된 세종 서문 마지막 글자 ‘矣 ’와 ‘耳’
<사진1>세종 서문 끝자 ‘矣’가 쓰인 간송본
(1940)

<사진2> 세종 서문 끝자 ‘耳’가 쓰인 세종실록
(1446.9.29.)

<사진3> ‘耳’가 쓰인 훈민정음 언해본(1459)

1. 기록유산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
1)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상소문 기록 4일 전인 1444년 2월 16일 기록에 의하면 세종

『훈민정음』(1446)이 저술된 1차적인 배경은 1443년 훈

이 훈민정음으로 중국 운서 한자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적게

민정음 창제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해례본은 총 66쪽 가운데 7쪽(정음1ㄱ-정음4ㄱ)은 세종

44쪽이 뒷면 낙서가 심하다.

여기서 한자 발음 사전을 고치라는 것은 창제 직후, 갑자

했기 때문이다.

비밀리에 만들어 1443년 12월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

여기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보급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을

렸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

알 수 있다. 하나는 하급 관리(서리)들을 빨리 가르쳐 대민

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

업무나 일반 백성들한테 널리 퍼지게 하려는 것이며 한편으

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한자

로는 중국인조차 한자 발음을 정확히 적지 못하는 난제를

에 관한 것과 토박이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

해결해 정확한 한자 사용과 한자 학습 문제를 해결하고자

는 비록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

한자 발음 적기에 나선 것이다.

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

이러한 세종의 주요 전략은 집현전의 원로대신들의 반발

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

에 부딪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훈민정

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

음 보급 정책은 벽에 부딪칠 것을 알고 훈민정음 해례본 집

실록』, 세종 25. 1443/12/30/)”라고 기록되어 있다. 훈민정

필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해례본은 한문본으로 양반 사

음을 창제한 다음 대략 2년 6개월 뒤에 집현전 학사 정인지,

대부들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사대부들이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 여덟

훈민정음의 높은 가치와 원리를 빨리 익혀 하층민 교화에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1446년 음력 9월 초 훈민정음을 풀이

나서길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책 『훈민정음』해례본을 펴냈다. 이 책에서도 “1443년 겨

세종은 집현전 원로대신을 설득하기 위해 집현전 대제학

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간략하

정인지와 30대 중견 학자 최항, 20대의 젊은 학자들인 박팽

이 직접 저술한 서문과 예의, 8쪽은 빈 면이며 나머지 58쪽

해례본의 책 크기는 목판본인데다가 오랜 세월의 흐름으

게 예와 뜻을 적은 것을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

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의 도움을 받아

은 이른바 해례이다. 세종대왕이 쓴 부분을 보통 ‘예의편’ 또

로 일정하지는 않다. 중요 부분만 크기를 제시해 보면 [표

음’이라 하셨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게 된 것이다.

는 ‘본문’이라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판심제목(정음)에 따른

1-2]와 같다.

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ㄴ:4-6_정인지서])

‘정음편’이다. 신하들이 풀어 쓴 부분을 ‘해례’ 또는 ‘정음해
례편’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정식 명칭은 판심 제목(정음해
례)에 따른 ‘정음해례편’이다. ‘정음편’은 세종대왕의 서문과

[표1-2] 『훈민정음』 해례본 반곽 크기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왜 여덟 명의 신하들과 함께 이 책

왕은 한자(한문)를 몰라 자기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을 펴냈을까? 창제 직후인 1444년 2월 20일(음력)자에 기

못하는 백성들이 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록된 최만리 등 7인의 갑자상소에 의하면 세종은 훈민정음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장차

크기 ( 세로 x 가로 ) mm

예의로, ‘정음해례편’은 ‘해례’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

표지 크기 ( 보사 )

289 x 200

창제 사실을 알린 후 훈민정음 보급에 들어간 듯하다.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문

어 있다.

정음 1 ㄱ ( 보사 )

226 x 164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10여 명

자가 없어 한자를 빌려 적었다. 입으로는 한국말을 쓰고, 글

정음 3 ㄱ

225 x 160

의 서리들에게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옛날 사람들이 이미

을 쓸 때는 중국식 한문을 쓰는 이중 언어생활이 가장 큰 문

정음 4 ㄱ

226 x 161

만들어 놓은 운서(한자 발음 사전)를 경솔하게 고치고, 언문

제였다. 입으로는 “난 책을 좋아해.”라고 하고, 글로는 “我

부분은 제자해 일부와 대학 일부가 낙서되어 있었다. 또한

정음해례 1 ㄱ

224 x 159

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기능공 수십 명을 모아 판각을 새겨

好冊(난-좋아해-책을)”이라고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

남아 있는 첫 쪽인 정음 3ㄱ부터 정음해례 20ㄴ까지 모두

정음해례 29 ㄱ

224 x 159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이 세상 후대 사람들의 공정

다. 그나마 양반 사대부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한 의논으로 보아 어떻겠습니까?(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이 저술한 부분 가운데 초간본은 앞의 네 쪽이
없는 세 쪽이 남아 있는 셈이다. 또한 발견 당시 ‘정음 4ㄴ’

판본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세종대

간송본

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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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책을 550질 찍었고 또한 해례본은 빠르게 많

이 글자로써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찍기 위한 목판본이었고 그 당시 『훈민정음』 과거 시험

다.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정음해례28ㄱ:4-

(1446.12.26., 1447.4.20)까지 보았으므로 해례본도 최소

5_정인지서] 또한 이 글자로써 소송 사건을 다루면, 그

500권은 찍었을 것이다.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446년에 간행 반포되었던 『훈민정음』 초간본이 20

(2) 가.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세기 중반인 1940년에 와서야 한 권이 발견되었고 17, 18, 19

［정음해례28ㄱ:2-3_정인지서]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세기 지식인들이 이 책을 보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렇다면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이 책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희귀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안에 배울 수 있다.

해례본이 나온 지 81년만인 1527년에 나온 최세진의 한

나. 庶使觀者不師而自悟.［정음해례28ㄴ:7_정인지서]

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는 훈민정음 쓰임새에 대한 간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단한 설명을 책 앞에 범례처럼 붙여 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

깨우치게 하였다.

중에 기본적인 자모 순 등이 다른 것으로 보아 최세진이 과

(3) 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연 해례본을 보고 썼을까 의심된다. 변화된 것을 정리한 것

［정음해례29ㄱ:1-3_정인지서]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일 수도 있지만 해례본을 못 본 정황이 뚜렷하다.

전하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이렇게 해례본이 희귀본이 된 이유를 그동안 흔히 연산군

업적이 모든 왕들을 뛰어 넘으셨다.

의 훈민정음 탄압에서 찾았다. 『훈몽자회』가 나오기 23년 전

▲ 훈민정음 해례본 전형필 소장자를 처음 밝힌 책

에 연산군의 훈민정음 탄압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록

(1)에서는 훈민정음 28자가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

기록으로 보면, 나라 대신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훈민정

루 통할 수 있다.”고 했다. 뜻을 맘껏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

음 벽서가 해례본 반포 3년만인 1449년에 붙었고 이로부터

천 자가 필요한 한자와 같은 뜻글자가 아닌데도 아닌데도

55년 쯤 뒤에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훈민정

단지 28자만 잘 부려쓰면 뜻을 맘껏 적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음 벽서가 많이 붙자 이에 크게 노한 연산군은 언문(훈민정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한

음)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했고(1504/7/20) 이틀 뒤에는

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 한자

이 밖에도 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 발음기

를 모르는 백성들이 표현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한자로는

호와 같은 문자 구실도 할 수 있으니, 다목적용으로 창제되었다.

언문으로 된 구결 단 책을 불사르게 했다(1504/7/22).
그러나 이런 탄압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연산
군도 웬일인지 이런 탄압을 하면서도 “한어를 언문으로 번

소통할 수 없는 것을 가엾이 여겨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익
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또한 죄지은 사람들의 자세한

2) 『훈민정음』 해례본이 희귀본이 된 이유

역한 것은 금하지 말라(1504/7/22)”라고 했기 때문이다. 전

사정을 적은 문서들이 한문이나 이두로 되어 있다 보니 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두 번째 배경으로는 종이책

면 탄압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유는 무

인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문서를 잘못 이해하여 그릇된 판결

으로서 500년이 넘은 희귀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초

엇이었을까? 그 답은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서의 다음

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간본을 몇 권 찍었는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선

과 같은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세종대왕은 성현의 가르침

왕조실록 세종 29년(1447년) 10월 16일자 기록에 “『용비어

과 생활 정보, 올바른 생활 태도 등도 책을 통해 백성들에게

천가』 550본(本)을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주었다(賜『龍飛

(1) 가.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정음해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한문으로 된 책은 한문을 익힌

御天歌』五百五十本于群臣)”는 기록이 있다. 해례본이 나

례28ㄱ:1-2_정인지서] 스물여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사대부들만 읽을 수 있으니 소용이 없었다. 누구나 쉽게 익혀

온 지 거의 1년 뒤의 기록이다. 용비어천가는 모두 10권으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로 서문과 발문 등을 포함하면 무려 527엽(장)으로 1054

두루 통할 수 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배워 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

쪽이나 된다. 해례본 33엽 66쪽이므로 무려 16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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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조선어학회 영인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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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맘껏 권위를 누려왔는데 언문으로 적으면 죄수들조차

역되고 이를 도운 방종현의 이름으로 해례부분만의 번역이

재판 과정의 속사성을 낱낱이 알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연재되어 그 실체가 처음 드러났

한문을 배우는 이들조차 언문을 잘 알면 한문 책을 더 잘 풀

다. 이 연재가 끝난 6일 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일제

어낼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에 의해 강제 폐간된다.

거기다 (2)에서처럼 그런 문자를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든

방종현의 증언(조선일보 1940.7.30.)에 따르면 전형필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어 스승 없이도 깨우칠 수

1940년 3월쯤 소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형필의 증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자를 만든 세종을 중국 황제

언이 실린 “신태양편집부편(1958), 『좌담』 국보이야기, 『신

에게나 쓸 법한 “모든 왕을 초월한 하늘이 내린 성인”으로

태양』 5월호, 재수록: 한국민족미술연구소 편(1996), 『간송

쓰고 있다.

전형필』, 한국민족미술연구소. 306-307쪽.”에 의하면 소장

양반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한문을 통한 자신

하기 대략 1년 전쯤에 해례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들의 신분과 학문 권위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고 했다. 이런 증언으로 볼 때 해방 후에나 밝혀진 최초 발견

다. 더욱이 중국과의 사대가 중요한 터에 중국 황제 권위에 맞

자 이용준이 해례본을 발견한 것은 1939년쯤으로 추정된다.

서는 듯한 표현까지 있으니 이 책을 싫어하고 멀리했을 것이

전형필이 이 책을 얼마나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잘 지켰는

다. 그래서 일반 책보다 더 빨리 희귀본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일단 보화각 같은 첨단

세계기록유산으로 된 세 번째 배경은 역시 종이 책이라

건물을 미리미리 지어 보관에 대비했고 또 당시 경성의 비싼

는 책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발견 당시인 1940년은 494

기와집 열 채 값 정도라고 하는 큰 돈(일본 돈 만 원, 소개비

년이 된 책이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97년은 551

천 원 추정)으로 매입하였다. 더 싸게 구입할 수 도 있었지만

년이 된 책이었다. 전세계에서 종이책으로서 이렇게 오래된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로서의 격을 살리기 위해 제값을 주었

책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이다. 서양의 오래된 책
은 대개 양피지로 쓴 책이기 때문이다.
3) 일제 말 기적처럼 발견, 문화재를 생명처럼 여겼던 간
송 전형필의 노력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우리말글 교
육과 사용을 금지했다. 마침 이해에 전형필은 최초의 근대식
미술관이자 박물관인 보화각(葆華閣)을 설립하여 철저히 문
화재 보호 준비를 마쳤다. 1940년 일제는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단행하였다. 바로 이 해에 전형
필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을 소장하게 된
다. 이런 소장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은 1942년에 출판되는
최현배의 『한글갈』에서이다. 해례본 자체의 내용은 1940년
7월 30일일지 조선일보(4면)만을 통해 드러난다. 전형필은
해례본을 소장한 뒤 이를 전문가들에게만 공개했는데 제일
▲ 보화각(간송미술관) 준공_1938, 가운데 : 전형필 선생과 큰 아들

먼저 서지학자 송석하에게 모사하게 했고 이 모사본을 훈민
정음 전문학자로서 조선일보에 근무하던 홍기문에 의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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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구성 체제
짜임새

주용 내용
어제 서문

정음편
(예의편, 본문)
예의

정음해례
(해례편)

해례

예의

초성해

· 초성자의 특성과 뜻
· 초성자의 기능과 갈래

중성해

· 중성자 기능과 예
· 중성자 합용자 이치와 예

종성해

· 종성자 기능과 예
· 종성자의 특성
- 음절을 이루는 방법
- 종성과 사성
- 8자만으로 종성 쓰는 법
- 장단에 따른 종성 특성
- 한자음에서의 ‘ㄹ’ 종성 특성

정인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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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자와 각자병서 6자의 글꼴, 음가, 예와 분류
- 초성 17자, 중성 11자
- 각자병서(6자)
· 종성자: 종성부용초성(1)
· 표기운용 방법
- 종성부용초성(2),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방점법

제자해

용자례

지은이

·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
· 훈민정음의 창제의 참뜻
· 훈민정음 창제 주체(세종)와 대상(모든 백성)

· 제자의 철학 배경
· 제자 원리와 방법, 특성
- 초성·중성 글자 제자 원리
- 초성, 중성 음성 특성과 문자 특성
- 음절 구성 특성

합자해

다는 것이다.

· 초·중·종 낱글자 합성 방식과 보기
· 병서자의 갈래와 예
· 한자와 훈민정음 합성 방식
· 방점
· 반혓소리 갈래와 사용
· 특수 합성자 예

· 94개의 고유어 어휘를 통한 사용 예
- 초성자 사용 예
- 중성자 사용 예
- 종성자 사용 예
·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목적, 취지
· 훈민정음의 우수성
· 창제자와 창제 연도
· 세종의 위대함
· 공동 저자와 편찬 연도, 정음해례 대표 저술자(정인지)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구성 체제

치음, 가장 높게 나오는 목소리는 우음 등의 원리를 담았다.

다음으로 전형필은 일제 말기 그 암흑 시기에 전문가들로

이런 철학, 과학, 음악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

하여금 이 책의 가치를 조심스럽게 알리게 하는 한편 철저

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리를 담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히 일제로부터 막아 냈고, 1950년 6.25 동란 중에도 이 책만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정보를

큼은 지켜냈던 것이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은 이런 휴머니즘 문자관으로 15세기 동아시아에 문자

세종(이도)

2. 기록유산의 문화사적 이해

없어 고통 받던 문맹의 문제, 무문자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1) 체계적인 최초의 문자 해설서

런 이상적 문자 가치를 담은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인류 문화는 문자 역사나 다름없다. 구전 문화도 소중하
고 중요하지만 문화는 기록됨으로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

3) 그 당시 역사에서 그 기록유산이 끼친 영향과 의미

다. 그렇다 보니 인류는 오랜 세월 문자를 만들어 문화를 일

15세기에 조선은 천 년 이상을 제나라 말을 적을 수 있는

궈왔다. 그런데 그런 문자 가운데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

문자가 없어 빌린 한자로 생활을 해왔다. 그 모순과 고통을

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 보편주의 문자 이상을 담은 책
세계 모든 문자는 어떤 문자든 소중한 가치가 있고 위대
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문화사적 관점에서는 문자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1)가.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정음해례26ㄴ:827ㄱ:1_정인지서] 대개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말소
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를 비교할 수도 없고 우열 관점에서 비교해서도 안 된다. 그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鋙也, 豈能達而無礙

러나 문자는 보편적 가치나 객관적 기준으로 문자 기능과

乎. ［정음해례27ㄱ:1-3_정인지서]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교육의 수월성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

그렇게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철학 보편주의, 과학 보편
주의, 음악 보편주의를 담아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을 실천하게
하는 문자다. 철학과 과학과 음악은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되는
보편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천지자연의 이치인 음양오행 철학을 담은 문자를 쓰는 이

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
힘이 없겠는가?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정음해례27ㄱ:34_정인지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는 양반이든 천민이든 똑 같이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나.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정음

다. 훈민정음은 이런 철학 원리와 더불어 과학 보편주의를

해례27ㄱ:8-27ㄴ:1_정인지서]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담았다. ‘ㄴ’이라는 자음을 낼 때 양반이든 천민이든 똑같이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다. 이런 발음작용과 발음 원리를 그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정음해례27ㄴ:1-2_정인지

대로 담되 거기에다가 가장 간결한 직선만으로 상형하여 누

서]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못

구나 똑같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다음으로 궁상각치우라는 동양 보편의 음악 원리를 담았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다. 음악 역시 누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실제 가

［정음해례27ㄴ:2-4_정인지서]

이두를 사용하는 것

장 편하게 입술로 내는 소리인 입술소리는 궁음, 그보다 더

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

높게 나오는 잇소리는 상음, 어금닛소리는 각음, 혓소리는

어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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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정
음해례27ㄱ:6-8_정인지서]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설명한 뒤 종성자 규정, 표기운용 방법으로 종성부용초성,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방점법 등을 설명했다.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
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2) 정음해례편

대제학 정인지는 먼저 한자는 중국에서 빌려온 문자임

정음해례편은 모두 29장 58쪽으로 크게 ‘해례’ 부분과 ‘정

을 밝히고( 假中國之字以通其用［정음해례27ㄱ:1-2_정인

인지서’로 나눈다. ‘해례’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지서])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합자해’ 등의 다섯 ‘해’와 용자례로 구성되어 ‘해례’라고 부른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겠는가(是猶枘

다. ‘정인지서’는 정음편과 함께 세종실록 1446년 9월 30일자

鑿之鉏鋙也, 豈能達而無礙乎.［정음해례27ㄱ:2-3_정인지

에 수록되어 있어 두루 전해졌으나 ‘해례’는 해례본이 희귀본

서])” 라고 묻고 있다.

이 뒤 1940년에 소장자 간송 전형필 선생의 배려로 ‘방종현,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 언문일치가 안 되니 마치 모난 자

홍기문’ 등의 전문 학자의 번역으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났다.

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아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제자해’에서는 훈민정음 문자는 삼재음양오행이라는 동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2)에서처럼 한문을 배우는 양반들조

양의 보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또 그러한 원리를 반영하

차 한문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두를 만들었지만

여 만들었다는 것과 발음작용과 발음 특성을 반영한 ‘상형’

더 문제가 많아 만분의 일도 제대로 소통 못했다는 것이다.

이라는 과학 보편주의에 의해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흐름이

이러한 문자의 근본 문제인 소통 모순을 해결하여 의사소통

다.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가 만나 이루는 음절자 구성 원리

을 온전히 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다.

도 같은 이치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자해를 바탕으로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에서
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기능과 사용 예 등을 간결하면서

기록유산의 기본 내용과 의미

도 관련된 음운 현상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초성해’에서는
초성자의 특성과 뜻, 초성자의 기능과 갈래를 중성해에서는

1. 기록된 내용 소개

중성자 기능과 중성자 합용자 이치와 예를 밝혔다. 종성해

해례본은 세종이 직접 저술한 ‘정음’편과 8인이 저술한

에는 종성자 기능과 예와 더불어 음절을 이루는 방법, 종성

‘정음해례’편으로 나눈다. 전체 내용의 흐름을 먼저 도표로

과 사성, 8자만으로 종성 쓰는 법, 장단에 따른 종성 특성,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음에서의 ‘ㄹ’ 종성 특성 등을 밝혔다. 합자해에서는 초·
중·종 낱글자 합성 방식과 보기, 병서자의 갈래와 보기, 한자

1) 정음편

와 훈민정음 합성 방식, 사성에 따른 방점, 반혓소리 갈래와

세종이 직접 저술한 정음편은 모두 4장 7쪽으로 세종 서문

사용, 특수 합성자 보기 등을 들었다. 용자례에서는 기본 어

과 예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어제 서문’

휘, 생활 어휘 94개의 고유어 통한 사용 보기를 초성자, 중

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 훈민정음의 창제의 참

성자, 종성자 순으로 들었다.

뜻, 훈민정음 창제 주체는 세종이며 새 문자는 한자 모르는

정인지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목적, 취지, 훈민

백성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이 쉬운 문자로 편

정음의 우수성, 창제자와 창제 연도, 세종의 위대함, 공동 저

안하게 문자생활을 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의’ 부분

자와 편찬 연도, 정음해례 대표 저술자(정인지) 등을 밝혔다.

에서는 28자와 각자병서 6자의 글꼴, 음가, 예와 분류 등을
▲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배접으로 뒷면 낙서가 배어나온 정음해례1ㄱ)

24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5

2. 기록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 번역

문단

주제

한문

현대어 번역

1) 세종 서문
한문

현대어 번역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
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드니 ,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
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여 與文字로 不相流通하니라 . 故愚民有
국

지

어

음

이

호

중

국

여

문

자

블

상

류

통

고

우

민

유

所欲言하여도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라 . 予爲° 此憫然하여 新制
소

욕

언

이

종

불

득

신

기

정

자

다

의

여

위

차

민

연

신

제

二十八字하나니 欲使人人易° 習하여 便於日用耳니라 .
이

십

팔

자

욕

사

인

인

이

습

편

어

일

용

이

故智者不終朝而會요 , 愚者可浹旬而學이니라. 以
고

지

자 부종

조

이

회

是解書면, 可以知其義요. 以是聽訟이면 可以得其
가

5

훈민정음의
실용성과 우수성

이

지

기

의

이

시

청

송

가

이

득

가

情이니라.
가

字韻則淸濁之能辨하고 樂歌則律呂之克諧니라. 無
자

운

즉

청

탁

지

능

변

락

가

무

所用而不備하고, 無所往而不達이니라. 雖風聲鶴唳
소

용

이

불

비

무

수

풍

성

학

와 雞鳴狗吠라도 皆可得而書矣니라.
계

명

구

개

가

득

이

서

의

2) 정인지 서문
문단

1

주제

현대어 번역

소리와 문자의

有天地自然之聲이면 , 則必有天地自然之文이니라 .

필연성과 천지인

所以古人因聲制字하여 以通萬物之情하고 以載三

삼재 이치

지역에 따른 소리
2

한문

유

소

천

지

이

자

고

연

인

지

인

성

성

즉

제

필

자

유

이

천

통

지

만

자

물

연

지

지

문

정

이

재

삼

才之道하니 而後世不能易也니라 .
재

지

도

이

후

세

불

능

역

야

와 문자의 특수성

然四方風土區別 하고 聲氣亦隨而異焉이니라 . 盖
°
外國之語는 有其聲而無其字니라 . 假中國之字以通

과 중국 문자 차용

其用하니 是猶枘鑿之鉏鋙也니 豈能達而無礙乎아 ?

의 모순

要° 皆各隨所 °處而安이오 , 不可 °强之使同也니라 .

연

사

방

풍

외

국

지

어

기

토

유

용

요

구

시

개

각

수

유

소

별

기

예

처

성

성

조

이

이

지

무

기

기

서

역

수

이

자

어

야

기

안

불

이

연

가

중

능

가

달

강

개

국

이

지

지

무

사

자

애

동

이

통

호

야

吾東方禮樂文章이니 , 侔擬華夏하나 , 但方言俚語
오

동

방

례

탁

문

장

모

의

화

하

단

방

언

리

어

가 不與之同이니라 . 學書者患其旨趣° 之難曉요 .
불

조선의 한문 사용
3

여

지

동

학

서

자

환

기

지

취

지

난

효

문제와 이두의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이니라 .
°
昔新羅薛聰이 始作吏讀°하여 官府民間에 至今行之

한계와 문제

나 然皆假字而用이니 或澁或窒이니라 . 非但鄙陋無

치

석

옥

신

자

라

연

개

병

설

기

곡

총

가

자

이

절

지

난

통

시

작

이

두

용

관

흑

삽

흑

부

민

간

지

질

비

단

금

비

행

루

지

무

稽而已라 至於言語之間하여도 則不能達其萬一焉
계

이

이

지

어

언

어

지

간

즉

불

능

달

기

만

일

언

이라 .

癸亥冬에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하여 略揭例義
계

4

해

동

아

전

하

창

제

정

음

이

십

팔

자

약

게

예

의

훈민정음 28자

以示之하시니 名曰訓民正音이니라. 象形而字倣古

창제 사실, 제자

篆하되 因聲而音叶七調°니라. 三極之義와 二氣之

원리와 가치

妙가 莫不該括이니라.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하고,

이

시

지

전

명

인

묘

막

불

성

해

이

음

왈

협

괄

훈

칠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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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

정

이

이

통

상

조

簡而要하며, 精而通이라.
간

음

삼

이

십

팔

자

극

이

지

전

형

이

의

환

자

이

무

궁

방

기

고

지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
가 있다 .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
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 천지인 삼재의 이
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
가 없었다 .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 . 대개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
하도록 쓰고 있는데 ,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겠는가 ?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 억지로 같게 하
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 동방의 예악과 문장이 중화 [ 중국 ] 와 같아 견
줄 만하다 .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 그
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
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
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못하고 막혀서 답답하
다 . 이두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그 만
분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

遂命詳加解釋하여 以喩諸人하시니라. 於是에 臣與
수

명

상

가

해

석

이

유

저

인

어

시

신

여

集賢殿應° 敎臣崔恒, 副校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
집

6

훈민정음 해례본
집필 맥락과 가치

현

전

응

교

신

최

항

부

교

리

신

박

팽

년

신

신

숙

주

수

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
찬

신

성

삼

문

돈

녕

부

주

부

신

강

희

안

행

집

현

전

부

수

찬

臣李塏, 臣李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叙其梗槩하
신

이

개

신

이

선

로

등

근

작

제

해

급

례

이

서

기

경

개

니라.
庶使觀者로 不師而自悟니라 .
서

세종대왕의 공로와
그에 따른
7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의 역사적
의미

사

자

불

사

이

자

오

若其淵源精義之妙는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니라.
약

기

연

원

정

의

지

묘

즉

비

신

등

지

소

능

발

휘

야

恭惟我殿下는 天縱之聖으로 制度施爲超越百王이
공

유

아

전

하

천

종

지

성

제

도

시

위

초

월

백

왕

시니라. 正音之作이 無所祖述이오 而成於自然이니
정

음

지

작

무

소

조

술

이

성

어

자

연

라. 豈以其至理之無所不在요, 而非人爲之私也니
기

이

기

지

리

지

무

소

부

재

이

비

인

위

지

사

야

라. 夫東方有國이 不爲不久호대 而開物成務之大
°
智는 盖有待於今日也欤니라.
부

지

8

관

개

동

유

방

대

유

어

국

금

불

일

야

위

불

구

이

개

물

성

무

지

대

여

훈민정음 해례본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資憲大夫禮曹判書集賢殿大

간행 날짜와 발문

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麟趾拜手 °稽首謹

(정인지서) 지은이

書하옵니다.

정

제

서

통

학

십

지

일

춘

년

추

구

관

월

사

상

세

한

자

자

우

현

빈

대

객

부

신

예

정

조

인

판

지

서

배

집

수

현

계

전

수

대

근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
에 ,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
이 글자로써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
다 . 또한 이 글자로써 소송 사건을 다루면 , 그 속사
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글자의 운으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노랫가락으로는 음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글을 쓰는 데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 비록
바람소리 , 학의 울음소리 , 닭소리 , 개 짖는 소리라
도 모두 적을 수 있다 .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
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 이에 , 신이 집현전 응
교 최항과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와 수찬 성삼문
과 돈녕부 주부 강희안과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와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 그것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대체로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
게 하였다 .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감히
밝혀 보일 수 없다 .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
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왕들을 뛰어 넘으셨다 . 정음 창제는 앞
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요 , 자연의 이
치에 의한 것이다 .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아주 많
으며 ,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 무
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
되 ,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정통 11 년 ( 세종 28 년 , 1446 년 ) 9 월 상순 . 자헌
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
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쓰옵니다 .

계해년 겨울 (1443 년 12 월 ) 에 우리 임금께서 정
음 스물여덟 자를 창제하여 ,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여 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 ‘상
형’ 원리로 만들었으되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
고 , 말소리에 따라 만들었으되 , ( 글자는 ) 음률의
일곱 가락에도 들어맞는다 . 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
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 스물여
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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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자해

28자와
초성기본자
상형원리

正音二十八字는 各象其形而制之니라. 初聲凡十七字이
정

음

이

십

자

각

상

기

형

이

제

지

초

성

범

십

칠

자

니라. 牙音ㄱ는 象舌根閉喉之形이라. 舌音ㄴ는 象舌附
아

음

상

설

근

패

후

지

형

설

움

상

설

부

상

구

형

치

음

상

치

형

上腭之形이라. 脣音ㅁ는 象口形이라. 齒音ㅅ는 象齒形
상

지

형

순

음

상

후

이라. 喉音ㅇ는 象喉形이라.
후

중성

팔

음

형

中聲凡十一字이라.
중

성

범

십

일

●

자

舌縮而聲深하여 天開於子也니라.
설

축

이

성

심

천

개

어

자

야

ㅡ는 舌小縮而聲不深不淺이니

상형기본자

形之圓은 象乎天也이라.

상형 원리와

地闢於丑也니라. 形之平은 象乎地也니라.ㅣ는 舌不縮而

음양 특성

형

지

원

지

벽

어

성

천

상

축

호

천

야

야

형

지

설

평

상

호

지

형

지

림

소

축

이

성

불

심

야

불

천

설

불

聲淺하니 人生於寅也이라. 形之立은 象乎人也니라.
인

생

어

인

야

상

호

인

축

이

야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자는
모두 17자다. 어금닛소리글자 ㄱ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혓소리글자 ㄴ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
양을 본떴다. 입술소리글자 ㅁ는 입 모양을 본떴다. 잇소
리글자 ㅅ는 이 모양을 본떴다. 목구멍소리글자 ㅇ는 목
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중성자는 모두 열한 자이다.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
가 깊어서, 하늘이 자시(밤 11시-1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

다.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밤 1시-3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ㅣ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
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새벽 3시-5시)에서 생기는 것과
같다.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4) 용자례
終聲ㄱ 는 如
종

성

螬요,

위

ㄴ는

如
여

제

과

위

해

송

之類니라.
지

두

구

ㅁ는 如

爲海松이오,
위

저

爲屨요,

爲蹄니라.
위

위

爲蝌蚪요.

조

종성자 용례

爲 楮 요,

여

여

爲 甕 이오.
위

ㄷ는 如
여

위

형

위

호

지

ㅇ는

爲笠이오,
위

爲螢이오.

爲虎요,

爲池니라.
위

옹

립

ㅂ는

如

ㄹ는 如
여

위

위

풍

如 爲薪이요,
여

위

천

월

류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된 이유와 가치

신

ㅅ는 如

爲月이오,
위

제

爲楓이오.

爲泉이니라.
위

爲蠐

여

여

爲星
위

성

종성자
“

ㄱ는

“

(굼벵이),

(닥나무),

(올챙이)”과 같이 쓴다. ㄷ는 “

(신나무)”과 같이 쓴다.
이 쓴다.
“ (범),

ㅂ는 “

(독)”과 같이 쓴다.

ㄴ는 “

(섶나무),

(샘)”과 같이 쓴다.

이 쓴다. ㄹ는 “ (달),

(신),

(갓),

(반디)”와 같

(발굽)”과 같이 쓴다.

ㅅ는 “

ㅇ는

(잣),

ㅁ는

(못)”과 같

(별)” 따위와 같이 쓴다.

의 일부를 한글로 옮긴 언해본 등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고 또한 이러 기록을 통해 책 집필자, 집필 시기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요 기준과 보조 기
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유네스코에서 설정한 주요 기
준과 보조 요건을 그림으로 재구성하면 다음 장의 <그림>과
같다.

을 증명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간송본은 1446년에
간행된 원본임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둘째 기준은 독창적(Unique)이고 대체할 수 없는
(Irreplaceable) 유산이어야 한다. 해례본은 문자 자체가 독
창적인 데다가 문자 창제자, 배경, 원리 등을 자세히 써 놓은

1) 주요 기준으로 본 등재 이유와 가치

▲ 세조 5년(1459에 나온 훈민정음 언해본 1ㄱ)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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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 있기에 독창성이 돋보인다.

첫 번째 기준은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이다. 해당

셋째 기준은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이다.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어야 한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와

다. 해례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해례본 자체

다음 5가지 요소들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

기록과 실록 등의 관련 기록으로 충분하다. 해례본의 내용

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례본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

과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한 세종실록 기록, 해례본

고도 남는다. 영국의 역사가 존맨(John Man, 2001: 1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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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일본이 된다. 유일본이 아니더라도 1940년에 최초로

주요기준

진정성

독창성
보존성

훈민정음
해례본

시간
장소

중요성

보조요건

위협성

훈민정음
해례본
형태
스타일
계획성

대상
주제

사람

발견된 원본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림> 세계기록유산 지정 주요기준과 보조요건 재구성

넷째 관리 계획(Management Plan)이다. 해당 유산의 중
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를 말

둘째,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상태이다. 온전한 하나

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적절한 보존을 위해 2015년에는

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이다. 발견 당시 표지와 앞

원본과 똑같은 복간본을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꾀하고 대

두 장 모두 네 쪽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전체로 보면 500년

신 원본은 더욱 철저히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넘은 책으로서는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해례본은 2002년도에는 100대 한글문화유산 1호로 선

셋째 위협(Threat) 측면에서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

정되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

에서 안전한 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

에 주목한 것이라면 이 사업은 한글은 세계 문자사상 유례

절한지의 여부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1938년 미술관을

가 없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서, 우리 민족의

설립하고 일제 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각종 문화재를 보존

문화 역량을 잘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우

하고 지켜냈다. 6.25 참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값진 유물을

리 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한 사업이며 평가였다. 이 사업 취

지켜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 훈민정음 해례본도 지나친 비공

지문에 의하면 문자는 문화 전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훌

서는 “한글은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알파벳의 대표적 전형이

셋째 사람(People)의 경우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두드러

개라고 일부 원망을 들을 정도로 간송미술관이 철저히 보존

륭한 한글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문화유산 또한 매우

며, 알파벳이 발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

진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

하는 길을 지켜 왔기에 지금까지 원본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소중하며 영구히 보존하고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

주는 최고의 알파벳이다.”라고 했다. 세부 조건별로 왜 그런

을 갖는 경우이어야 한다. 해례본의 대표 집필자인 세종은

있는 것이다.

았고 해례본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된

지를 보자.

훈민정음 창제자로서 32년간의 통치 기간 각종 과학과 문화

첫째, 시간(Time) 측면에서 기록 유산은 국제적 일의 중요

발전을 이룩해 낸 인물이다.

변화 시기를 뚜렷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

넷째 ‘대상/주제(Subject/Theme)’가 세계 역사와 문화의

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인류에게

시간 측면에서 해례본은 간행 당시의 시간적 의미, 발견 시점

문자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사람은 문자를 통해 사람다운

에서의 시간적 의미, 현재까지의 양적 시간의 의미로 짚어볼

세상을 열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층민의 문자 소통이라

수 있다.

는 가장 사람다운 뜻을 가진 것이 훈민정음 창제ㆍ반포였고

간행 당시인 1446년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양반과 일

그런 맥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해례본이다.

부 중인들만이 한자로 문자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섯째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측면에서 뛰어

사람다운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평민이나

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

천민까지도 문자생활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 1940년은 한

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이어야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은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우리말과 글을 부려 쓸 수 없

15세기 책 편집과 출판의 가장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 준다.

던 시기였다. 그런 절망적인 암흑기에 해례본이 발견되어

임금과 신하의 공저 가치와 아름다움을 책에 그대로 반영하

우리 겨레의 또 다른 희망이 되었다.

였으며 한문과 불경 편집 태도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둘째 장소(Place) 측면에서 세계 역사와 문화 발전에 중

편집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2) 보조 요건으로 본 등재 이유와 가치

담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해례본은 책이어서 물리적인

보조 요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례본 집필이 이루어진 경복

첫째 희귀성(Rarity)이다.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이어야

궁의 사정전(임금의 개인 집무실), 집현전(전각 이름은 ‘수

한다. 2008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견된 것이 진본이라면

정전’)을 비롯한 주요 장소가 복원되어 있다.

딱 두 권이 발견된 것이고 그것이 진본이 아니라면 간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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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자음) 국제 음운 표시
기본자

확장자
가획자

상형기본자

아음

ㄱ/k/

일반
가획

이체자

각자병서

ㅋ/kh/

ㆁ/ŋ/

ㄲ/k'/

설음

ㄴ/n/

ㄷ/t/, ㅌ/th/

순음

ㅁ/m/

ㅂ/p/, ㅍ/ph/
h

치음

ㅅ/s/

ㅈ/ts/, ㅊ/ts /

후음

ㅇ/ɦ/

ㆆ/ʔ/, ㅎ/h/

5자

병서

9자

ㄹ/ɾ/

ㅿ/z/

합용병서
두자

연서

세자

(ᄛ)/ɽ/
*이 글자는 언급만 되
고 실제 표기로는 나
오지 않음

ㄸ/t'/

ㅃ/p'/

ㅶ/pts/

ㅆ/s'/, ㅉ/ts'/

ㅼ/st/

ㅴ/psk/, ㅵ/pst/

ㅸ/ß/

ㆅ/x/ ㆀ/ɦ:/
(사용 예로만 나옴)
3자

7자

4자

2자

병서 11자(ㆀ포함)

기본자 17 자

연서 2자(ᄛᅠ포함)

확장자 13자

초성 23 자 (24 자 , ㆀ포함 )

6자
모두 3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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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13-10.12 <훈민정음과 난중일기전>,

[표1-5]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자(모음) 국제 음운 표시

두 자 상합자

세 자 상합자

합성자
상형기본자

초출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확장자

기본자(기본 중성자)

합용자
재출자

동출합용자

기본 중성자와
합용자

의

동출합용자와
합용자

/o/
/a/

/jo/
/ja/

/wa/
/joja/

/ʌj/
/oj/ /aj/
/ yoj/ /yaj/

/waj/
/jojaj/

음성

/ɨ/

/u/
/ə/

/ju/
/jə/

/wə/
/jujə/

/ɨj/
/uj/ /əj/
/juj/ /jəj/

/wəj/
/jujəj/

양음성

/i/

의

* 특이 ㅣ합용자(/iʌ/ /iɨ/)

3자

4자

4자

4자

10자

기본 중성자 11 자

- 영인본

소장처에서 직접 직접 관여한 출판은 영인본 출판과 복간

조선어학회 편(1946). 『訓民正音』(방종현 해제). 보진재.
이상백(1957). 『한글의 起源』(이상백 해제). 통문관.

2015년에는 교보문고와 함께 복간본을 다음과 같이 해제
서와 함께 펴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편(2015). 『訓民正音』(복간본). 교보문
고.
해제서: 김슬옹(2015).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탄생과

4자

포함)

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기록유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전시나 출판, 기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
례본 간송본 원본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번지의

김슬옹 엮음(2015). 『훈민정음(언문·한글) 논저·자료 문헌 목

연구』 37호. 한말연구학회. 5-40쪽.
김주원(2013). 『훈민정음』. 민음사.
전인건(2017). 훈민정음 해례본과 간송-외솔 탄신 123돌, 『훈
민정음』 해례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20돌 기념 학술제의 의미와
회 자료집)(10.7). 주최: 울산광역시주관: UBC 울산방송.

『훈민정음』 해례본 28개 국어 번역 www.hunminjeongem.

정우영(2008). 『訓民正音』 해례본(해설). 『문화재 사랑』 47. 문
화재청. 32-35쪽.

전시 행사는 간송미술관 전시와 2014년 이후인 동대문디
1) 현재 소장되어 있는 소장처

- 일반 문헌

소장처 누리집: 간송미술문화재단 www.kansong.org/

훈민정음가치배움터 blog.naver.com/tomulto

(1) 전시

간송미술문화재단 편(2015). 『訓民正音』. 교보문고.(해제서: 김슬

가치. 『인류 최고 문화재《훈민정음》 해례본 다시 보다』(학술대

org

활용 등

현대적 활용

누리집(2018년 12월 28일 개통 예정)과 블로그가 있다.

동나무 상자에 넣어져 잘 보존되고 있다.

에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신장시킬 수 있도

- 복간본

김슬옹(2015).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의 역사와 평가. 『한말

5) 홈페이지와 블로그
관련 홈페이지로는 소장처 간송미술문화재단 누리집이 있

『훈민정음』 해례본은 온도 20도 습도 50% 수장고에서 오

한글학회(1997). 『訓民正音』(허웅 해제). 해성사.

록』, 역락.

고 복간본 해제자(김슬옹)가 운영하는 해례본 28개국 번역
문화유산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여, 우리 국민들

김민수(1957). 『注解 訓民正音』(김민수 해제). 통문관.

옹(2015). 『훈민정음(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 해제)』. 교보문고.

역사』(간송본 복간본 해제). 교보문고.

18자
29자 / 31자(특이 ㅣ합용자

(2) 출판
본 출판으로 나눌 수 있다.

/ʌ/

양성

【참고문헌】

John Man(2001). ALPHA BETA：How 26 Letters Shaped
The Western World. John Wiley & Sons. Inc：(남경태 역.
2003.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 예지)

자인플라자 전시로 나눌 수 있다.
간송미술관에서의 전시는 매 해 한글날 특별 주간에 전시
한 것 외의 주요 전시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 다른 원본이 2008년도에 배익기에 의해 경상북도 상
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나 소장자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아
2018년 현재로서는 진본 여부와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다.

1991. 11. 2-11.17 <간송선생30주기기념명품전>,
간송미술관
1996. 11. 2-11.17 <11월의 문화인물 간송추모전>,
간송미술관

2) 현재 소장 및 관리 기관 현황
소장처는 간송미술관 특별 수장고이고 관리 주체는 간송
미술문화재단이다.

2006. 5.21- 6. 4 <간송탄신백주년기념전>, 간송미술관

2014년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의 전시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원본 전시를 한 바 있다.
2014. 3.21- 6.15 <간송문화전 1부: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3) 현재 기록물 보존 상태(수장시설의 보존관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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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간송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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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군人君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이요, 사필史筆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관史官은 인군의 착하고 악한 것을 기록하여 만세萬世에 남기니 두
렵지 않습니까? … (『정종실록定宗實錄』 1년(1399) 1월 7일)

조선시대 국왕의 국정운영과 언행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사건건 비판하며 글로 남길 수 있었던
관료는 삼정승三政丞이나 판서判書, 승지承旨 등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바로 사관史官이라는 말
단 관리였다. 대부분의 사관은 예문관藝文館 소속의 젊은 엘리트 관료들로 막 과거科擧에 급제했
던 이른바 젊은 피였다. 이들이 국왕과 고위 관료의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
정의 시비是非에 대해 직필直筆・직서直書하여 기록을 남기는 조선 왕조의 사관제도史官制度
덕분이었다. 국왕과 대신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국왕의 언행과 관료들의 잘잘못을 거의
빠짐없이 기록하고 남겼기 때문에, 직위는 낮았지만 직책職責은 대신大臣에 버금가는 존재였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현안과 인물에 대해 팩트를 체크하고 비평을 담은 사론史論까지 『조선왕조실
록朝鮮王朝實錄』 에 실었는데, 오늘날의 탐사 기자 또는 비평 전문가에 비견될 만하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은 국보(국제 제151호, 1973년 지정)이자 세계기록유산(1997년 10월 지
정)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은 규장각에 1,208책이, 국가기록원에 848책이, 국립고궁박물
관에 74책이 소장되어 있는데1), 규장각과 국가기록원 소장본의 경우 책 수는 다르지만 완질이다.
이 중 규장각 소장본만(원래 전주사고본)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병화兵禍를 피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토대로 다시 제작돼 분산・보관된 이력을 갖고 있다. 물론, 규장각 소장본도 조선 후기 내란
・병란으로, 일부는 보수돼 오늘에 전한다.

▲ 태백산본 실록 표지(예종~선조), 국가기록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역사의 자화상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조선왕조실록』 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를 통

리지 못했다. ‘수정・개수’ 실록은 실록의 내용을 보완하거

칭統稱한 것으로 실제로 개개 실록의 명칭은 다르다. 예컨

나 고쳐서 다시 편찬했다는 의미다. 광해군 당시의 북인정

대, 『태조실록』의 정식 명칭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

권이 인조반정仁祖反正(1623년)으로 몰락하고 정권을 잡은

大王實錄』 이며, 『세종실록』 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

서인西人이 실록 내용을 수정해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

憲大王實錄』 인데, ‘태조’와 ‘세종’은 종묘宗廟에 신주를 올

錄』 을 편찬했다.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은 소론小

릴 때 부여받는 묘호廟號이고, ‘강헌’과 ‘장헌’은 시호諡號

論과 노론老論의 정치적 입장차에서, 『현종개수실록顯宗改

다. 실록에는 ‘일기日記’와 ‘수정修正・개수改修’ 실록도 있

修實錄』 은 서인과 남인南人의 예송논쟁禮訟論爭에서, 『숙

다. 일기로는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 (숙종대 『단종대왕

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 는 서인과 남인의 견해

실록』으로 바뀜)・『연산군일기』・『광해군일기』 가 있는데,
국왕의 소임을 마치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실록으로 불

국가기록원 _ 위 영

1) 현재, 완질본으로는 규장각이 정족산본 1,187책을, 국가기록원이 태백산본 848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 규장각에는 산엽본 21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國寶 정보에서, 규장각의 정족산본을 1,181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기록유산 정보에서, 실록의 현황을 ‘총 1,893권 888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배경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자를 배려한 꼼꼼하고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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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비롯됐다. 수정・개수 등을 거쳐 새롭게 편찬・추가

계의 보물로 인정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

된 실록이 있더라도 종전의 실록을 없애지 않고 함께 관리

록』 은 조선의 국정운영 이모저모를 그대로 드러내며, 조선

했는데, 이는 후대의 평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등재기준(일부)]

은 예의와 관련한 작은 실수이고, 기록을 빠뜨린 것은 만세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

에 관계(離坐之實 禮文之小 闕史之弊 萬世所關)된 것이라

500여 년의 역사를 단절 없이 관통한다. 여기에는 당시 정치

적 가치, 보존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록유

며 자신 있게 말했다. 중종도 성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

・경제・사회・문화 등의 국가적 현안뿐만 아니라 일반 백

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

조했다. 정7품의 예문관 직원 봉교奉敎가 감히 국왕 앞에서

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기

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까지도 오롯이 담겨 있다.

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당당하게 자신의 소임과 직무를 엄정하게 견지할 수 있었던

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역사성, 희귀성, 원본성 등에서 세

실록은 우리에게 조선을 이해하는 가이드이자 관문이다.

1997년, 『조선왕조실록』은 『훈민정음』과 함께 역사적, 문

우 선정된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문화의 자존심으로 남아 있으

[ 조선왕조실록 현황 ]
책 수

구 분
태조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

정족산본

태백산본

13

3

책수

권수

15

책수
정족산본
태백산본
13

3

분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록의 의미에 대한 국왕과 관
료, 사관으로 대변되는 관계망과 역사정신을 읽을 수 있다.

며, 조선 역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방대한

실록은 당대의 정치가 잘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권수

양과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실록은 한문의 숲에서 읽기 쉬

군주의 통치 행위를 비롯한 국가의 공적 행위를 정확하게

15

운 한글로 번역・서비스돼 우리에게 친숙한 역사로 자리매

기록하여 후세에 감계鑑戒(현재를 거울삼아 향후 잘못을 되

김하고 있다. 실록 곳곳에서 ‘만세萬世 이후를 기다리는 책’

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태도)를 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편

이라며 선인先人들이 실록을 대했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찬되었다. 조선은 고려의 실록 편찬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유네스코 신청 현황***

오대산본

권 수

것은 역사의 중요성과 실록 편찬의 당위성을 말해주기에 충

정종

4

1

6

4

1

6

태종

35

16

36

35

16

36

세종

154

67

163

154

67

163

문종*

12

6

12

12

6

13

실록을 편하게 만나는 모양새로 바뀐 것이다. 조선 사회는

편찬 체제나 시기, 명분이 고려시대와는 사뭇 달랐다. 조선

단종**

15

6

14

15

6

14

세조

42

18

49

42

18

49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며 『조선왕조실

은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을 둔 역사관을 중시했고, 실록 편

예종

5

3

8

5

3

8

록』 을 남겼을까.

찬도 고려시대보다 완비되고 전문화된 체제였다. 실록 편찬

성종

150

47

297

149

150

297

은 선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일 뿐만 아

연산

46

17

63

46

17

63

중종

102

53

105

102

53

105

니라 선왕先王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국왕의 정통성과

인종

2

2

2

2

2

2

명종

34

21

34

34

34

34

선조

125

116

221

116

116

221

선조 수정

8

8

42

8

8

42

광해

40

64

187

40

64

187

9
50

15

57
99

23

조선 역사의 대들보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2)
실록에는 국왕과 마주했던 무수히 많은 관료들의 행적과

예문관 봉교 성륜成倫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사관을 설
치한 것은 시사時事의 기록을 맡겨 국사國史에 기재해서 후
세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일이라도 빠뜨렸

인물평, 국왕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수록됐다. 관료로
활동하는 이상 누구도 사관의 필봉筆鋒을 벗어날 수 없었

인조

50

50

50

50

50

50

효종**

22

22

21

22

22

21

현종**

23

23

22

23

23

22

責實할 수 있겠으며 후세에 미더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현종 개수**

29

29

28

29

29

28

편찬위원들은 몇 번의 검토와 보완, 수정을 거쳐 실록 편찬

숙종

73

73

65

73

73

65

그 말을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진실로 사관이

경종

7

7

15

7

7

15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관을 이좌離坐시키는

을 마무리했으며, 편찬 과정이 담긴 의궤儀軌도 남았다. 이

경종 수정

3

3

5

3

3

5

것은 불공不恭한 것 같지만, 그 요점은 듣고 기록하는 것을 중

처럼 실록의 기록 자체와 편찬은 당대 지성인들이 대대적으

영조

83

83

127

83

83

127

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좌한 사관의 실수는 소소한

로 참여했던 국가적 사업이었다. 이들은 곧 실록의 담당자

정조**

56

56

54

56

56

54

예문禮文의 일단이지만, 기록을 빠뜨린 폐단은 만세에 관계되

순조**

36

36

34

36

36

34

이자 대상이었으며, 편찬의 주체로 1인 2역 이상을 수행했

헌종**

9

9

16

9

9

8

는 것입니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21년(1526) 12월 14일)

철종**

9

9

15

9

9

15

계

1,187

848

1,706

1,177

964

1,699

74

179

* 『문종실록』 제11권(1책)은 규장각 소장본 및 국가기록원 소장본 모두 결락
** 『 단종실록』 부록 1책, 『효종실록』 행장 1책, 『현종실록』 행장 1책, 『현종개수실록』 행장 1책, 『정조실록』 부록 및 부록속편 2책, 『순조실록』 부록 및 부록속편 2

다가 마침내 무궁한 폐단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당시를 책실

다. 전대前代 국왕과 관료들의 언행은 사초史草와 시정기時
政記에 담겼고, 영의정領議政 이하 60여 명에 달하는 실록

던 것이다.

중종대中宗代 예문관 정7품 봉교奉敎 성륜成倫은 국왕

조선 후기, 편찬이 끝난 실록은 깊은 산 속에 보관되었다.

과 신하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잘 듣기 위해 자리를 옮기

조선 전기에는 교통이 편한 요지에 있었다. 평소에는 관리

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하면서 사관이 자리를 옮기는 것

가 편했으나 백성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 늘 화재나 병란兵

책, 『헌종실록』 부록 1책, 『철종실록』 부록 1책 합계 10책은 ‘책수’에는 들어갔으나, ‘권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등재신청서(영문) 가운데, 『문종실록』 의 1권의 결락을 반영해야 하며, 성종・명종・선조・헌종의 수량 정보 오류는 수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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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 등으로 소실의 위험이 따랐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조 500여 년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전주사고본(이후 정족산 사고에 보관)을 제외하고 모두 병

기록의 곳간인 실록과 아주 친근하게 만난다. 조선시대의

란을 피하지 못했다. 이를 반성해, 조선 후기에는 내사고인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극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콘텐

춘추관春秋館을 비롯해, 오대산(평창)・정족산(강화)・적상

츠로 제작되거나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실록의 다양한 내

산(무주)・태백산(봉화)의 4개 외사고에서 실록을 관리하는

용과 기록 정신은 우리 문화의 과거와 오늘을 풍성하게 만

체제로 바뀌었다.

들어 준다.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일본은 두 번의 침략으로 우리 문화
재를 불태우고, 강탈했다. 한 번은 실록을 불태웠고, 한 번
은 자기 땅으로 실록을 반출했다. 특히 일제의 강제병합 직
후인 1913년 동경대학東京大學으로 가져갔던 오대산 사고
본은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잔존본 27권이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지금의 서울대학교)로 돌아왔다.
광복 이후 6.26 전쟁 중 실록은 다시 한 번 소실의 위험에
노출됐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보관본(정족산본, 태백산본,
일부 오대산본)은 부산으로 소개疏開되었으며, 적상산 사고
본은 북한으로 옮겨졌다. 2006년 일본은 오대산 사고본 47

직필直筆과 성찰
승정원에 어서御書를 내리고 이르기를, “… 만약 임금의 과실이
있다면 외정外庭의 뭇 신하들도 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하거든 하물며 후설喉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대들
은 각각 숨김없이 말하라. 비록 지나친 말이 있다 해도 죄를 가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붓 40자루와 먹 20홀笏을 승정원과 예
문관에 나누어 주고 이르기를, “이 붓과 먹으로 모든 나의 과실
을 숨김없이 얼마든지 쓰도록 하라” 하였다. … (『중종실록』 3년
(1508) 12월 25일)

권을 반환했다. 이로써 오대산 사고본은 서울대 보관본 27

중종中宗은 승정원承政院과 예문관에 붓과 먹을 내리면

권과 함께 74권이 우리 곁에 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서, 조선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잘못을 모두 기록하라고 당

에서 소장하고 있다.

부했다. 사관의 붓은 사필史筆이라 했으며, 여기에는 직필

실록 그 자체와 함께 실록을 편찬한 과정과 관리에 대한

을 견지하는 사관의 존중하고 위치를 보장해주겠다는 의도

정보들을 가득 담은 자료도 있다. 그간 우리는 실록에 대한

였다. 중종의 언급은 연산군대 사화史禍를 겪고 난 정국에

이야기만 익숙할 뿐 정작 실록의 편찬과 관리에 대해서는

대해, 국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깊은 반성과 다짐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현재, 규장각 등에 보관돼

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있는 『실록청의궤』 나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 등은 실록

실록 편찬의 주역인 사관은 예문관과 춘추관 소속의 말단

편찬을 담당했던 관리의 구성 및 간행 전반과 봉안 후의 포

관리였다. 조선의 성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에, 예문

쇄曝曬(서책을 그늘과 바람에 말려 충해와 습기를 제거하는

관은 왕의 사명辭命(왕의 말이나 명령)을 제찬製撰(왕의 말

방식), 고출考出 등 열람・보존 현황을 담았는데, 이는 당대

이나 명령을 글로 작성하는 일)하는 기관으로, 춘추관은 시

실록을 대하는 자세와 기록문화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들

정時政(정치적 결정이나 행동)을 기록하는 곳으로 규정했

자료는 실록 편찬에 대한 조선 사회의 규칙성과 의례성, 관

다. 예문관 소속 전임사관專任史官으로 춘추관의 기사관記

리의 엄정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실록의

事官을 겸임했다. 직급별로 보면, 당하관으로 정7품 봉교奉

편찬과 관리에 대한 제도화되고 일반화된 규정으로 볼 수도

敎 2명, 정8품 대교待敎 2명, 정9품 검열檢閱 4명으로, 한림

있다.

翰林 8원員으로 불리기도 했다.

▲ 강연규식(상참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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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숙의 세검정洗劍亭 그림(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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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代 춘추관은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이 정전政殿에 참여
내직內職은 날마다 일을 기록하고 외관外官은 1개월 단위로 중
요한 일을 정리해 기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를 토대로 정치의
득실을 상고하고 민생의 휴적休戚을 살필 수 있게 함은 물론,

해야만 하고, 각 지방의 중요사안들도 춘추관에서 일괄 관
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정종대定宗代 사관이 경연

여항閭巷에 나도는 가요 중에서도 풍교風敎와 관련된 것을 모

經筵에 참여하는 것도 확보되었으며, 편전便殿 입시는 태종

조리 채집하여 기록함으로써 태사太史가 혹 빠뜨린 것을 보충

대 이르러서다. 특히, 실록에는 태종과 사관의 옥신각신하

하게 하였다. … (『인조실록仁祖實錄』 7년(1629) 8월 6일)

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수록돼 있다. 사관이었던 홍여강洪汝
剛이 편전에 들어갔다가 끌려나오는가 하면, 민인생閔麟生
은 국왕의 사냥터까지 따라갔다가 태종의 미움을 받기도 했

전임사관 이외에 겸임사관兼任史官(겸춘추라고도 불림)

다. 태종은 사냥하다가 낙마했을 때, “사관史官이 알지 못하

도 평소 현장에서 업무를 꼼꼼히 기록해 춘추관에 보고했

게 하라(勿令史官知之)”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사관을 경계

다. 겸임사관의 구성원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정부・

했다. 세종대 이르러 거의 모든 국정에 사관들이 입시해, 국

육조・홍문관・승정원・사헌부・사간원・시강원・승문원

왕과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

・종부시 등의 실무자였으며, 이들은 누구보다 실무 감각이

선 초기 왕권의 정통성 확보와 유교적 질서가 확립되는 과

뛰어났다. 또한 지방의 수령・도호 등도 외사外史로 편제

정에서 사관의 위치와 역할도 관료제 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돼, 지방의 중요 사건・사안 등을 춘추관에 보고했다. 전임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관은 각 겸임사관이 보고한 자료와 자신들의 입시사초入

사관이 국정 회의와 국왕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 했

侍史草를 토대로 시정기時政記를 만들어 향후 실록 편찬에

던 것은 기록을 남긴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유교적 질서에

대비했다. 이렇듯,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사관군史官群이

합당한 치자治者의 소양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봤기

이중 삼중으로 소임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록에 광범위한 내

때문이다. 일례로, 성종대成宗代 예문관 봉교 권경우權景祐

용이 수록될 있었다.

등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수된 사관의 체차遞差

조선 개국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전임사관은 문과文科에

(적임자가 아니라서 관리를 바꾸는 일)를 청하는 상소에서

급제한 후 5년 이내의 신진 관료들로, 대부분 30대 초・중

사관의 직책을 언급했다. 즉, ‘군주의 언동과 정사의 득실과

반이었다. 사관 선발은 사관 그룹에서 자신들의 후임을 추

풍속의 미악美惡과 경사卿士의 사정邪正을 모두 써서 후대

천하는 자천제自薦制라는 방식이었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

에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권세를 두려워하면 나약해져서

서는 재才와 학學과 식識의 삼장三藏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고, 시비에 어두우면 혼미昏迷해져서 되지 않으며,

했는데, 재才는 역사 서술 능력을, 학學은 유교 경전과 사상

칭송稱頌에 마음을 쏟으면 아첨해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식識은 상황을 두루 살피는 통찰력

권경우의 언급은 춘추필법春秋筆法(대의명분에 따른 엄정

을 말한다. 이 외에도 뛰어난 인품도 지녀야 했으며, 친가는

하고 비판적인 역사서술 원칙)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주

물론 처가의 가문에도 하자가 없어야 했다.

와 신하들의 잘잘못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임으

조선 개국 직후부터 사관들은 국왕과 신하들에 참가하는
조참朝參, 상참常參, 경연經筵, 차대次對 등의 주요 회의 내

로, 권력에 당당히 맞서고 공정하게 시정을 파악하며 정확
하게 포폄한다는 사관의 강직한 다짐이었다.

용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입시入侍(국왕이 주재하는

당대의 주도 세력이, 선대왕先大王 사후 바로 실록 편찬

회의・토론 등에 들어가는 행위)의 당위성을 폈다. 태조대

을 주도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과연 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

▲ 광해군일기(중초본) ©국가기록원
중초본은 최종본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교정본이다. 곳곳에 붉은 먹으로 수정한 부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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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평史評을 남길 수 있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조
선시대 줄곧 사관은 유교적 명분에 입각해 공정하고 집필하
고 역사의식에 충실하고자 했다. 개국 초부터 ‘군주와 대신
이 이(사초)를 보면 사관이 숨기고 꺼려서 사실대로 쓰지 못
할까 염려’된다거나, ‘인군은 오직 하늘과 사필을 두려워할
뿐’이라거나, ‘(사초)를 보신다면 후세 임금들이 실록을 고
칠 것이며, 사관도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해 사실을 다 기록하
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사초, 실록, 사관의 위치와 역할,
활동에 대한 엄정함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왕공의 위엄으로도 미미한 신하의 논평을 당해도 꾸미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천하 만세의 공론公論이 두렵기 때
문’이라고3) 한 점은 사관의 논평이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우거나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자 원칙이었다.
국왕들이 실록, 사초를 보려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워 한 것은, 곧 사관이 아
니라 사관의 직필直筆이었고, 공론에 근거한 사평史評이었
던 것이다. 사평에 드러난 ‘한 글자의 포폄이 도끼보다 엄하
고 만세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다’(一字之褒貶
嚴於鐵鉞 萬世之鑑戒 昭於日月)고 한 사관의 주장은, 당대
의 정치를 공정하게 기록하여 사초에 남기고 역사를 두려워
하라는 당당한 표현 그 자체였다. 사관은 국정의 현안을 조
용히 기록하면서, 국정에 대한 관찰자・감시자・견제자로
서 묵묵히 그들의 임무를 다하며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이
처럼 사관은 경사經史 일체를 강조했던 조선 관료체제와 문
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역사의식이 바로 사초
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4)
사관의 사론史論은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 등을 견제하
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관은 직간접적으로 국정운영의
건강성을 구현하는 존재였다. 예문관의 말단의 젊은 관리

▲ 태백산 사고 전경前景, ©국립중앙박물관

가 지존至尊의 언행과 관리의 국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었
던 것은 조선의 사상적 모체였던 성리학적 명분과 역사관이

3) 『중종실록』 2년(1507) 6월 10일.
4) 이성무,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연구』, 『민족문화』 17, 199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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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관의 직필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 오대산 사고참봉 공명첩(1900) ©국립중앙박물관
춘추관에서 강릉군 오대산 사고참봉을 차정한다는 내용으로 신분은 ‘유학’이며, 이름이 비어 있는 공명첩이다.

관이 임금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은 죄라고 언명했다. 또

국정 현안과 시정에 대한 사관의 직필은 곳곳에 방해하는

한, 사관의 본연 임무는 “시정만 기록해야지 임금의 말을 기

요소들이 숨어 있었는데, 국정의 미묘한 사안이나 인물들이

록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임금의 행사는 역사에 구애

관계될 때는 직필이 야기한 파장 또한 컸다. 실록의 편찬 과

될 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폈다. 연산군은 춘추관 기사관 혁

정은 몇 번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은 자신들의 사

파, 시정기를 5년에 한 번식 수찬하되 잘못된 기사(不當書之

초뿐만 아니라 당대 실력자들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충

事)가 있으면 죄를 묻는다든지, 겸춘추의 가장사초家藏史草

분했다. 실록의 초조와 중초는 실록청 대신들의 검토를 거

를 거두어 당대의 일기를 편찬하도록 하여 검열을 강화했다.

쳐 최종본으로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사초가 고스란히 노

무오사화를 전후한 역사적 사건은 그간 조선이 다진 관료체

출되기 때문에, 국왕은 물론 대신, 사관 모두의 첨예한 관심

제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균열상을 보여주며, 왕을 견제할

지점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조선

수 있는 제도와 관례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

의 사화史禍는 모두 이 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사관은 국정

바 조선의 국정 매뉴얼이 무너지는 극단적 상황으로 공치共

파트너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예종대睿宗代

治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불가능했다.

사관 민수閔粹가 사초를 변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사관의 직필을 위협했던 사안 중에는 사초 실명제實名制

은 민수가 춘추관에 제출했던 사초에 당대 권력자였던 양성

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간臺諫과 사관들은 “사초는 단지 국

지梁誠之, 한명회韓明澮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가의 일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선악과 득실도 모

때문에, 이를 수정하려는 목적에서 야기됐다. 국문鞫問에서

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신 등은 사람들

예종은 “네가 훈신을 두려워하면서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호오好惡를 따를까 두려우며, 또 원망을 얻을까 염려해

가”라며 사관의 현실적 위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다. 민수

서 직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8) 라든가, “대신大臣이 감수

의 옥사는 사초 관리의 엄격성과 사관의 위치가 공고해지는

함에 있어 그 사초를 지은 사람을 알고 때로는 화禍를 일으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로 국정의 실권을 장악한 관료

키기도 하므로 사필을 잡은 자가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

들과 말단 사관과의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히 사실대로 쓰지 못합니다”라며 실명제의 위험성을 줄기차

사관의 직필정신은 하늘과 역사에 기대어 대의명분으로

게 제기했다. 나아가 사초에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폐단이

강조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들의 주장은 권력 관계에서 피

되는 법이므로 진실로 고치지 않을 수 없다”9)고 하며, 사화

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들이 피해를 본 가장 극명

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왕과 신하들은 사초가 자

한 사례는 바로 연산군대 무오사화戊午史禍였다. 사관들은

신들의 국정을 언제라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명제

었다. 국왕과 대신들은 자신들의 치세治世를 훌륭한 시기로

도 내세울 수 있고 아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사관과

국정의 제일선에서 철저히 현장의 기록을 남겼으며, 사론史

의 유지를 원했다. 또한 사초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

기록되길 바랐을 것이다. 여기에 자신들의 약점과 권력행사

재상이 사람의 죽은 뒤와 살아 있는 동안에 대한 권한을 나

論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과감히 드러냈기 때문에, 정

여 일부를 고치거나 민멸泯滅(자취나 흔적이 아주 없어짐)

를 제약하는 사관의 정치적 평가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

누어 가진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사관의

상적 국정 운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왕과 기성旣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옥史獄, 사화史

6)

초는 만세에 기록으로 남아 자신과 후손에게 주홍글씨로 남

위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언급이다. 이른바 대간에게 탄핵

成 관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였던 것일까.

禍를 겪으면서도 사관의 직필과 역사의식, 실록의 공정성에

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이수광李睟光의 말을

을 받으면 관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왕에게 미움

연산군은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뿐(人君所畏者 史

대한 권력집단의 의식이 굳어져 조선 후기 들어 더 이상 사

빌리면, “재상은 사람을 수십 년 치켜 올릴 수도 있고 아래

을 받으면 귀양을 갔지만, 사관에게 비판을 받으면 영원했

而已)”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역사 자체를 지우려고 했

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사관史官은 사람을 천년 뒤에까지

기 때문이다.5) 어느 국왕과 관료가 유교적 명분으로 중무장

다.7) 무오사화戊午史禍를 계기로 연산군은 일개 신하인 사

5)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가람기획, 2000, 148쪽.
6) 『조선왕조실록』, 『조선 최고의 명저들』, 2006, 휴머니스트,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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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편찬은 국왕 사후 실록청・일기청(실록을 편찬하

7) 『연산군일기』 12년(1505) 8월 14일.
8) 『예종실록』 1년(1469) 4월 11일.
9) 『인종실록』 1년(1545) 윤 1월 17일; 『인종실록』 1년(1545) 윤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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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사고수직절목

‘일부’(1606) ©한국고전번역원

는 임시 기구) 등의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된다. 실록

규정되어 있다. 영의정 또는 좌・우의정이 총재관總裁官이

편찬의 기초자료는 관청의 시정기時政記와 사초, 개인 문

되며, 그 아래로 도청都廳과 방房이 조직되었다. 실무부터

집, 야사, 개인일기 등 광범위했다. 시정기는 서울과 지방의

보면, 각 방은 국왕의 재위가 길면 많은 방을 구성해 실록

각 관청에서 시행한 업무들을 문서로 보고받아 춘추관에서

편찬을 나누어 진행했으며, 실록의 초초본初草本을 만들었

중요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관상감일기』, 『의정부

다. 이 초초본을 교열하고 내용 편집과 오류 수정 등을 도청

등록』, 『내의원일기』, 『승정원일기』 등이 해당한다. 시정기

에서 맡았다. 그리고 총재관은 최종적으로 체제통일과 내용

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바랐던

정을 거쳐 없애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광해군일기』 는

는 매년 책으로 편집되어 보관되었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점검을 하면 마지막 단계인 정초본正草本이 완성됐다. 이

기록 중시의 전통은 여전히 지켜졌던 원칙으로, 실록 자체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중초와 정초가 모두 존재한다. 현재

풍부하게 구성하는데 활용되었다. 시정기에는 연원일, 날

후 초초본과 중초본中草本은 세초洗草를 하여 재활용되었

의 정통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초본인 태백산본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정

씨, 재변, 국왕의 동정, 상참과 경연의 시행 여부, 대간의 계

으며, 정초본을 토대로 실록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한편, 실

실록 작업이 마무리되면, 실록청 총재관은 실록의 완성을

초본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중초본은 64책이며, 정

사啓事(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일), 중요한 상소, 과거 급제

록이 수정되더라도 종래 편찬한 실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왕에게 보고했고, 곧이어 춘추관 사고에 봉안하는 의식과

초본은 40책으로 수량에서 차이가 난다. 중초본에는 주묵朱

자 현황 등이 담겼다. 실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보관했다. 붕당과 당쟁, 예송논쟁 등 권력집단의 주장

세초연洗草宴을 거행했으며, 이후 외사고에 보관하는 절차

墨이나 흑묵黑墨으로 삭제나 윤문, 보첨補添(보충하여 덧붙

단연 사관의 사평史評이 수록된 사론이었다. 사론은 전임사

과 대립 등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정치적 입김에 따라 내용

를 거쳤다. 지방의 외사고 봉안은 중앙의 봉안사奉安使(보

이는 행위) 등이 표기되어 있어, 완성본인 정초본과의 비교

관이 작성한 가장사초家藏史草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상의 변경은 있었어도 전본前本과 후본後本을 함께 관리했

통 당상관)와 사관 등이 담당하는 행사였으며, 해당 지역의

가 가능하다. 초초→중초→정초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실록

실록의 편찬 과정에서도 사론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던 것이다. 우리가 인물평이나 국정에 대한 사관들의 사론

지방관과 아전,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

은 산절刪節(글을 요약, 생략 등 줄이는 행위)・축소・선별

사론의 내용은 인물평이 가장 많으며, 국정 현안, 자연재해

과 당파적 공론의 변화상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한편, 실록이 완성된 후 교정본인 초초와 중초는 세초의 과

・가공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0) 이런 점과 세

등에 대한 사론도 적지 않다.

국왕대 정치적 입장차가 드러나는 두 실록이 남았기 때문이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실록청은 『경국대전』 춘추관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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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수정본 실록을 편찬한 후에도 기존의 실록을 없

▲ 태백산 사고 실록 상자 외부 ©국립중앙박물관
실록을 담은 궤짝에 붙은 기록에 따르면, 위쪽 궤짝에는 태조실록(3책)과 정조실록(1책), 태종실록(16책)이 함께 담겼고, 아래 궤짝에는 중종실록(15책)이
보관됐다.

10) 정만조, 『조선시대사 연구와 자료 활용 Ⅱ』,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23~24쪽.
11) 한국고전번역원, 앞의 책, 2016, 368~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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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洗草로 중초가 모두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해

다가 세종대 전주와 성주에 사고가 추가로 마련돼 소실에 대

군일기』의 중초・정초는 실록청 담당자들의 역사인식을 읽

한 대비가 더욱 강화됐다. 전주는 태조의 어진御眞이 봉안된

어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성스러운 곳이었고, 성주는 고려시대 실록을 보관했던 해인

실록의 편찬 목적이 후대에 전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실

사와 인접한 곳이라 실록의 보관처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

록에서 사실대로 기록한 당대의 중요한 일들은 그 자체로

인다.12) 그런데 고려시대 주로 사찰(해인사, 개천사, 칠장사)

국정보고서, 행정 지침서, 행사보고서의 역할도 하였다.11)

에서 실록을 관리했던 관행과 다르게 조선 초기는 사찰보다

국내의 정사 전반에 관한 선례先例가 필요할 때면 실록에

관리의 편리와 사찰에 대한 반감 등이 고려되어 지방 관아

서 해당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를 고출考出이라 했다. 특히,

근처가 실록의 보관처였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내사고인

국왕의 즉위, 국장國葬, 복제服制, 제향祭享 등 국가 의례와

춘추관과 외사고인 충주・전주・성주의 외사고 체제로 분

관련해 선례를 확인해야 할 경우 실록을 참고하였다. 이와

산 운영하는 구조였다.

함께 실록 등에서 선대의 통치의 선례를 뽑아 편집된 『국조

외사고는 주요 도시의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

보감國朝寶鑑』 은 실록을 보고자 했던 국왕에게 열람의 방

나 수호 등에서는 편리했으나, 약탈・화재나 병란 등에 취

편으로 제공됐다. 실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내용

약했다.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조대 양성지梁

과 전범典範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운영의 정

誠之가 ‘화재가 염려되고 후일 외구外寇의 염려도 있기 때

신적・모범적 틀이 되었던 것이다.

문에, 깊은 산으로 옮기고 사찰寺刹로 하여금 안전이 확보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큰 대비책은 없었다. 세종대 사헌
부司憲府가 지방 관아 근처에 위치한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

수호守護와 보존
임진년 왜변倭變에 충주와 성주의 두 곳 사고史庫와 내관內
館에 간수하였던 실록은 모두 왜적의 병화를 당하였고, 전주
사고의 한 벌만이 화를 면하였으므로 바닷길로 실어 오기를
명하여서 행재소에 봉안하였다가, 환도한 뒤에 더 박아내기

하면서, 사고 위치 변경의 필요성과 실록 포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례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와 성주에 사고
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고의 위치는 큰 변화
가 없었다. 중종 33년(1538), 성주사고가 화재로 전소全燒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조사 결과, 관노官奴가 비둘기

로 맨 먼저 논의하여, 계묘년 7월에 박아내는 일을 개시하였

를 잡으려다 사고에 올랐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는 사

다. 춘추관 관원을 정원 외에 당상관 열 사람을 증원하고 편수

고 수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조정의 후

한 이하 높고 귀한 벼슬을 지낸 사람이면 인원 수효는 한정하

속 대책은 사고를 다시 건립하고 실록을 등서謄書(원본을

지 않았다. 병오년 4월에 박아내기를 마쳐서 새로 박은 정본

토대로 베껴서 옮김)해서 보관하는 등 현상 유지 수준에 머

正本 세 벌과 초본草本 한 벌을 본관本館과 묘향산・오대산

물렀다.

・태백산에 나누어서 간수하고 구본舊本은 강화에 간수하였
다.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춘추관春秋館・사고史庫)

조선 전기 지방 외사고 수직守直의 인적 구성은 충주사
고를 통해 드러난다. 사고 관리의 직접적 사례인 충주사고

실록 편찬이 끝나면 봉안의식이 거행되었고, 이후 중앙과

의 경우 읍내 객사客舍의 서쪽에 있었는데, ‘수호관守護官

지방의 사고에 각각 보관됐다. 조선 초기 고려시대의 사례를

5인, 별색호장別色戶長, 기관記官, 고직庫直 각 1인’13)이 담

답습해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실록을 분산・보관했다. 그러

당했다. 객사는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임금을

12) 박대길, 『조선시대 史庫制度 연구』, 경인문화사, 2014, 41~42쪽.
13)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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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산 사고 사각史閣 ©국립중앙박물관
실록은 사각 위층에, 일반 서적은 아래층에 보관됐다.

몸을 피했던 것이다. 불철주야 희생을 무릅쓰고 전주사고의

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춘추관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실록을 지켜낸 인물들과 비교할 때 행동과 정신이 너무나

입었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강화도 마니산 사고도 상

다르다. 문제는 전란이 수습된 이후 광해군대 『선조실록』을

당한 피해를 봤다. 유일한 원본을 보관했던 마니산 사고는

편찬할 때 사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다. 춘추관

1653년(효종 4)에도 화재피해를 입었으며, 1660년(현종 1)

의 시정기와 역사기록은 모두 소실되었고, 사관들의 사초마

인근의 정족산 사고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병란과 화재

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록 편찬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족산 사고 실록은 춘추관 사고본과

없었다. 급기야 조정에서는 개인 문집과 야사, 조보, 개인 일

적상산 사고본으로 보수가 이루어져 완질로 채워질 수 있었

기 등을 수집하여 실록을 편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다.15) 이처럼 사고는 현종대顯宗代 이르러서야 4대 외사고

보다 앞서, 1595년(선조 28) 경연經筵에서 검토관 정경세鄭

(정족산, 적상산, 태백산, 오대산) 보관체제가 확립될 수 있

經世가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을 수 없다(國可亡

었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史不可無)’라고 하면서, 사초와 일기의 소실에 대한 조속한

사고의 실록 관리를 위한 업무 규정인 ‘수직절목守直節

대책을 거론한 바 있었다. 이 경연에서 사관이나 겸춘추가

目’도 마련됐다. 조선 전기보다 훨씬 많은 수직 인원이 배정

가지고 있는 가장일기家藏日記의 수습, 조보朝報 활용, 지

되었다. 평소, 사고에 대한 수직守直(책임지고 지키는 업무

방의 정목政目 및 개인 일기 등을 수집을 서두르자는 의견

나 일)은 참봉參奉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체제였으며, 참

이 나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조

봉은 신역身役과 호역戶役을 면제받았고 양미糧米도 지급

실록』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25년간의 실록의 분량은 단 26

받았다. 이와 함께 사고 주변 사찰寺刹을 수호사찰로 지정

권밖에 되지 않으며, 이후 16년간은 195권에 이르는데, 이

해 승병僧兵들로 하여금 사고를 지키게 했다. 깊고 험준한

는 당시 자료 수집의 부족한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산속은 외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세를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정은 실록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

잘 아는 승려들에게 사찰 수호를 맡겨 보관에 만전을 기하

는 곳을 깊은 산속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실록의 중요성

려는 의도였다. 또한 사고의 수리나 포쇄 등으로 실록을 옮

상징하는 전殿을 새긴 패)를 모시는 곳으로, 공무 여행 중인

세)과 안의安義(64세) 등이었다. 이들과 뜻을 같이 했던 100

을 감안 부족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사고본 실록

길 때 사찰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었다. 예컨대,

사신使臣이나 관원의 숙식처였다. 지방관의 근무처인 동헌

여 명의 지역민들은 왜군倭軍이 전주에 접근하자 미리 내장

을 바탕으로 찍어 낸 신인본新印本을 춘추관, 태백산, 묘향

오대산 사고(강원 평창)의 경우, 주변 월정사月精寺를 수호

東軒과는 지근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지방에서 왕권을 상징

산 깊숙한 곳(내장산 용굴암)으로 실록을 옮겼고, 1년여 이상

산(1633년 적상산으로 이전)에, 마니산(1660년 정족산으로

사찰로 지정하여 위전位田(직역에 대한 대가로 국가나 관청

하는 대표적 건물이었다. 평소 사고 수직 담당자들은 지방

밤낮으로 실록을 지켜내며 조선 정부에 넘겨주었다. 이후 실

이전)에는 원본인 전주사고본 실록을, 오대산에는 최종 교

에서 지급한 토지)을 주고 평상시 실록의 수호와 자신들의

관의 통제를 받는 소속 군졸 일부와 지역 향리鄕吏 등 소수

록은 강화도, 해주, 묘향산 등으로 옮겨져 병란을 피할 수 있

정본을 보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실록을 새롭

생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고 관리를 위해 역을 부담했던

의 인원이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었고, 1603년(선조 36) 강화도에 무사히 봉안될 수 있었다.

게 찍어 내는 작업은 1603년에 시작되어 1606년에 마무리

사찰은 월정사뿐만 아니라 건봉사乾鳳寺(고성)・낙산사洛

사고 관리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된 사건은

이처럼 병화를 피해 1592년부터 무려 10년, 약 2,000여 리

됐다. 당시 실록의 분량은 원본이었던 전주사고본은 576권

山寺(양양)・명주사明珠寺(양양)의 소속 승려도 번승番僧

임진왜란壬辰倭亂이었다. 실록의 보관 장소가 교통의 요지

이상을 옮겨 다니면서도 관리될 수 있었던 사실은 실록을 대

(책), 새롭게 인출한 본은 권수를 합쳐서 259권으로 원본 1

으로 동원되었다.

에 있었기 때문에 북진하는 왜군倭軍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하는 당대의 정신을 짐작케 한다. 조선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부와 신인본 3부, 교정본 1부로 1,500여 권 정도였으며, 이

오대산 사고와 비슷한 사고 관리 사례는, 1606년 태백산

무방비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춘추관 사고가 불타

실록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 춘추관과 각 외사고에 보관될 수 있었다.14) 한편, 1624

사고 설치와 함께 마련된 ‘수직절목’이다. 이에 따르면, 평소

고 성주와 충주는 곧바로 병화에 소실되었고, 불행 중 다행

이와 전혀 다른 사례도 있었다. 선조宣祖가 평양과 의주

으로 전주에 보관된 전란을 피했다. 전주사고 실록은 전주의

로 피난가자 국왕을 호종扈從하던 사관들이 사초를 버리고

관리와 지역 유생들이 한 마음으로 이를 보관하고 안전한 곳

도망했다. 실록은 이들을 승정원 주서注書 2명과 사관 2명

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인공은 경기전慶基殿

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왕의 언행을 꼼꼼히 기록

참봉 오희길吳希吉과 태인의 유생이었던 손홍록孫弘錄(56

하고 사초를 가지고 떠나야 하는 피난길에서 위기가 닥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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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조실록』 39년(1606) 4월 28일. 한편, 당시 『문종실록』 1권(1책)이 결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575책으로 봐야 한다.
15) 이상찬, 『정족산 사고본 태조~명종 실록의 구성과 서지적 특징』, 『한국문화』 63, 2013.
16) 신정하, 『서암집恕菴集』 권11, 『태백기유太伯紀遊』. 포쇄 여정을 청복淸福이라 했으며, 한림의 특권으로 여겼다.
17) 『일성록』

정조 22년(1798) 11월 8일. 후대의 일이지만, 박정양이 적상산 사고 포쇄관으로 갔을 때(1871년), 포쇄 행사에 공식수행원 외에 지방관뿐만 아니라 향
리·하인 등과 지역민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박대길, 앞의 책, 2014,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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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리는 참봉 2인이 교대로 책임지고, 각화사覺華寺의

에 대한 부실한 지원은 언제라도 사고 관리의 안정성을 위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의 기능은 상실하거나 축소

를 읽는 핵심 코드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조선 왕조 500여

승려 20명과 고지기(수호군) 2명이 근무했다. 100여 년이

협하는 요인이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관이 실록의 사

됐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실록의 봉안의식 수행과 실

년의 기록인 실록이 탄생하기까지 각 실록마다 편찬의 기초

지난 숙종대 태백산 사고에 포쇄 임무로 파견되었던 신정하

초를 작성하고, 편찬에 나서고, 사고 관리에 주역이라는 점

록 편찬 등은 조선 후기에도 춘추관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자료 정리와 내용 점검, 편찬의 물품조달과 업무 과정, 편찬

申靖夏는 ‘승려들이 수백이 넘는다. 다른 고역이 없어서 산

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험난한 여건에도 외사고와 실록 보

실록 편찬과 봉안 의식 등을 정리한 『실록청의궤』21)는 실록

완료 후 의식진행과 보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은 당대

을 내려가지 않아도 의식이 절로 넉넉하다’ 고 언급했으나,

호・관리에 동원되었던 이름 모를 수호군・승려 등의 노고

편찬의 첫 단계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실록

철저하고 수준 높은 기록관리 정신과 문화를 보여준다.

중앙 관리의 대대적인 지방 행차에 그들의 숙식 제공은 물

와 온갖 잡역, 물품 조달에 시달렸던 지역민들의 뒷받침도

완성 후 춘추관 사고에 봉안하는 일련의 행사를 자세히 소

론 가마까지 등에 지는 등 온갖 대접과 잡역雜役에 시달렸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개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춘추관 사고는 종래의 실록

16)

정신적 자산과 가치

던 사찰이 과연 넉넉했을까. 조선 후기 대부분의 사찰은 경

내사고內史庫(경사고・춘추관 사고 등으로 불림)인 춘추

제적 처우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언제라도 물적・인적 기반

관 사고는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등으로 피해를 입어 정상

이 위협받는 처지였다. 특히, 태백산 사고의 절목에 ‘근거지

적 운영은 거의 불가능했다. 조선 후기 국정 운영을 위한 전

실록이 보관된 건물을 사각史閣이라 했다. 실록 편찬이 끝

조선왕조 500년의 깊고 두터운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

가 확실한 승도 20명을 선택하여 직접 살펴, 명단을 작성’

례 참고는 대부분 강화도 정족산 사고의 실록이 대상이었

나면 봉과식封裹式(완성된 실록을 나무 상자에 넣는 의식),

록』 이 고스란히 전하는 것은 사관들의 역사의식과 책임의

해서 관리한 점은, 조선 후기 다른 승역僧役의 사례에서 볼

다. 그렇다고 춘추관 사고의 기능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봉안식奉安式(실록을 춘추관 사고에 보관하는 의식) 등 엄정

식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객관

수 있듯이, 이들의 도망 또는 피역避役을 통제하거나 근거

수는 없다. 정조대 완성된 『영조실록英祖實錄』을 춘추관 사

한 의식 과정을 거쳐 사고에 보관됐다. 실록은 특별 나무 궤

성으로 무장하고 기록의 비밀성을 생명으로 삼아 국왕과 관

지의 가족에게 연좌를 적용시킬 가능성도 많았다. 정조 22

고에 봉안했다는 사례가 보인다. 즉, “실록은 모두 83책인

짝 안에 보관됐다. 궤짝 안의 실록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

리들의 언행을 과감하게 평가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권력의

년(1798) 봉화 현감縣監이 나서 사고 관리에 들어가는 물자

데, 부록이 1책이다. 다섯 곳의 사고에 소장할 것을 모두 합

지하기 위해 최고급 종이인 ‘초주지草注紙’ 두 장씩을 끼웠

주체들은 사관을 경계의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역사에

조달, 군역 동원, 승려들의 수직 등 절박한 사정을 전하면서

쳐 420책이고, 진어進御하는 부록이 또 1책이다. 총재관 이

다. 그런 다음 궤짝을 비단보자기에 싸고 방부, 방충 효과가

대한 경외심과 사관의 공정한 직필에 국왕과 관료들의 합의

17)

국가차원의 해결을 기대했으나, 조정의 논의로만 끝났다.

하 당랑堂郞과 춘추관의 영감사領監事 이하 당랑이 배진陪

있는 약초인 천궁과 창포 등을 함께 넣었다. 이렇게 보관된

된 역사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이 내우외환에

당시 태백산 사고도 오대산 사고와 마찬가지로 각화사뿐만

進하고 창덕궁 춘추관의 사고에 봉안하였다”고 했다.19) 이

실록은 2~3년마다 습기를 말리는 포쇄과정을 거쳤다. 『경국

서 내부적으로 건강성・자정성自淨性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라 부석사浮石寺(영주)・용수사龍壽寺(안동) 등에서

외에, 순조 5년(1805)에 완성된 『정조실록正祖實錄』도 지

대전』 예전禮典 봉심奉審(왕명을 받들어 사고를 보살피는

은 시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담대膽大한 정신과 전통이 없

승군 30명이 충당됐고, 수호군은 안동・예안・영천・순흥

방의 4사고와 춘추관에 봉안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귀

일)에는 실록은 매 3년마다 춘추관의 당상관이 살펴보고(開

었으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럼 점에서 사관제도와 실록

등의 인력으로 채웠으며, 사각史閣 수리에 필요한 재목・기

중 서적을 편찬한 후에 5곳 사고(五處史庫)에 봉안하였다는

審) 포쇄曝曬하며, 지방에는 사관을 보내어 포쇄한다고 기록

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조선을 뛰게 하는 맥박이었다.

와・철물・역군 등은 물자조달을 인근 지역에 나누는 고통

기록도 여러 곳에 보인다.

돼 있다. 포쇄의 경우, 조선 전기 3년에 1번에서 조선 후기 2

분담의 방식이었다. 정조대 수호 사찰인 각화사 같은 ‘팔방

한편, 춘추관 사고는 몇 번의 화재를 겪었는데, 특히 순조

八方의 거찰도 다만 두 개의 승사僧舍만 남아 있는 형편’이

사고 기능이 축소됐고, 실록 편찬의 실무 관리와 봉안의식
집행 및 외사고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2)

실록은 문치주의적 관료제의 결과물로, 관료체제 운용의

그러나 이 포쇄 지침도 정조대를

틀 내에서 제기되었던 정책과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국왕과

11년(1811)의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순조와 대신

지나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고종대는 10년에 1번으로

신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관료들과 국왕의 만

라고 한 것처럼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후, 고종대高宗

들이 피해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열조의 실록이 모두 72궤

늘어나는 등 유동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 언로의 소통, 선비들의 상소 등은 공론公論과 여론을 형

代 사고를 지킬 승려(각화사)들이 도망하여 없는 상황이라

櫃였는데, 그 중에서 6궤만 봉출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불탔

사관은 포쇄 외에 고출·이안移安·사고 개수改修 등의 이

성했다. 조선시대 국가 주요 현안들이 공론으로 수용되고

는 지적에, 대책은 ‘공명첩空名帖’을 발급해서 공역公役을

다”고 했는데, 피해 규모는 실록과 각종 중요 서적 등 85%

유로 사고를 열 수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관의 권리이

결정되는 과정을 실록은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국왕과 신

충당하자는 것이었다.18) 이처럼 사찰의 황폐화와 수직 승려

에 달할 정도였다.20) 이후 춘추관 사고는 왕실 서적 일부를

자 의무였다. 이 과정에서 사관은 실록의 보관 상태를 소상

하, 사관과 신하와의 ‘설전舌戰’, 그리고 기록화의 과정은

히 점검한 결과로 ‘실록형지안(상태보고서 또는 점검보고

기록과 실록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성의 반증이다. 이 현장

서)’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현재 남아 있는 형지안의 수량

에서 사관은 당대의 공론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은 봉안・포쇄・이안・고출 등의 이름으로 수백에 달하며,

기록하려 했다. 사관과 고위 관료가 담당했던 실록의 편찬

사고를 열 때 매번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록 관리에 대한 조

은 집단의식의 결과물로, 당대 지성인들의 역사의식을 직간

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실록의 상태보고서인

접적으로 반영한다. 곡필曲筆을 멀리하고 직필直筆을 견지

‘실록형지안’의 작성은 『실록청의궤』와 더불어 조선 왕조

하려는 정신이 『조선왕조실록』 을 기록유산의 반열에 올려

내내 변하지 않는 원칙이자 규정으로, 우리가 실록의 역사

놓은 이유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공

18) 『승정원일기』 고종 1년(1864) 10월 13일 및 11월 3일, 고종 17년(1880) 11월 29일. 당시, 적상산 사고의 처지도 비슷했다. 사고 건물은 조속히 수리가 필요했으며, 사고를
수직을 전담하는 승려들이 흩어질 지경이었다. 이에 조정은 공명첩 300장을 발급해서 본도 감영에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승정원일기』 고종 1년(1864) 10월 5일).
19) 『정조실록』 5년(1781) 4월 25일.
20) 『순조실록』 11년(1811) 윤 3월 6일 및 윤 3월 7일.
21) 『실록청의궤』에는 실록 편찬에 참여한 인원과 주요 업무, 포상, 관공서간 오간 문서, 봉안 의식, 세초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김문식・신병주, 『조
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8, 108~111쪽).
22) 김문식, 『조선후기 오대산 사고의 운영』 『규장각』 27, 2012, 213~214쪽. 포쇄를 매년 수행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관의 숫자가
부족한 것과 비용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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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실록에 수록되었으며, 당론黨論이 달라 수정・개수 등

한편, 사고와 실록 관리에 필요한 물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500여 년의 장구한 왕조의 시간과 방대한 내용을 담았던

이 만들어졌지만 같은 왕대 2개 모두가 후세를 위해 남았다.

조달했기 때문에 지방민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수호 인력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당대를 담대하게 기술하되,

•----,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국학자료원, 1998.

실록은 시대를 대변하는 종합적 역사서라 할 만하다. 실

었던 승려들과 수호군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일쑤였

정치 현장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사관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록은 국왕과 대신들의 정치적 활동만 수록된 것이 아니라

다. 이와 함께, 사관을 비롯한 중앙 관리 및 지방관의 정기적

史官의 춘추필법.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결코 없을

방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편찬되었다. 승정원, 관상감 등

인 사고 행차는 이중 삼중의 고역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수 없다는 시대정신. 목숨을 걸면서까지 국왕과 대신들을

에서 올라온 기록·등록 등을 바탕으로 시정기時政記가 만들

름 모를 인물들이 불철주야 사고를 지켰고, 그들이 고단한

향했던 사관들의 날카로운 필봉筆鋒. 전란과 병란의 어려움

어져 실록 편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는데, 평소 겸임사관

현장의 일상을 감내한 덕분에 오늘날 실록의 가치가 더욱

을 감내하며 실록을 지켜냈던 선인들의 고달팠던 역정歷程

이 중앙 관료체제의 구석구석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가능

소중하다.

과 분투奮鬪. 깊은 산중에서 불철주야 인내하며 사고를 지

했다. 또한 지방의 사관을 외사外史라 하였는데, 이들도 한

우리는 실록과 대화가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 조선의

켜낸 이름 모를 백성과 지방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사고와

달에 한 번씩 지방의 풍속과 중요 사안들을 춘추관으로 보

문화를 담은 실록은 오늘날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주는 문

실록의 관리에 나섰던 사관. 이들 모두가 실록을 지켜내고,

고했는데, 실록의 내용을 채우는 보충 자료로 활용되었다.

화적 원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실록 그 자체는 다양한 콘

조선의 역사를 묵묵히 기록하고 남겼던 주역들이었다.

외사의 기능은 지방의 수령守令이나 도호都護 등이 맡았는

텐츠를 담고 있으며, 문화 원천으로 작동하는 것과 깊은 관

데, 지방 수령의 악행을 저지하고 선정을 조장하는 효과도

련을 가진다. 우리는 『훈민정음』, 『고려대장경』, 『승정원일

있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에 대한 방대한 양을 담은 실록

기』, 『동의보감』 등 조선사회를 빛내는 세계기록유산을 자

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의 전임사관의 역할도 컸지

랑한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세계문화유산도 조

만,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던 겸임사관들의 숨은 공로도

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랑할 만한 유산들

무시할 수 없다.

에 대한 세부 정보가 『조선왕조실록』에 빼곡하게 소개돼 있

• ----, 『조선 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
보』 7, 1999.
• ----,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
대사학보』 9, 1999.
• ----, 『당대사 실록을 둘러싼 긴장, 규율, 그리고 지평』, 『역
사학보』 205, 2010.
• ----, 『그런데 왜 실록을 편찬하였을까?』, 『내일을 여는 역
사』 14, 2003.

•김정운, 『재미있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인』, 국가기록원, 2009.

【참고문헌】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9.
• ----,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연구』, 『민족문화』 17, 1994.
•박홍갑,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가람기획, 2004.

사를 포괄하는 영역까지 담고 있으며, 외국과의 문화교류와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록 자체만 가지고 역사적 의미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신서원, 2003.

접촉 등 조선의 역동적인 모습도 담고 있다. 생활사는 음식,

를 되새길 수도 있지만, 실록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지층

•박대길, 『조선시대 史庫制度 연구』, 경인문화사, 2014.

교통, 동물, 물산, 질병, 교육, 놀이, 유행 등 일반 백성들이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사 ①』, 푸른역사, 2015.

•배현숙, 『조선실록 연구서설』, 태일사, 2002.

•김문기, 『한국의 시계기록유산』, 글누림, 2015.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포함하며, 전통질서를 구축하는 장면

이와 함께 실록은 재현再現가능한 내용을 담은 역사적 자

도 포착되지만 아픔과 고통의 생활상도 담겨 있다. 물론 중

산이다. 실록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는 오늘날 우

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지만, 중앙과 지역을 포괄

리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문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하는 조선 전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모습이다.

까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 시작에

외교관계는 명・청, 일본뿐만 아니라 이슬람, 여진, 몽골, 유

불과하지만, 앞으로 실록에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재현의

구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조선의 위치와 지평을 반영한다.

작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한국문화의 파급성은

•심재우 외,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1.

또한 서양 문화와의 접촉과 갈등, 낯선 서양인들의 조선생

이른바 한류에 버금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병주, 『조선 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2006.

활도 조선의 시선을 반영하며 실록의 내용을 채웠다.

실록의 내용을 활용한 다양한 학술대회, 기획전시, 문화 탐

• ----,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새문사, 2012.

실록이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숨은 인물들의

험, 문화원형 재현 등으로 범주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조선

• ----, 『실록청의궤의 편찬과 제작 물자에 관한 연구』, 『조선

무거운 노고도 한 몫을 했다. 잦은 화재・내란・병란 등으

은 지나간 왕조였지만, 조선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는 실

로 실록 자체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안전한 곳을 물

록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조선시대 국왕과 사관들이 일

색했고 조선 후기 험한 산중을 실록의 보관처로 정했다. 사

관되게 ‘실록은 만세 후를 위해 만들과 남기는 것’이라고 강

고는 왕실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수호의

조했던 사실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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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2006.

2008.

어, 실록은 또 다른 문화자산을 읽어내는 관문 내지는 가교

비밀에 부쳐져 당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던 역사서(秘史),

•----, 『조선 전기 史禍의 양상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24,

• ----,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실록은 중앙 정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지방

책임자와 수호 인력이 상주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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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은 백운화상이 1372년에 성불산에서 부처와 인도, 중국의
조(선)사들이 마음의 본체(부처의 심성)를 바로 가리켜 보인 중요한 절목을 뽑아 편찬한 선불
교 최고의 교과서이다. 백운이 입적함에 따라 그의 제자 석찬과 달잠이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 묘덕의 시주를 받아 1377년 7월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직지』는 원래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나, 1890년대 말에 주한프랑스공사 꼴랭 드 뿔랑시
Victor Collin de Plancy가 하권을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1911년에 경매에서 앙리 베
베르Henri Vever가 소장하였다가,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La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에 기증하였다. 1972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도서의 해’를 맞아 프랑스 국립도서
관에서 “책”전시회를 개최할 때 『직지』가 전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5년에는 『직지』를 간행한 청주 흥덕사의 옛 터가 확인되었다. 1992년에 흥덕사 터를 정비
하면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직지』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협의하여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ject에 등재
하였다. 『직지』가 등재된 이유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서 인류의 인쇄 문화 발달
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직지』는 대한민국이 13세기 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금속활자 발명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금속활자 발명국은 한국이며, 금속활자 인쇄의 대명사가 『직지』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의 편찬 배경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권하卷下

1) 『직지』 편찬자 백운화상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vol.Ⅱ), the second volume of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_ 황 정 하

었다. 그와 선문답을 주고받는 동안에 석옥은 백운이 불도에
깊이 들었음을 알고, 손수 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한 권을
백운에게 주어 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백운화상의 법명은 경한이고, 호는 백운이다. 1298년에 전

백운은 1352년 3월에 귀국하여 보법사에서 태고를 만나

라도 고부(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고, 1353년 1월 17일 마음을 밝히어 도를 깨달았다. 1354

일찍이 승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 선가의 뜻을

년에는 해주 안국사에서 지공에게 편지와 함께 12송을 올

두고, 마음에 얻은바가 깊어짐에 따라 중국 절강에 가서 인

려 사제의 정을 다지기도 하였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법안

정을 받고자 하였다. 1351년에는 인도의 지공선사에게 7수

선인이 석옥화상의 사세송을 전해옴에 따라 안국사에서 제

의 게송을 올려 제자가 될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 같은 해 5

를 올리고, 전법의 게송을 내외에 선시하였다. 그리고 태고

월 17일에는 원나라 호주 하무산에 있는 천호암에 가서 태고

에게 글을 보내 ‘우리는 다 같이 석옥의 제자이므로 돌아가

보우가 스승으로 삼았던 임제종사 석옥 청공화상을 찾아뵈

신 석옥화상의 공안을 서로 유념하자’는 글을 보내기도 하

1) 원래 책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약칭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직지』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직지』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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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9), 서장10), 경훈11)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였다. 1357년 7월에는 왕사로 책봉된 태고의 천거로 임금

『직지』의 편찬자는 백운화상이다. 그는 1352년에 원의

위의 내용으로 보아, 1377년 7월에 청주목사淸州牧舍 밖

의 선지를 받았으나,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1365년

호주 하무산에서 석옥화상으로부터 손수 쓴 필사본 『불조

『직지』를 편찬하는데 인용한 문헌은 『치문경훈緇門警訓』,

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배포되었음을 알

6월 21일에는 나옹 혜근의 천거로 해주 신광사 주지로 부

직지심체요절』을 받아 귀국하였다. 그 후 1372년에 백운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능엄경楞嚴經』, 『대승기신론大乘

수 있다. 그리고 백운화상의 시자였던 석찬과 달잠이 연화

임하였으나, 그 해 8월에 사양을 하였다. 백운의 시자 석찬

너무 간략하게 생각하여 성불산에서 법린의 도움을 받아 노

起信論』, 『무문관無門關』, 『벽암록碧巖錄』, 『선문념송禪門拈

문인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비구니 묘덕의 시주

이 기록한 『백운화상어록』의 서문을 달잠과 석찬의 청에 의

안을 비벼가며, 145가의 법어를 가려 뽑아 『직지』를 상·하

頌』, 『송고승전宋高僧傳』,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 『오등회

로 간행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해 작성한 군수 재신 이구도 백운이 신광사 주지로 있을 때

권으로 편찬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취암

원五燈會元』, 『종용록從容錄』, 『조당집祖堂集』 등이다12).

만났다. 1368년에는 왕명을 받고 사양할 수 없어 노국공주

사본 발문에 백운이 손수 쓴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는 사격자만자문연화문斜格子卍字紋蓮花紋

의 원당으로 창건된 흥성사 주지로 부임하였다. 바로 주지

의 능화문양이 새겨져 있다. 표제는 “직지 하直指 下”라고

『직지』의 간행

를 사임하고, 1369년에는 김포 고산암에 은거하였다. 1370

법린 선인이 정성을 다하여 말을 구하며 나를 깨우쳐

필사하였다. 금속활자로 인쇄한 본문의 각 장에는 안쪽에

년에는 나옹의 천거로 공부선을 주관하라는 교지를 받게 된

도와주어서 부득이 노안을 비벼가며 불조직정(지)심

다. 이때 백운은 공부를 다루는 이들을 위한 화두, 수어, 색

체요절을 초록하여 두 권을 집록하였다. 책이 다 만

『직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청주 흥덕사에서

오침안정법으로 묶었다. 표지와 간지에 사용한 한지는 본문

성, 언어 등에 이르는 긴요한 내용을 적어 어전에 올려 거울

들어져 법린이 왔기에 정성껏 당부하기를 천생의 석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1본과 여주 취암사에서 1378년

과는 전혀 다르며, 아주 깨끗한 편이다. 본문 상단 좌우에는

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가니 자연의 미륵은 없는 것이니, 요컨대 빨리 핵심을

에 목판으로 간행한 3본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흥덕사 금속활

전체가 얼룩이 진 반면, 표지와 간지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백운은 원나라에서 석옥화상으로 부터 선법을 전수 받

잘 붙잡고 말 밖의 뜻을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하였

자본을 1613년에 송노엄이 필사한 필사본 1본과 여주 취암사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책을 다시 장정

고, 귀국한 후 태고와 나옹의 천거로 주지 등에 임명되었으

다. 임자년(1372년) 9월 성불산에 사는 늙은 비구 경

목판본을 필사한 필사본 2본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는

하면서 본문은 배접을 하고, 표지를 묶은 것으로 보인다.

나, 자기의 선지에 어긋나면 바로 물러나곤 하였다. 즉, 임

한백운이 일흔 다섯에 손수 쓰다.

현재 7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지로 배접을 하였다. 그리고 붉은 나이론실을 사용하여

제종사 석옥화상에게서 깨달은 무심무념의 사상과 인도 지

또한, 책을 꾸미면서 상단과 하단을 잘라내어 책의 크기
가 줄어들었다. 즉, 광곽 밖에 상단부에 붉은 글씨로 써 놓은

공의 무생계와 무심선의 사상을 접목한 것이 백운의 선지였

위의 내용으로 보아 법린의 도움을 받아 2권으로 집록하

다. 따라서 임금을 움직여 법석을 열어 설법하는 것을 싫어

였는데, 그 때가 1372년 9월로 성불산에서 75세에 손수 기

했고, 오로지 선을 닦는데 정진하였던 것이다.

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청주 흥덕사 금속활자본 『직지』의 간행
청주 흥덕사의 금속활자본 『직지』는 1377년 7월에 간행
하였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

부분과 광곽 하단부에 묵서가 잘려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직지』의 전체 크기는 세로 및 가로가 24.6×17.0㎝이고,
활자로 인쇄한 판匡郭의 크기는 21.0×14.8㎝이다. 활자판

1372년 백운은 성불산에서 법린의 도움을 받아 145가의

『직지』의 내용 구성은 145가家, 즉, 과거 7불佛 과 인도

이 책은 상권이 전하지 않고 있으며, 하권만이 남아 있다.

상하 좌우의 테두리는 단변이며, 행을 구분하는 계선은 광

법어를 가려 뽑아서 상·하권으로 나누어 『직지』를 편찬하여

28조사祖師3), 중국 110선사禪師가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또한, 첫째 장張은 결락되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이

곽과 붙어 있다. 반장의 행수는 11행이며, 한 줄에는 17~20

입문자들을 도와주려 했다. 1374년에 77세의 나이로 여주 취

게偈, 송頌, 찬讚, 가歌, 명銘, 서書, 법어法語 등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서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원래

자가 식자되어 있다.

암사에서 입적하였다.

이루어져 있다. 즉, 『직지』의 상권에는 과거 칠불, 인도 28

상·하권이 한 책으로 되어 있었는지, 상·하권이 각각으로 나

4)

2) 백운화상의 『직지』 편찬

5)

조사, 중국 6조사 , 중국 5가 7종 기연상편이 수록되어 있

뉘어 두 책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책의

2) 『직지』의 서지적 특징

다. 하권에는 좌선명6), 5가 7종 기연하편, 설법7), 가송8), 경

분량과 취암사 목판본으로 미루어 보아 상·하권이 한 책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속활자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하권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간행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가섭존자, 아난존자, 상나화수, 우바국다,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타난제, 복타밀다, 협, 부나야사, 마명, 가비마라, 용수, 가나제바, 라후라다, 승가난제, 가야사
다, 구마라다, 사야다, 바수반드, 마노라, 학륵나, 사자, 바사사다, 불여밀다, 반야다라, 보리달마.
4) 달마대사, 혜가대사, 승찬대사, 도신대사, 홍인대사, 혜능대사.
5) 6조 혜능이후 임제종, 위앙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5가와 임제종이 황룡과 양기의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를 통털어 5가 7종이다.

8) 가歌는 낙보화상의 물방울의 노래와 등등화상의 근원을 요달하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송頌은 양보지화상대승찬송 10수와 지공화상 14과송이 실려 있다.
9) 미증유경, 능엄경, 기신론.

한 활자의 총수, 즉 글자의 수는 14,203자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본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선광칠년정사칠월 일 청주목외흥덕사주자인시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6) 아호대의화상의 좌선명.
7) 몽산덕이화상의 설법.

『직지』 하권 2장부터 39장까지 대, 소자를 반복적으로 사용

연화문인
緣化門人

석찬 달잠
釋璨 達湛

시주 비구니 묘덕
施主 比丘尼 妙德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행과 열이 바르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것이 나타난다.

10) 동산양개화상사친서 초서와 후서, 낭회서.
11) 규봉종밀선사송, 용아거둔화상송, 대법안선사인승간경송, 승고선사면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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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행렬이 곧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며,

셋째, 글자가 거꾸로 식자되는 경우도 있다. 거꾸로 식자

그 중에는 어떤 글자는 몹시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된‘일日’가 3번 있다. 즉, 12장 뒷면 11행 15번째 자, 24장

것도 보인다. 활자의 크기도 글자의 획수에 따라 복잡한 글

앞면 3행 19번째 자, 29장 앞면 10행 14번째 자의 경우 거

자는 크고, 획이 단순한 글자는 작아 일정치 않다. 한 면은

꾸로 식자되었다. 당시에는 교정을 보지 못했지만, 활자본

11행이며, 한행에 17~20자가 식자되어 2~3자의 차이를 보

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고 있다. 그리고 활자의 모양도 일정치 않아 활자면의 생
김새에 따라 활자의 여백을 제거하고 주조한 것으로 보인

또한 빠진 글자도 보인다. 2장 뒷면 8행 9번째 ‘동動’자의

다. 그러다 보니 조판할 때 활자가 맞물리거나 붙는 현상도

경우 글자가 빠져 붉은 색 글씨로 써 넣은 경우도 있고, 39

보인다.

장 판심제의 경우는 ‘지指’자가 없다.
넷째, 동일한 장에서는 같은 글자의 모양이 보이지 않으나,
동일한 모양의 활자가 다른 장에서는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글자의 획에 너덜이와 티가 남아 있으며, 글자 중
에는 주조시에 생긴 기포 현상이 보이는 것도 있다.

6B51813)

23B29

6B68

▲ 기울어진 활자

36B1014

▲ 활자가 엇물린 경우

둘째, 글자의 먹색은 농박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어떤 글

▲ 『직지』 39장 간기
『직지』 표지 ▶

자는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글자는 희미하고
획의 일부가 인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조판
의 미숙으로 활자면의 수평을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
자補字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활자본의 중요한
2B89

특징이 된다.

▲ 오·탈자

39A

▲ 너덜이 활자

여섯째, 판짜기에 있어서 한 글자가 넘쳐 한 행이 넘어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자로 대체하여 쌍행으로 조판하
였다. 그 예로, 2장 뒷면 11행에 ‘대오大悟’, 5장 뒷면 5행에
‘분명分明’, 7장 뒷면 6행에 ‘역심易尋’, 8장 뒷면 2행에 ‘긍
지肯之’, 11장 앞면 4행에 ‘농마籠摩’로 단락을 마무리하였
다. 목판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본문
12B1115

▲ 거꾸로 식자된 자

24A319

29A1014

의 경우도 활자가 없는 경우는 소자로 대체하여 사용한 경
우가 118여회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활자를 보충하지 않

13) 숫자는 글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제일 앞에 사용한 숫자는 장차로 2～39로 표기하였으며, A, B는 면의 표시한 것으로 판심을 중심으로 A는 앞면, B는 뒷면,
다음의 숫자는 행으로 한 면이 11행이기 때문에 1～11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6B518은 6장 뒤면 5행 18번째 자를 의미한다. 이하에도 이와 같이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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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4장 6장 8장 10장 12장 14장 16장 18장 20장 22장 24장 26장 28장 30장 32장 34장 36장 38장

고, 보유하고 있는 소자를 사용하여 조판한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수교를 이루지 못하다가, 임오군란(1882년) 뒤에는
점차 사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 국왕과 개화파의 주장에 따
라 다른 서양의 열강보다 늦었지만, 1886년 5월에 프랑스

2B1119

5B519

7B618

8B219

외무성 관리 코고르당Francois George Cogordan과 한성
판윤 김만식과 협상을 통해 “조불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
었다. 다음해 김윤식과 꼴랭 드 뿔랑시(1853~1922, 葛林德)

11A418

14A219

사이에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프랑스와 정식 국교

17A119

가 맺어지게 되었다.

▲ 행을 넘기지 않기 위해 소자로 조판

뿔랑시는 프랑스 동양어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후,

일곱째, 판틀은 짝·홀 두 판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짝수 판

1877년 북경주재 프랑스공사관에 통역관으로 임명되어 6

은 계속하여 짝수 판을 조판하여 인쇄하고, 홀수 판은 계속

년 동안 근무하였다. 조선과 국교를 맺은 후 1888년 초대 주

하여 홀수 판에 이용하였다. 즉, 짝수 판의 광곽에서 나타나

한대리공사로 임명되어, 1891년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조

는 흔적의 모양이 짝수 판에 반복적으로 보이고, 홀수 판의

선에 근무할 때 도자기와 고서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서

경우도 같은 현상이 보인다.

기관으로 서울에 부임해온 모리스 꾸랑(1865~1935, 古恒)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간기의 기

에게 책의 목록을 만들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3

록과 실제 인쇄된 상태에서 보이는 특징들로 보아 『직지』가

년 동안 한국에 부임하여 1년에 한 번씩 많은 양의 고서를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수집하여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보냈다. 그 당시 외교관들은
자신이 주재한 나라에서 책을 수집해 동양어학교에 보내는

◀ 판심(짝수 장)

3장 5장 7장 9장 11장 13장 15장 17장 19장 21장 23장 25장 27장 29장 31장 33장 35장 37장 39장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다. 이때 뿔랑시가 보낸 책이 동양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지』 소장과 청주 흥덕
사지 발견

학교 최초의 한국장서가 되었다. 그 후 5년 간 일본에 근무
한 그는 다시 서울에 임명되어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
년 간 총영사겸 서울주재 공사로 한국에 체류했다. 그는 외

1) 『직지』의 프랑스 전래 경위

교관으로서 조선에 2차례씩이나 머물면서 확고한 감식력과

조선은 19세기에 개항이 되면서 서구 제국과 문호를 개방

폭넓은 교양으로 고서적을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뛰

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프랑스와는 병인양요(1866년)

어난 수집품은 단연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하

▲ C. Plancy


▲ M. Courant

▲ H. Vever

판심(홀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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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정확히 밝

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일부 고가품은 개

혀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1896년에서 1899년 사이에 수

인 소장가가 구입하였다. 경매품 가운데 『직지』는 180프랑

집하여 프랑스로 가져졌고, 1900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

에 앙리 베베르(1854~1943)에게 경매되었다. 그가 사망하

된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함으로써 일반에게 최초

자 유언에 따라 상속자인 마땡François Mautin이 『직지』와

로 공개되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을 1950년에 기증하였고, 프랑스 국립

그리고 모리스 꾸랑에 의해 1901년에 간행된 『조선서지

도서관에서 1952년에 한국책 109번으로 등록하였다.16)

Bibliographie Coréenne』보유판 3738번에 소개되었다.14)

3738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
祖直指心體要節
1책. 대 8절판(제2권만 있음). (C. P.)
이 책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고 있다.“1377
년 청주목외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됨.” 이 내용

▲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목록 원장(기증번호 9832)
출처 :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 말걸다』, 2018

.

이 정확하다면, 주자鑄字, 즉 활자는 활자의 발명을 공적
으로 삼는 조선시대 태종太宗의 명(n°1673)보다 26년가
량 앞서 사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선광宣光 7년이라고
쓴 연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광이라는 통치연대
의 명칭은 1371년 원조元朝의 왕위 계승을 요구하는 소
종昭宗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15)
▲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번호(한국 109)
▲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1972년 UNESCO가 정한 제1
회 ‘세계 도서의 해L'Année Internationale du Livre’를 맞
이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책LE LIVRE’전시회를 개최하였
다. 한국자료는 『직지』를 비롯한 『경국대전』과 『여지도』를
전시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그 동안 몰랐던 『직지』의 소장
▲ 모리스 꾸랑 『조선서지』 보유판. 『직지』 게재 내용

▲ C. Plancy 장서표

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박

뿔랑시가 수집한 고서들은 대부분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병선 박사로 부터 흑백사진을 구입하여 1973년에 영인본을

기증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 883

발간함으로써,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종은 1911년 3월에 드루오Drouot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

그리고 1973년 제29회 동양학 국제학술대회 개최할 때 ‘동

진다. 그 가운데 한국 것이 700여종에 달하는데, 고서는 대

양의 보물TRÉSORS D'ORIENT’이란 주제로 6월부터 10월

14)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Supplement, Paris, Ernest Leroux, 1901.
15) 모리스 꾸랑 원저, 이희재 번역,『한국서지』, 1997. 847쪽
16) 앙리 베베르가 1943년에 사망하고, 그의 후손인 Martin과 Andre가 1950년 8월에 기증하였다. 기증번호는 9832번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1952년
11월 22일에 ‘한국 109 COREEN 109’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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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전시회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때는

단 하에 1998년 9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하여 유네

『직지』를 비롯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등 한국 자료 20여

스코 본부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점이 전시되었다.

본부에서는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서 신청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외교통

2) 『직지』의 간행지 청주 흥덕사지 발견과 청주고인쇄박
물관 건립

상부와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직지』가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협의 해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가 전시된 이후 간행지인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99년 2월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청주 흥덕사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인되지

에서는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필요

않았다. 1984년에 청주 운천동 일대 택지개발공사를 하던

성을 못 느낀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주고인쇄박물관

중 절터가 확인되어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진

에서는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것

행되었다. 절터는 공사로 인해 반쯤 훼손된 상태였다. 발굴

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반출된 흙더미에서 개인이 ‘서원부흥덕

자문위원회’를 청주에 유치하여 이들에게 『직지』를 홍보하

사’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청동금구 조각을 발견하였다. 따

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청주시에서는 1999년 6월 오

라서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의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문

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

화재관리국에서는 청주 흥덕사지를 사적 제315호로 지정하

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 유치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회의

였다. 충청북도에서 흥덕사터를 정비하면서, 한국의 옛 인

개최 장소로 수도가 아닌 지방의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에

쇄문화를 보전하고 인류문화 발달사를 조명하는 청주고인

대해 난색을 표하였다. 그리고 4차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

쇄박물관을 1992년에 건립하였으며, 현재는 청주시에서 운

석한 멕시코 대표가 차기 회의 장소로 멕시코시티를 신청하

영하고 있다.

였다. 당시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상태여서 공식
적인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
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문위원들과 개별적인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가치

접촉을 통해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아시아권에서 홍보할 수
있는 청주가 다음 개최지로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였다.

▲ ‘책’전시도록

▲ ‘동양의 보물’전시도록

1)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결과, 2000년에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 전문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이

회의’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고,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

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95년에 제1회로 국제

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를 한국출판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결정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1997년 제2회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학술

2001년 5월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추천

회의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독일위원회와 공동

한 『승정원일기』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유네스코 본

으로 개최하였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한국

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위원회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직지』를 세계적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소장국가가 아니라도 등재 신청할

로 공인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세계에 빠른 시일내에 알릴 수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직

있는 방법을 협의하던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지』 등재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부터 “『직지』 등재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는

『직지』를 이 프로그램에 등재하는 것이 최 상책이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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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고인쇄박물관
▼ ‘흥덕사’명 금구편

정하기로 유네스코 본부와 협의를 끝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청주에서 개최되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한국대표단

따라서 『직지』의 경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즉,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외

었다. 이 회의에서 모든 자문위원들이 『직지』의 등재에 대

회의를 열어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

만, 유네스코에서는 등재를 신청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등재

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에 『직지』 등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

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승정원일기』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동안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다.

기관으로 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 중에

으니,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네

제기하였다. 『승정원일기』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없다는

그 결과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29일 오전에 『직지』와 『승정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재시킨 유일한 예가 『직지』이다.

스코 한국위원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관련부처를 적

것과 1997년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과 차이가 별로 없다

원일기』가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극 설득하여 마침내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직지』를 최종 상

는 이유로 등재에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

권고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1년 9월 4일 마

2) 유네스코 직지상 제정 및 시상

정하였다. 한편, 2000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독일 구텐베르

은 『직지』도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었다. 이에

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를 결정하였다.

청주시에서는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크박물관으로부터 『직지』 등재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 첨부

노르웨이 벤딕 루카스 위원장이 『직지』와 『승정원일기』의

만약에 회의가 한국 청주에서 개최되지 않았다면, 『직지』와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유네스코 직지

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01년 6월 27일 ‘제5차 유

심사를 마지막 날로 연기시켰다.

『승정원일기』의 등재는 어려웠을 것이다.

상UNESCO Jikji Prize 제정을 건의 하였다. 이에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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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서는 2004년에 제169차 집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 2007년 : 오스트리아 과학학술원 음성기록보관소

2005년부터 2년마다 기록유산 보존·활용에 크게 공헌한 개

- 2009년 :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

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고 있다.

- 2011년 : 호주 국가기록원

후보는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자국 유네스코 국가위원

- 2013년 : 멕시코 아다비ADABI 기록보관소

회), 정부간 기구IGOs, 유네스코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 2016년 : 중남미 연합 이베르 아카이브Iber archivos

국제 비정부기구INGOs가 추천을 한다.

- 2018년 : 아프리카 말리 사바마-디SAVAMA-DCI

수상자는 국제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사무총
장이 선정하며, 심사위원단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위촉한 유

3)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

인류의 정보 전달 매체는 언어(몸짓, 소리), 문자(필사, 기

어 있다.

록), 인쇄(목판, 활자), 전자(컴퓨터, IT 등)미디어로 발전하

수상자에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서명한 상장과 함께

였다.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미디어는 금속활자의 발명

상금으로 미화 3만 불을 수여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유네스

이다. 그 이유는 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간행하여 보급함으

코 본부나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

로써, 지식정보의 대량 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지 7회 모두 청주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의 역사학자 아이젠슈타인Elizabeth L. Eisenstein은 서양
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

※ 역대 수상기관

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

- 2005년 : 체코 국립도서관

쇄를 시작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기자회견
▼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

▼ 2016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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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화의 핵심인 금속활자 인쇄술은 13세기 초, 한

유네스코에서는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19) 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를 유네

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류의 지적활

국에서 발명되었다. 한국에 있어 금속활자 인쇄 기록은 『남

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책은 인류의 인쇄 역

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직지상

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재산을 아우르는 말이다.

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와 『상정예문詳定

사와 기술 변화를 알려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을 제정하여 7번에 걸쳐 시상하였다.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1970년 4월 26일 UN 산

禮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1239

다”라고 하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17)

상한 기관 및 단체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하기구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2000년에 4월 26일을 ‘세계

년에 간행한 목판본이 전하는데, 최이의 발문에 ‘금속활자

따라서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의 웅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지식의 보

지식 재산의 날’로 정하였다. 전 세계 국가에게 지적 재산권

본을 다시 목판으로 새긴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대한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실물 증거이며, 대

존, 접근,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적 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의

1239년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민국이 문화민족이었다는 세계사적 위상을 알려주는 상

동협력을 모색하는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을 2016년부

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다.

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에 ‘『상정예문』

징물로서, 인류가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인 것이다.

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에서 협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을 금속활자로 28부 인쇄하여 각 관서에 나누어 보관토록

력 사업으로 논의되었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기록만 있

이 유네스코로부터 승인되어 청주에서 준비 중에 있다.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

을 뿐 인쇄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1377년 7월에 청

직지의 현대적 활용

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는 지식 전쟁 중에

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식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산의 날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맞추어 4월 26일로 발의

립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는 대한민국이 13세

1377년에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청주 흥덕사의 옛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

하였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

기 초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슬기로운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터가 확인되면서 청주고인쇄박물관18)을 개관하였다. 청주

국들은 미래 핵심 산업인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

속활자로 간행된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인쇄박물관에서는 금속활자 발명국 대한민국을 알리기

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된 9월 4일로 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

날을 9월 4일로 정하였다.

어 현재까지 4번에 걸쳐 발전하였다. 1차는 증기기관 기반

유네스코가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이유는

의 기계화 혁명이었고, 2차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혁명이었다.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이며, 인류의 인쇄 역사와 기술변화를 알려주는데 매우 중

의 시대이며, 그리고 4차 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의 시대인 것

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이었다. 즉, 금속활자 발명의 대명사

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

가 『직지』인 것이다. 따라서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

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자 발명국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실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융·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

증거인 것이다.

어나는 산업 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모두 인류

이제 『직지』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지

의 정보혁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1, 2차 산업혁명은 3

식재산을 상징하는 저작물이 되었다. 따라서 금속활자 발명

차 정보혁명인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가능했고, 3, 4

의 대명사인 『직지』를 모티브로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

차 산업혁명은 4차 정보혁명인 컴퓨터의 발명으로 IT정보혁

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어진 것이다.

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
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의 재산

▲ 『직지』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17) www.unesco.org/.../baegun-hwasang-chorok-buljo-jikji-simche-yojeol-volii- the-second-volume-of-anthology-of-great-buddhistpriests-zen-teac...
18) http://cheongju.go.kr/jikjiworld/index.do
19) http://www.bnf.fr/fr/acc/x.accue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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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구인 승정원承政院에서 날마다 출납한
각종 문서 및 왕의 명령 내용, 왕과 신하들의 언행 등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국가 기록물이다.
승정원을 통해 출납된 문서와 왕명뿐만 아니라 왕의 하루 일상, 거처와 거동擧動, 경연經筵 시
행 및 신료들과의 접견, 각종 회의 내용 등이 격식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현전하는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1)년부터 1910년(융희 4)까지 288년간의 기록으로, 총
책 수가 3,243책에 달하는 거질의 자료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우리나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정7품 관리인 주서注書가 작성하였다. 주서는 항상 왕을 수행하면
서 왕의 동정과 언행, 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등을 초책草冊이라는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여기에 왕에게 보고된 상소上疏·차자箚子와 각종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왕의 비답
등의 문서 내용, 그리고 매일의 날씨, 승정원의 좌목座目, 왕에 대한 문안 및 입진(入診: 진찰)
기사 등의 의례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승정원일기』를 완성하였다.
『승정원일기』는 국왕 비서실의 기록인 만큼 왕과 정부 관료들이 주관한 조선 후기 국정 운영
의 구체적인 실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는 왕에게 보고된 문서의 전문을
모두 기록하고, 왕과 관료들의 정책 논의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정리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이나 『일성록日省錄』과 구별되는 『승정원일기』만의 중요한 특징이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정책 논의와 결정의 과정들은 전근대 시대 동아시아 국가의 행정 운영
체계와 실상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 『승정원일기』에는 조선 후기에 동아시아

▲ 『승정원일기』의 표지와 내지

에 진출한 서구 문명 및 서양 국가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이해와 대응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20세기 동서양의 문화적·정치적 교류 양상과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를 연구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Seungjeongwon Ilgi,

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한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조선 후기 288년 동안
의 날씨 정보는 17〜20세기 조선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될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의 기후 변화 연구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한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승정원일기』는 단지 조선의 국정 기록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가치를 지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니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형식과 자료 현황

해 상당히 큰 편이다.
『승정원일기』는 전체 책 수가 3,243책에 달하는 거질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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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승정원일기』는 조선 후기

기록물로, 장수張數는 393,578장이며 수록된 글자 수는 약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의 기록만 전하고

2억 4,250만자에 이른다. 조선의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있으며, 필사본이고 단 한 질만 만들어진 유일본이다. 『승정

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약 4,768

원일기』 한 책의 크기는,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

만자이고, 중국사 전체를 다룬 『이십오사二十五史』가 약

체로 세로 41.2㎝, 가로 29.4㎝ 정도로 일반적인 고서에 비

3,990만자, 명나라 294년의 역사를 기록한 『명실록明實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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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이 바뀐 『승정원일기』의 표지들

이 약 1,600만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승정원일기』

과 지방에 산재한 각종 자료, 개인이 보관한 상소와 차차 등

그나마도 인조대 이후의 일기만 복구되었고, 선조·광해군

원承宣院·궁내부宮內府·비서감秘書監·비서원秘書院·규장

가 얼마나 방대한 기록물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을 모아서 복구하였다. 하지만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대 일기는 참고할 자료를 아예 구할 수가 없어 끝내 복구하

각奎章閣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일기의 명

난,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을 거치면서 『승정원일기』

지 못했다. 이후에도 1868년(고종 25) 화재로 『승정원일기』

칭도 기관 명칭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

일부가 또 소실되었고, 이를 전란 종료 후 복구하였다.

300여 책이 소실되었는데, 이때는 『일성록日省錄』, 『내각

래의 [표4-1]과 같다.

현전하는 『승정원일기』만으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질이지만, 이것은 단지 조선 후기 288년간만의 기
록일 뿐이다. 『승정원일기』는 1433년(세종 15) 승정원의 제

『승정원일기』가 다시 한 번 크게 화를 입게 된 것은 1744년

일력內閣日曆』, 『윤발綸綍』 등을 이용하여 복구하였다. 이

도 개편이 완료된 이후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

(영조 20)의 창덕궁 화재로, 당시 『승정원일기』의 거의 대부분

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남아 전해지는 『승정원일

라서 만약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가 현재까지 남아 전

이 소실되었다.

기』가 모두 3,243책이다.

해졌다면, 1개월 분 일기를 1책으로 가정했을 때 최소한

이에 조선 정부는 1746년부터 『춘방일기春坊日記』·『당

한편, 기존의 『승정원일기』를 다룬 연구 논저나 대중역사

후일기堂後日記』·『조보朝報』 등을 이용하여 『승정원일기』

서 중에는 『승정원일기』의 책 수를 3,045책으로 표기한 경

하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선조 이전의 조선

복구에 착수하였다. 복구 작업은 1747년에 완료되었지만

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승정원일기』의 명칭 변화와 관련이

전기 『승정원일기』는 모두 망실되었다. 선조대의 『승정원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완전한 복구는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있다.

일기』는 임진왜란 이후 개수改修를 추진하여 개인의 기억

소실 전 1,796책이었던 일기가 548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6,300여 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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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그 명칭이 승선

[표4-1] 『승정원일기』의 명칭 변화
명 칭

책 수

기록 기간

승정원일기

3,045 책

1623.3.~1894.6.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4책

1894.7.~1894.10.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5책

1894.11.~1895.3.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8책

1895.4.~1895.9.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115 책

1895.10.~1905.2.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33 책

1905.3.~1907.11.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33 책

1907.12.~1910.8.

계

3,243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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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4-1]을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승정원일기』를

추원中樞院에서 군기軍機 관장과 함께 왕명 출납도 담당했

3,045책이라고 한 것은 갑오개혁으로 승정원 및 일기의 명

으며, 왕명 출납의 실무를 전담할 속아문屬衙門으로 승지방

칭이 변화하기 전까지의 『승정원일기』만을 대상으로 정리

承旨房을 설치하였다. 승지방의 장관은 정3품의 도승지都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승정원의 명칭이 바뀐 이후에

承旨였다.

도 왕의 비서 기능을 수행한 것은 변함이 없고, 일기들 역시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으로 정안대군(靖安大君, 후

『승정원일기』의 편찬 방식과 기록 체재를 유지하였으므로,

의 태종)이 정권을 장악한 후 사병私兵을 혁파하는 과정에

명칭이 바뀐 일기들까지 합하여 모두 『승정원일기』로 보는

서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분할하여, 군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1999년의 국보 지정이나 2001년 유

기 업무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고 승지방은 승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는 명칭이 바뀐 일기들도 모두

정원으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1401년(태종 1) 의흥삼군부

『승정원일기』에 포함되어 함께 지정되었다.

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도 여기에 귀
속되었고, 명칭도 대언사代言司로 바뀌었다. 이어 1405년
에 6조六曹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兵曹에 흡수되

승정원과 『승정원일기』의 편찬

면서 대언사는 다시 독립 기구인 승정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될

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을 관장하던 기관

▲ 『은대계첩銀臺契帖』 (승정원 관원들의 계모임을 그린 화첩)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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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존속하였다.

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승정원의 직제는 6명의

월 조선 건국 직후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중

승지承旨와 2명의 주서注書, 그리고 28명의 서리書吏로 구

▲ 이담명의 『승정원일기』 초책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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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궐도』의 승정원 부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성되었다. 이와 같은 직제가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1433년(세종 15)경에 6승지 체제가 확립되
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직제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續大
典』에서는 승정원의 직제에 약간의 변동이 나타나는데, 즉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추가되면서 주서가 모두 3명
으로 늘어났고, 서리는 25인으로 감축되었다.
승정원의 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관원은 여섯 명의 승지였
다. 이들은 모두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었지만,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도승지가 장관이 되고 이어 좌승지左承旨·우승지
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
承旨의 순으로 서열이 매겨졌다.
승지의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는 ‘왕명의 출납’이었다.
왕명의 출납이란 말 그대로 왕이 중앙과 지방의 관서 및 관
료 개인, 그리고 일반 민들에게 내리는 각종 전교傳敎·비
답批答·윤음綸音 등이 반드시 승정원을 통해서 해당 관서
및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승정원은 왕
의 목소리를 전하는 ‘목구멍과 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

서 ‘후설喉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의 여러 관서와 관료 및 유생儒生 등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 각종 보고서 등도 반드시 승
정원을 거쳐 왕에게 전달되었다. 즉, 왕에게 보고되고, 왕
명을 통해 시행되는 모든 국정 운영의 내용들이 승정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업무를 주관한 이들이 바로
승지였다.
승지는 왕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임무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섯 승지들은 각각 6조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왕을 보좌하였는데, 대체로 도승지가 이조吏曹의 업무
를 맡고, 좌승지가 호조戶曹, 우승지가 예조禮曹, 좌부승지
는 병조兵曹, 우부승지는 형조刑曹, 동부승지는 공조工曹를
맡았다. 하지만 승지의 6조 업무 분장이 고정된 것은 아니었
으며, 상황에 따라 각 승지의 담당 업무는 융통성 있게 변경
될 수 있었다.
한편, 승지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 외에도 관례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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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관서의 직임을 겸직하는 것이 많았다. 즉, 승지는 경연經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임명했으며, 가주서

으로 돌아와 속기 내용을 검토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초책을

였다. 마지막으로 소차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이나 유생들

筵의 참찬관參贊官과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을 겸

업무를 마친 후에는 임명을 해지하였다.

완성하였다. 또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함

이 왕에게 올린 상소나 차자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 또

하는 것이 상례였다. 도승지는 홍문관弘文館의 직제학直提

한편,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각 지역에서의 전황 보고가

께 입시했던 사관들의 사초史草와 대조하여 미진한 부분들

한 문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서

學을 겸하면서 지제교知製敎의 업무를 수행했고 상서원정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황 기록만 전담할 임시 주서를 따로

을 보완·정리하였다. 주서들은 이렇게 해서 완성된 초책의

리들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尙瑞院正도 겸하였다. 또, 승지 중에서 내의원內醫院과 상

차출했는데, 이를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라고 하였다. 사변

내용을 바탕으로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

의원尙衣院·사옹원司饔院의 부제조副提調를 겸직하기도

가주서는 일반적인 가주서와는 달리 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주서들은 왕과 관료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말들을 듣는 즉

루의 일기가 완성되었다. 주서와 승정원의 아전들은 완성된

했으며, 형조를 담당한 형방승지刑房承旨는 전옥서典獄署

에도 계속 존속되어 주서로서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결국

시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일기를 하루치씩 임시로 묶어 놓았다가 한 달의 일기가 모

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에 사변가주서가 추가되면서 승

만한 학식과 문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였다. 이에 주서는

여지면 이를 정리하여 장책粧冊하였다. 보통은 1개월 분량

정원의 공식 직제로 정착되었다.

반드시 문과文科에 급제한 문신 중에서 선발했으며, 그중에

을 한 책으로 제책했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2〜3책으로

주서는 승정원의 정7품 관리로, 당후관堂後官이라는 별

이상의 세 가지 자료가 모두 작성되면 이를 종합하여 하

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서는 상관인 승지의 지휘를 받아

주서의 임무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정원일기』

서도 ‘웅문속필雄文速筆’, 즉 문장 능력이 뛰어나고 글을 빨

제책하였다. 이어 주서가 장책한 일기를 승지에게 보고하

승정원의 업무 기록 작성과 문서 관리, 각 관청과의 연락 업

작성이었다. 주서는 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전임 사관專任

리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서에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품

면, 승지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

무 등을 담당했으며,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하였다.

史官들과 함께 왕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수행하면서 왕의

이 용렬하고 성격이 경솔하거나 물의物議가 있는 경우, 재

음으로써 일기 작성을 최종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왕의 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국대전』에 규정된 주서의 정원은

동정과 언행, 왕과 관료들이 만나 국정을 논의한 내용 등을

가再嫁한 여성의 자손인 경우, 세계世系가 명확하지 않은

가를 받기 전까지는 일기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였다.

2명이지만, 갑작스런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기록하였다. 이때 주서들이 작성한 속기록을 ‘초책草冊’이

경우 등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도 주서에 임명

있는 경우 임시 주서를 임명하여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가

라고 하는데, 속기할 당시에는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될 수 없었다.

주서假注書라고 하였다. 가주서는 승정원의 정식 직제에는

로 대강의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일과를 마친 후 승정원

한편, 주서가 1개월 치 일기를 정리하여 승지에게 보고하
는 것은 그 다음달 20일 이내에, 승지가 일기 내용을 검토한

주서는 『승정원일기』의 작성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전담

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은 다음 달 그믐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만큼 이 일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한 경우에는 15개월의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3월의 일기는 다음 달인 4월 20일까

근무일수를 채운 후 6품 관직으로 승진하는 특전을 받았다.

지 주서가 정리해서 승지에게 보고해야 했고, 승지는 내용

반면 주서가 『승정원일기』 작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검토 후 4월 30일까지 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야 했

에는 승진이나 다른 관직으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인사상

다. 이러한 규정은 주서들이 초책 내용의 정리를 소홀히 하

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여 일기의 완성이 늦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승정원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고 할 수 있다.

작성되었을까? 『승정원일기』는 대책大冊과 전교축傳敎軸,
소차疏次의 세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되었다. 먼저 대
책은 승정원의 서리들이 매일의 날짜[간지]와 날씨, 승지와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특징

주서의 명단인 좌목座目, 왕에 대한 문안과 입진(入診: 진
찰) 기사 등 의례적인 내용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책이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기사들은 의례적인 내용, 문서 내

이 대책에는 주서가 작성할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

용, 국왕의 동정, 국왕과 신료들의 접견 및 국정 논의 내용

었으며, 주서들이 왕을 수행하며 보고 들을 내용들을 수록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속기록인 초책의 내용을 빈 부분에 옮겨 적음으로써 대
책이 완성되었다.

▲ 『승정원일기』가 보관된 규장각 국보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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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례적인 내용’은 매일 일상적으로 기록되는 것으
로, 날짜와 간지干支, 날씨, 좌목座目, 국왕과 왕비·대비·왕

다음으로 전교축은 6조에서 담당 승지를 통해 왕에게 올

세자 등 왕실 구성원에 대한 문안과 약방藥房의 입진[진찰]

린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왕의 비답 내용을 옮겨 적은 원고이

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중 좌목은 해당 일에 승정원

다. 이것은 보고서와 비답 등의 문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

에 재직 중이던 승지와 주서들의 명단으로, 출근하여 근무

면 되는 것이므로, 승정원 서리들에게 맡겨서 기록하게 하

한 사람들은 이름 아래에 승지는 ‘좌坐’, 주서는 ‘사仕’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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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승지가 각 관서의 보고를 받아 국왕에게 올린 계사

이상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차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담당자의

啓辭·계목啓目 등과 그에 대한 국왕의 전교傳敎·비망기備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의 국정 운영 및 일상생활

업무 보고와 국왕의 지시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왕

忘記, 관료·유생 등의 상소 및 지방관의 장계狀啓와 그에 대

의 모든 내용들, 승정원에서 처리한 업무 및 각종 문서의 내

조실록』에는 사론史論이 있어 당대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

한 국왕의 비답批答, 이조와 병조에서 시행한 문·무반의 인

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관들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승정원일기』는 사실을

『승정원일기』가 내용적인 면에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충실할 뿐 그에 대한 당시 사람들

‘당대當代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즉, 『조선왕조실록』은 해

의 생각이나 평가를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도 두 기록 사이

세 번째로 ‘국왕의 동정’은 국왕의 거처 및 거둥에 관한

당 왕의 서거 후 다음 왕대에 이르러 선왕대의 자료들을 정

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일체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날짜와 날씨·좌목을 제외하

리하여 편찬한 ‘과거의 기록’이다. 이에 비해 『승정원일기』

이상과 같이 『승정원일기』에는 승정원을 거쳐 처리된 국

면 매일 일기의 첫 번째 기사는 “上在昌德宮(왕이 창덕궁에

는 그 당시에 매일매일 작성된 기록물로, 주서들이 국정 운

정 전반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 『조선왕조

계셨다)”과 같이 국왕의 거처, 즉 그날 국왕이 어디에 있었

영의 내용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당대의 기록’이었으며, 따

실록』처럼 사고史庫에서 비밀히 보관되며 열람이 금지됐던

는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또, 왕이 업무 수행이

라서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 점에서 『승정원일

것이 아니라 승정원에 비치해 두고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

나 행사를 위해 궁궐 내에서 이동하거나 궁궐 밖으로 행차

기』는 『조선왕조실록』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정

는 자료였으며, 실제로 조선 정부는 국정의 중요 현안을 처

하는 경우 제사·능행陵幸·강무講武·친시親試·사신접대 등

조대부터 편찬된 『일성록』과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리하거나 국가 전례典禮 시행, 형률 적용, 사신 접대, 왕실

해당 업무나 행사의 내용, 왕의 이동 경로, 이동 시기와 방

다.

연회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승정원일기』를 통해 이전의

사 행정 내용, 기타 국왕에게 올린 각종 보고서의 내용 등이
있다.

『승정원일기』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상의 특징은

전례를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

1866년(고종 3) 3월 3일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예로 들

승정원에서 취급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모두 망라해서 축

는 과정에서도 『승정원일기』는 시정기時政記와 함께 가장

어 보면, 이날 고종은 창덕궁 춘당대春塘臺에 나가 유생들

약 없이 기록했다는 점이다. 즉,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올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다.

을 시험하여 선발했다. 『승정원일기』에는 고종이 거동한 시

라간 상소문이나 보고서의 경우 서두의 의례적인 문투 정도

간과 입시한 신하들의 명단, 왕의 복장과 이동 경로, 시험 과

는 생략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요약하지 않고 전문을 그

정, 시상한 내용이 마치 현장 중계를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대로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국왕과 관료들이 국정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모

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들도 주서의 속기록을 바

기재했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하였다. 또

두 기록하여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밖에

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

숙직을 한 경우는 승지와 주서 모두 ‘직直’이라고 기록하였

『승정원일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왕의 표정과 감정, 속마

였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이 상소

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구인 만큼 왕이 부를 때는 언제든

음까지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왕이 자신의 병세나 왕실 구

나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 내용들만 요약·정리

지 입시해서 업무를 보좌해야 했기 때문에 승지와 주서 모

성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약방이나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

하여 수록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핵심 논

두 돌아가며 매일 숙직을 하였다.

하는 내용도 많이 나타난다.

의와 최종 결론만 간추려서 기록했던 것과 뚜렷이 구별된

법, 수행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 『승정원일기』 하루 기사의 첫 장 (날짜, 날씨, 좌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매일의 일기 시작 부분에 날씨를 기록한 점도 주목

네 번째로 ‘국왕과 관료들의 접견 및 국정 논의’는 경연

된다. 『승정원일기』에는 청(晴: 맑음), 음(陰: 흐림), 우(雨:

經筵·상참常參·윤대輪對·소대召對 등을 통해 왕과 관료들

비), 설(雪: 눈), 음이우(陰而雨: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

이 만나서 국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했던 모

하지만 이와 반대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승정원일

가 옴) 등으로 매일의 날씨가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든 내용들을 기록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승정원의 주서가

기』보다 자세한 경우도 있다. 『승정원일기』는 국왕 비서실

의 날씨 기록만 모아도 조선 후기 288년간의 서울 지역 일

왕을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작성한 초책

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왕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왕과 직접적

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매일의 기후 상황이 장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앞서 본 ‘문서 내용’과 함

인 관련이 없는 의식, 왕에게 보고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

기간 기록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을 것이다.

께 『승정원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건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특히, 왕과 신하가 독대獨對한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이 유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 거행된 왕세자[효명세자孝明

일하게 『승정원일기』에만 기록되어 있다.

世子]의 성균관 입학식에 대해, 『순조실록』에는 의식의 절

다음으로 ‘문서 내용’은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보고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베껴 적은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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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다른 연대기 자
료들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규장각 홈페이지의 『승정원일기』 이미지 DB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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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승정원일기』 텍스트 DB 서비스 화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법령은 왕명을 통해 확정·공포되었던 군주 국가였다. 하지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18〜20세기 동아시아에 진출한

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모든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서구 문명의 실상과 서양 국가들의 동향에 대한 보고 내용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최종적으로

및 그에 대해 왕과 정부 관료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수록되

는 왕명으로 시행되었지만, 조선의 모든 정책들은 왕과 의

어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당시 조선으로 유입되었던 서구

정부·6조의 재상宰相, 각 관서의 여러 관료들이 긴밀히 협

문물의 실상이 어떠했으며, 또 조선에 진출한 서양 세력의

의하여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왕이나 권력자의 독단을

활동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조선 정부의 왕과 관료들은 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승정원일기』

와 같은 서구의 문물과 정치 세력들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

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

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

기록으로, 국왕과 정부 관료들이 입안된 정책에 대해 자신

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 특히 고종대의 『승

의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하고 최종 결정했던 과정들이 상세

정원일기』는 대원군이 추진했던 쇄국鎖國 정책의 구체적인

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유교적 전제

양상들과 대원군 실각 이후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군주 국가의 하나였던 조선에서 이루어진 국정 운영의 구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해 나갔던 조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

적 실상, 국가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행정 체계, 정책 논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18〜20세기 조선에

의 과정에서 나타난 왕과 관료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 등

서 일어난 동서양의 문화적·정치적 교류 양상과 그것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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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영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탈초脫草·정서한 원고

갖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를 영인하는 것이었다. 『승정원일기』는 많은 부분이 초서草

또, 『승정원일기』는 과학 연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書로 기록되어 있어서 초서를 모르는 연구자들은 해독하기

를 갖는 자료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 어려운 난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자료가 공개되더라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 후기 288년 동안 한양

도 원본 상태로는 이용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 날씨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당초 『승정원일기』에서 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승정원일기』

씨 기록을 철저히 남겼던 것은 조선의 주 산업이 농업이고,

를 간행할 때 한학자들을 초빙하여 초서로 기록된 원본을

농업의 풍흉豐凶 여부는 날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

탈초·정서한 다음 그 원고를 영인·간행하였다. 이는 초서에

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이

위한 방편으로, ‘자료의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

288년간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

인 방식이었다. 1960년부터 1977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을

은 17〜20세기 조선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

통해 철종대까지의 『승정원일기』가 영인본 126책으로 간행

한 핵심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

되었고, 이후 1986년에 고종대 이후의 『승정원일기』 영인

록은 우리나라의 기후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본 15책이 추가되면서 총 141권으로 완간되었다. 또, 국사

세계의 기후 변화 연구에 동아시아 지역의 사례를 제공해

편찬위원회에서는 탈초·간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터 『승정원일기』의 텍스트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5

수 있다.

년에 완료했으며, 그 결과물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전근대 시대
동아시아 국가의 행정 운영 체계와 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

조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의 지위가 세습되며 모든

는 세계사적 의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또,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승정원일기』를 한글로 번역

『승정원일기』의 보존 현황과 활용

하는 국역國譯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조대와 고종대
『승정원일기』는 국역을 완료했고, 현재는 영조대 『승정원

『승정원일기』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일기』의 국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역 결과물은 단행본 발간

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에서는 국보 서고

및 한국고전번역DB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

에 설치된 오동나무 서장에 『승정원일기』를 보관하고 있으

다.

며, 항온·항습 및 자동소화 설비, 공조 시스템과 조습 패널,
자외선이 없는 LED 조명, 주기적인 방충 모니터링 등을 통
해 『승정원일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
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원본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외부 공개를 허
락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규장각에서는 『승정원일기』의 마이
크로필름 제작, 원본 이미지의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승정원일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60년부터 『승정원일기』
영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승정원일기』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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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高麗大藏經版-諸經版은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장
경 목판이다. 불교 경전의 총집합인 대장경은 통상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으로 구분된다. 논
자에 따라 불교 경전의 주석서와 고승전과 같은 다른 불교 전적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경·율·
논 삼장이 대장경의 중핵을 차지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는 것의 없다. 우주의 진리를 설파한
것이 경(經 : Sūtra)이고 윤리적 규범을 밝힌 것이 율(律 : Vinaya)이며 경전의 난해한 부분을
해석한 것이 논(論 : Adhidharma)이다.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말씀은 원래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붓다가 입멸 이후, 몇
차례의 결집結集을 통해 경·율·논, 삼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삼장
은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에서 불교의 확산과 더불
어 불교경전에 대한 한역漢譯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서부 인도 평민의 언어인 팔리어(Pali) 대
장경과 인도 상층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스트어 즉 범어梵語로 된 대장경에 이어, 한자 대장
경이 출현하게 되었다.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수차례 한자漢字 대장경판이 제작되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판’뿐이다. 8만여 장에 달하는 ‘고려대장경판’은 고려 고종연간(1236~1251년)에
조성되어 강화도의 판당版堂에 봉안되어 있었다. 강화도에 있던 ‘고려대장경판’은 고려후기에
지금의 위치인 해인사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장경판전藏經版殿’
에 봉안되어 있는데 15세기 처음 건립된 장경판전은 중수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
었다. 장경판전은 내부의 습도와 온도가 효과적으로 조절되어 대장경판이 현재까지 보전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고려대장경판’은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2년 국보 32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세
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 역시 1960년 국보 52호로 지정
되었으며 그 건축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고려대장경판 장경판전 내부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高麗大藏經版-諸

經版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동아대학교 사학과 _ 신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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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 판각의 역사적 배경과 판각과정

송에서는 대장경 판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숭녕
만수대장崇寧萬壽大藏’과 ‘비로장毘盧藏’이 각각 판각되었

불교가 처음 유입된 이후 범어로 된 불교경전은 부단히

다. 판각은 남송대에도 이어졌고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대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한역된 불교경전을 대개 필사되어 보

장경 판각은 계속되었다. 한편 북송과 대립하고 있던 요나

관되었고 대장경 역시 필사되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전하

라에서도 대장경은 판각되었다. 거란장契丹藏 혹은 요장遼

면서 각종 서적들은 나무 판에 새겨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藏으로 알려진 이 경판은 1031년(요나라 흥종 즉위년)에 판

북송대 인쇄술은 더욱 발전해 마침내 수천권에 달하는 대

각되기 시작해 1054년(흥종 23년)에 완성되었다.

장경 판각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판각된 대장경이 바

이처럼 10세기 말 이후 송과 요는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

로 971년(개보 4년) 송나라 태조의 지시로 판각되기 시작하

어 한역 대장경을 활발하게 판각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여 983년(송나라 태종 태평흥국 8년)에 완성된 ‘북송관판대

에서 고려에서도 대장경이 판각되었는데, 이것이 연구자들

장경北宋官版大藏經’ 혹은 ‘개보칙판인성대장경開寶勅版

이 말하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다. ‘초조대장경’은 거

印成大藏經’이다. 이 대장경판은 개보 연간에 제작되었다고

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현종顯宗대 처음 판각되었다.

해서 ‘개보장開寶藏’이라고도 한다. ‘개보장’ 이후에도 북

현종대 판각된 대장경은 주로 북송의 ‘개보장’을 저본으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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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장경판전 외부 ©사진작가 하지권
◀ 해인사 장경판전 설경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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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작되었다. 이후 거란에서 만든 ‘거란장’이 고려로 유

른 도감과 마찬가지로 대장도감도 고려 재상들의 회의체인

입되었고 문종文宗과 선종宣宗대 새로 유입된 ‘거란장’을

재추宰樞 회의를 통해 설치되었다. 당시 대장도감은 임시

‘개보장’과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과 오류를 교정하여 보충

도읍 강화도에 있었다. 한편 분사대장도감은 지방에 설치된

판각하였고, 그결과 1087년(선종 4년)에 마침내 ‘초조대장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경’이 완성되었다. 한편 문종의 아들로 송나라로 유학갔다

이견이 있다. 분사대장도감의 위치를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

돌아온 대각국사 의천은 송나라에서 수집한 주석서들을 수

군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진주, 하동 등으로 비

집하여 별도의 교장敎藏의 판각을 기획하였다. 의천은 이를

정하는 견해도 있고, 개별 경판에 판각된 간기 자료를 근거

위해 흥왕사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두어 금산사 광교원에

로 분사대장도감이 경주, 가야산, 산청, 순천 등 다수의 지역

판각시설을 갖추어 교장을 판각하였다.

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3세기초 고려를 침입한 몽고는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안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은 대장경판을 판각하기 위해 2

겨주었다. 1231년(고종 18년) 고려를 침략한 몽고군은 고려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했다. 첫째는 판각할 불교경전의 내용

의 사찰로 난입해 보물들을 마구 약탈하고 불태웠는데, 이

을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판각할 목재를 마련하는 것이었

과정에서 대장경판도 무사하지 못했다. 대구 부인사符仁寺

다. 목판을 판각하기 위해서는 판각할 내용이 기재된 판하본

에 봉안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은 1232년(고종 19년) 몽고

板下本 불교경전이 있어야 한다. 판하본을 확정하기 위해 여

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이에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현종

러 불교경전들을 수집하고 꼼꼼하게 교감校勘하여야 했다.

대 ‘초조대장경’의 판각 이후 거란군이 물러난 것에 가탁하

불교경전에 대한 교감은 개태사開泰寺의 오교도승통五敎都

여 새로 대장경판을 조성해 몽고군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

僧統 수기대사守其大師가 맡았다. 수기대사는 송나라 대장

려 했다. 고려는 1236년(고종 23년) 대장경판을 조성하기

경인 ‘개보장’, 고려의 ‘초조대장경’, 요나라의 ‘거란장’ 등 여

시작해 1251년(고종 38년) 16년만에 대장경판을 완성하였

러 대장경의 본문을 면밀히 대조 검토하여 판각할 원본을 확

다. 이 때 완성된 대장경판이 현재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원본은 충분히 훈련된 필사자들에 의

‘고려대장경판’ 속칭 ‘재조대장경판再雕大藏經版’이다.

해 구양순체로 필사되었고 마침내 판하본이 완성되었다.

고려 고종연간 ‘고려대장경판’은, 한편으로는 북송 이래

한편 판각을 위한 목재에는 주로 산벚나무, 돌배나무, 거제

발전해온 목판인쇄술로 인해 대장경 조판의 기술적 기반이

수나무,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후박나무 등이 사용되었다. 수

마련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을 새

령 30~50년 정도 되어 굵기가 40㎝ 이상 되는 나무 가운데 옹

롭게 조성하여 몽고군을 물리치려 한 고려의 의도에 따라

이가 없이 곧은 것이 판각용 목재로 선택되었다. 벌목된 나무

제작될 수 있었다.

는 강이나 해안 포구에서 뗏목으로 엮어 판각장소로 수송되

고려는 대장경판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관부인 대장도

었다. 판각용 나무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 바닷물에 삭히고 삭

감大藏都監과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하였다.

힌 나무를 꺼내 경판으로 잘라 낸다. 잘라 낸 경판은 갈라지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된 사실은 고려대장경판

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물에 삶았다.

각 권의 말미에 ‘고려국의 대장도감이 칙명을 받들어 새겨

판각용 판재를 충분히 건조한 뒤, 교감을 통해 작성된 판

만들었습니다(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혹은 ‘고려국의

하본을 판재에 붙이고 글자를 새긴다. 불경이 새겨진 경판

분사대장도감이 칙명을 받들어 새겨 만들었습니다(高麗國

은 글자만 돋을새김하는 반서각으로 제작되었는데, 최소

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00여명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여 적게는 10장부터 많게

대장도감은 ‘초조대장경’이 소실된 직후인 고종 23년

는 140장을 새겼다. 판각을 끝낸 경판은 한 장 씩 찍어내 원

(1236) 전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려시대 다

고와 대조하며 오탈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다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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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장경판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단계의 작업으로 넘어갔다. 판각을 완료한 경판에는 경판보

고려대장경판의 형태와 구성

다 두꺼운 평균 4㎝ 가량의 각목으로 만든 마구리를 달았다.
마구리는 경판의 변형과 손상을 방지하고 열람을 쉽게 하기

고려대장경판은 가로 약 70㎝, 세로 약 20㎝, 두께 2.8㎝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마구리를 단 이후에는 경판의 네 귀

내외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대략 3.5㎏ 내외이다. 경판 내

퉁이에 마구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석을 달고

부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직경 50㎝ 정도의 판면이 있다.

방자못을 박아 경판을 안정감 있게 고정하였다. 방자못은

판면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전의 마지막 장

철로 제작되었으나 소랑의 망간이 포함되어 녹이 슬지 않게

일 경우, 본문, 권미제卷尾題, 제작연도가 적힌 간기, 경전의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판은 소나무를 태워 아교와 섞

약칭·권차券次·장차張次·함차函次가 적힌 판제版題, 각수

어 만든 송연묵을 사용하여 인출印出하였다.

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각수자의 이름

1. 마구리 2. 변계선 3. 본문 4. 권미제 5. 간기 6. 판제(경전약칭+권차+장차+함명) 7. 각수 8. 구리 장석

▲ 고려대장경판의 형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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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고려대장경판의 내용구성
함 명

특 징

천(天, 1함) ~ 영(英, 480함)

북송대 만들어 진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 수록된 불교경전들, 즉 ‘개보장’과 ‘초조대
장경’에 판각된 경전들이 포함

두(杜, 481함) ~ 곡(穀, 510함)

송나라에서 새로 번역된 불교경론들이 포함

진(振, 511함) ~ 치(侈, 515함)

후진後晉 가홍可洪이 편찬한 『신집장음의수함록新集藏音義隨函錄』이 수록

부(富, 516함) ~ 경(輕, 520함)

송 태종이 찬술한 어제御製 등이 수록

책(策, 521함) ~ 정(丁, 560함)

『정원석교록貞元釋敎錄』에 실린 불교경전이 포함. 『개원석교록』 이후 한역된 불교 경전
들이 수록.

교(佼, 561함) ~ 밀(密, 563함)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挍正別錄』 30권이 수록

물(勿, 564함) ~ 식(寔, 567함)

고려대장경판에 있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6권이 수록

영(寧, 568함) ~ 초(楚, 570함)

『불명경佛名經』 30권이 수록

경(更, 571함)

『대장목록大藏目錄』 30권이 수록

패(覇, 572함) ~ 하(何, 585함)

『법원주림法苑珠林』 100권이 수록

준(遵, 586한) ~ 색(塞, 628함)

북송 ‘개보장’ 이후 송나라 시호施護와 법천法天 등이 새로 한역한 불교 경전들이 포함

계(鷄, 629함)

『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 10권이 수록

전(田, 630함) ~동(洞, 639함)

불교경전용 자전인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가 수록. 이 책은 ‘거란장’에 실려 있었는데
고려대장경판으로 계긍

정(庭, 640함) ~ 무(務, 653함)

보유경판으로 장웅이 새롭게 추가한 경판, 『조당집祖堂集』 20권과 『선문염송집禪門拈
頌集』 30권 등이 수록.

은 판면 외부에 기재된 경우도 있다. 판면 외부에는 한줄로
비고

고려대장경판의 해인사 이운移運과 관리

된 변계선邊界線이 있고, 거의 대다수의 경판은 23행으로
구성되며 1행에는 14자의 글자가 판각되어 있으며 판심版

고려대장경판은 판각 이후 강화도의 장경판당에 보관되어

心이 없는 권자본卷子本 형식을 택하고 있다.(일부 경판 특

있다가 해인사로 이운되었다. 고려대장경판이 언제 강화도에

히 ‘보유판’의 경우 행수와 글자 수가 상이하다) 한편 고려

서 해인사로 이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다른

대장경판은 상자별로 묶어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태조 7년 5월 병진일(10일) “용산강에

상자의 이름은 천자문 순서에 따랐다. 천자문으로 상자 즉

행차하였고 대장경판을 강화의 선원사로부터 옮겼다(幸龍山

함函을 분류하던 방식은 당시 대장경 분류에 널리 사용하던

江 大藏經板, 輸自江華 禪源寺)”라는 기록과 5월 무오일(12

방식이었다.

일) “대장隊長과 대부隊副 2천 명에게 명하여 《대장경》의 목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되어 있는 국보 32호 고려대장경

판을 지천사支天寺로 운반하게 하였다(令隊長隊副二千人,

판은,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대장판大藏版’과 ‘보

輸經板于支天寺)”는 『태조실록太祖實錄』을 근거로, 태조 7

유판補遺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장판’이란 고종 연간

년(1398) 5월에 강화도 선원사로부터 지천사로 옮겼고 곧이

(1236~1251년)에 조성된 경판으로 대장목록大藏目錄에 기재

어 해인사로 이안되었다는 견해가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다.

되어 있다.‘대장판’은 천함天函에서 동함洞函까지 총 639함으

그러나 이색李穡과 이숭인李崇仁이 지은 시에 의하면,

로 구성된다. 대장목록에는 천자문으로 된 함명函名, 들어간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 이미 해인사에는 장경판이 존재하고

권수, 종이 수, 경전명, 번역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있었다. 이색은 “대장경大藏經을 인출印出하러 해인사海
印寺로 떠나는 나옹懶翁의 제자를 보내면서[送懶翁弟子印

“함함鹹函, 일곱권이 들어감[入七卷], 들어가는 종이는

大藏海印寺]”(『목은시고牧隱詩稿』 권28)라는 시를 지었고,

11첩, 16장[入紙十一牒 十六張], 광찬경光讚經 7권七卷,

이숭인은 “수암 문장로가 해인사에서 장경을 찍었다기에

서진 삼장축법호 역西晉 三藏竺法護 譯”

우스개 시를 지어 증정하다[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
呈]”라는 시를 지었다. 이들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보유판’은 1865년 해명 장웅海冥壯雄이 해인사에서 대장

해인사에 대장경판이 있었고 때문에 고려말 나옹의 제자는

경을 인경하던 중, 대장경판과 대장목록이 일치하지 않음을

대장경을 인출하기 위해 해인사로 길을 나섰던 것이다. 당

확인하고 대장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판들을 모아 따로 함차

시 나옹의 제자가 해인사에서 인출한 대장경은 나옹의 사리

를 매긴 경판을 말한다. 장웅은 보유판이 포함된 별도의 ‘보유

탑이 있는 여주 신륵사神勒寺 대장각大藏閣에 봉안되었다.

목록補遺目錄’을 작성하였다. ‘보유판’은 동함洞函 뒤에 붙어

이숭인이 쓴 “여주신륵사대장각기驪州神勒寺大藏閣記”

있으며 정함庭函부터 무함務函까지 총 14함으로 구성된다.

▲ 장경판전 모식도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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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이색의 부친 이곡李穀은 ‘총공聰公’이라는 승려의

‘고려대장경판’은 내용구성에서도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

권유로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장경의 인출을 서

다. 기본적으로 ‘개보장’, ‘초조대장경’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

원한 바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색 역시 부친의

면서도 후대 새롭게 한역되거나 불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헌

뜻을 알고 있었지만, 대장경 인출을 시도하지 못했다. 마침

들을 모아 판각하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대장목록’ 등이 포함

공민왕이 사망한 뒤인, 1379년(우왕 5년) 총공聰公이 다시

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전 장의 [표5-1]을 참고하라.

이색에게 공민왕과 죽은 이색의 어머니의 명복을 위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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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인사로 이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377년

해인사가 승병들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해인사 홍제암弘

(우왕 3년) 왜구들이 강화도를 침범하여 큰 피해를 입혔는

濟庵 어귀에 있는 ‘자통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慈通弘濟

데, 당시 왜구들은 “강화부사 김인귀金仁貴를 죽였고, 군사

尊者四溟大師石藏碑’에서도 잘 확인된다.

1천여 명을 사로잡기”까지 했다. 만약 1377년 대장경판이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위기는 임진왜란이 끝이 아니었

강화도에 있었다면, 왜구 침입에 온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한국전쟁때 불어 닥쳤다. 1950년 9

다. 특히 조선초 일본이 지속적으로 대장경판을 요구하였던

월 인천상륙작전으로 6월 25일 이후 거침없이 낙동강 전선

점을 고려하면 대장경판과 같은 불보를 왜구들이 그냥 내버

까지 진격해 온 인민군들은 퇴로가 차단되었다. 인민군 주

려 두지는 않았을 터이다. 따라서 고려대장경판은 1377년

력은 춘천을 거쳐 북으로 퇴각하였으나 낙오병들과 지역의

이전에 해인사로 이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익들은 지리산 주변의 산악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

해인사로 이운된 고려대장경판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일

다. 이후 산악지역에서 유격대와 토벌대 사이의 치열한 공

본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 조선이 건국한 뒤, 사신으로 온

방전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간지역에 위치한 사찰들

일본인들은 줄기차게 대장경을 요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 대한 대대적인 소개 작전이 실시되었다. 이 소개 작전에

대장경판까지 찾았다. 조선 정종定宗 때인 1399년(정종 1년)

서 송광사 같이 전소된 사찰도 있었고 구례 화엄사처럼 소

7월 일본의 좌경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인 요시히로[義

실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사찰도 있었다. 1951년 9월 18

弘] 즉 무로마치 막부의 유력한 다이묘[大名]였던 오오우치

일 ‘10전투비행전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에게 가야산 유격

요시히로[大內義弘]가 대장경판을 요구하였고 조선에서는

대를 소탕하기 위해 해인사 인근지역을 포격하라는 명령이

대장경판을 보내주기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오오우치

하달되었다. 김영환 대령은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음

요시히로는 그해 10월 무로마치[室町] 막부에 반대해 반란을

을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격을 중지하였다. 김영환 대

일으켰다 실패하므로 인해 이 일은 유야무야되었다.

령의 판단이 없었다면 해인사의 대장경판과 장경판전은 잿

대장경판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세종대에 다시 시작되었

▲ 해인사 장경판전 ©사진작가 하지권

더미에 묻혔을 것이다.

다. 1423년(세종 5년) 일본의 사신 규주圭籌와 범령梵齡은

우왕 이전 해인사로 이안되었던 대장경판은 조선초 일본

세종을 알현하면서 대장경판을 요구하였다. 세종은 대장경

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후 조선왕조에서는

판은 조선에 1본 밖에 없으므로 내려줄 수 없다고 답하고

장경판전을 중건하여 대장경판의 보존에 각별한 노력을 기

대신 밀교대장경판 등을 하사하였다. 일본 사신들은 음식을

울였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왜병들의 공

거부하며 거듭 대장경판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격 대상이 되었으나 의병과 승병의 활약으로 무사히 보전되

못했다. 한편 세종이후 조선에서도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한

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참화속에서 대장경판은 다시 한번 잿

경의 인출을 권하였다. 그 때는 나옹 혜근이 입적하고 이색이

되기 직전인 1381년 3월 하순 해인사로 길을 나섰다는 앞의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 세조~성종 연간 해인사의 대

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 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온

막 혜근의 탑명을 지었을 때라, 이색은 나옹의 제자들의 도움

이색 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우왕대 대장경 인출은 1379

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장경판전이 새롭게 중

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해인사로 이안된 이후 대장경판은

을 받아 마침내 1381년(우왕 7년) 대장경을 인출하였고 이 대

년 즈음 시작하여 1381년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이

수되어 보다 안전하게 대장경판이 보관될 수 있었다.

수차례의 위기를 넘기며 오늘까지 본전될 수 있었다.

장경을 나옹의 사리탑이 있는 여주 신륵사에 봉안하였다.

건국된 후 신륵사에 봉안되어 있던 대장경은 태종에 의해

일본의 대장경판에 대한 집착은 임진왜란 때 재현되었다.

해인사에 있던 대장경판의 인쇄를 위해 총공이 직접 해안

1414년(태종 14년) 일본으로 보내졌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

조선을 침략한 왜병들은 고려대장경판을 노려 해인사로 진

사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381년 11월 총공이 가야

은 이때의 대장경이 일본 교토에 있는 오오타니대학(大谷大

격해 왔다. 의령과 합천 일대에서 활약하던 정인홍, 곽재우,

산에서 홍시를 보내준 것에 답하는 이색의 시(『목은시고』

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면 등이 이끄는 의병들은 소암대사의 승병들과 함께 해인

고려대장경판의 인출印出

권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혜근의 제자들 역시 대장경

우왕대 대장경이 인출되었다는 기록과 그 인출본이 일본

사 방어에 성공하였다. 소암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

1251년(고종 38년) 16년의 불사 끝에 대장경판이 완성되

인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이는 대장경 인출이 완성

에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대장경판은 우왕 이전에 이

왜란 때 승병을 모아 해인사를 방어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

었다. 완성직후 대장경판은 인출되어 널리 반포되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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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측되나 그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대장경판

에, 1부는 서울대학교에, 1부는 경복궁에 각각 봉안하였다.

의 인출은 박전지朴全之가 지은 “영봉산 용암사 중창기靈

테라우치의 발문에 의하면 이때 사용된 한지는 524,000매였

鳳山龍岩寺重創記”에서 처음 확인된다. 1318년(충숙왕 5

고 견포絹布가 11,000척尺이었고 제책용 실이 11,000척이었

년) 천태종의 무애국통無礙國統이 왕명으로 강화판당에 가

다. 해인사 대장경판의 인출은 1937년에도 이루어졌다. 1937

서 대장경을 인출한 바 있었다. 대경장판의 인출이 빈번하

년 대장경 2부를 인출하여 1부는 만주국 황제 푸이[賻儀]에

게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이다. 고려말은 1381년

게, 다른 1부는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에 각각 봉안되었다.

이색 등에 의해 인출된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조선초에는
태조 이성계에 의해 대장경판의 인출이 주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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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68년 동안 당시 주관 부서였던 문화공보부의 허락을 받

1393년(태조 2년) 태조는 정총鄭摠에게 대장경의 인경을

아 13부를 인출하였다. 이 때 인출된 13부는 국내의 경우 동

위해 발원문[願文]을 작성하게 하고 인출본을 연복사 탑 안

아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동고등학교에 각각

에 봉안하였다.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이 된

봉안하였다. 인출본은 해외로 더 많이 보내졌다. 이 가운데 4

1399년(정종 1년) 태조는 왕자의 난으로 죽은 자식들을 위해

부가 일본으로 가 시텐노우지[四天王寺]와 일본국회도서관

사비를 들여 대장경을 인출하였다. 이후 태종과 세종대에도

등지에 봉안되었다. 나머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장경을 인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장경의 인출이 가장

에 1부, 영국, 호주, 대만에 각각 1부씩 보내졌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기는 세조 때이다. 세조는 즉위 후 대

이처럼, 고려대장경판은 제작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경 50본을 인출하게 하였고 인출에 사용되는 종이와 먹을

여러 차례 인출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전하는 인출본

각 도에 할당하였다. 대장경의 인출 열기는 세조 사후에도

은 1865년 인출본 즉 월정사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어졌는데,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학조學祖는 1500

나머지는 모두 20세기 인출된 것이다. 한국에 조선전기 이

년(연산군 6년) 대장경 3부를 인출하고 그 발원문을 지었고

전의 인출본이 부재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작동한 결과였다.

1520년(중종 15년) 다시 대장경 1부를 인출하였다.

▲ 고려대장경판 ©사진작가 하지권

해방 이후 대장경판의 인출은 단 1차례 이루어졌다. 1963

고려말이래 일본은 줄기차게 대장경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16세기 중엽이후 성리학이 향촌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고

사절들은 조선에 와서 대장경과 대장경판을 요구했고, 왜구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대장경의 인출은 침체기를 걷게 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조선은 대장경을 일본에 보내 그

다. 대장경의 인출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는 조선말에

들을 달래려 노력하였다. 때문에 조선전기에 이미 대장경 인

이르러서였다. 해명 장웅壯雄이 쓴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

출본이 국내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들

經跋”에 의하면, 1865년(고종 2년) 남호영기南湖永奇 등은

어 서일본 지역의 유력자였던 오오우치[大內] 가문이 1396년

대장경의 인출을 서원하여 14,000금金을 모아 해인사의 대장

부터 1490년까지 조선에서 받아간 대장경만 12질에 달했다.

경 2부를 인출하였다. 인출된 대장경 1부는 오대산 적멸보궁

일본의 요구에 조선이 순순히 응하였던 것은 조선의 정치

에, 다른 1부는 설악산 오세암에 각각 봉안하였다. 대한제국

를 좌우하던 이들이 성리학자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선의

성립 직후인 1899년에도 대장경의 인출이 있었다. 이 때 4부

성리학자들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

를 인출하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 각각 1부씩 봉안하고

편으로 대장경의 일본 유출을 우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나머지 1부는 전국의 큰 절에 분산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들에게 대장경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다. 초대 총독

한편 임진왜란에서 한국전쟁이 이르는 수많은 전쟁 역시

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寺正內毅]는 메이지 천황의 명복

대장경의 전래를 어렵게 만들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사

을 빌기 위해 직접 발문을 쓰고 대장경 3부를 인출하였다. 당

찰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 많은 사찰들이 소실되었다. 한국

시 인출된 대장경 1부는 일본 교토[京都]의 센뉴지[泉湧寺]

전쟁 과정에서도 사찰들이 입은 피해는 컸다. 예컨대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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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출된 대장경 1부는 송광사에 봉안되었으나 송광사는

때문에, 고려대장경판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연구가 실시되어 대장경판 보존의 최선책을 찾으려 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 대장경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현재

한국전쟁 당시 사찰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광사에 있

기록유산으로서 대장경판이 가진 가치로 인해 해인사 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재청과 해인사대장경연구원은

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합천군과

던 수많은 전적들은 한국전쟁을 참화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려대장경판은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조사·연구되고 있

공동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해인사는 2011년, 2013년, 2017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한국의 사정과 달리 오래된 대장경 판본의 상당수는 일본의

다. 1968~69년 동안 문화재관리국은 ‘대장경판’의 현황조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체 경판을 대상으로 경

을 개최하였다. 축전을 통해 대장경의 역사적, 과학적, 문화

사찰과 신사, 도서관 등지에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오오타니 대

를 실시하여 1차적인 조사를 완료하였다. 1979년부터 1984

판의 원형보존, 경판관리의 전산화, 경판의 중·장기 보존책

적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축전을 세계적인 관광콘텐츠로 만

학 소장본, 조죠지[增上寺], 센뉴지[泉湧寺]에 소장하고 있는

년까지 문화재관리국은 ‘전국사찰소장목판조사사업’을 실

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 사업을 통해 전체 경판에 대한

들려 노력하고 있다. 또 2011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개

대장경은 그 연대가 밝혀져 있다. 오오타니 대학 소장 대장경

시하였는데, 이때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경판을 이외의 이른

기초조사와 디지털 촬영이 완료되었다. 2013년과 2015년에

최를 위해 대장경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테마파크에는 천

은 고려말 이색 등이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죠지에서

바 ‘사간판寺刊版’에 대한 기본적 조사를 완료하였다. 1993

는 대장경판과 사간판 가운데 ‘중복판’에 대한 조사가 실시

년관과 전시관이 있어 대장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대장경 1,259권은 1458년(세조 4년)에 인출된

년부터 1995년까지는 고려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기초학술

되어 대장경판에 대한 이해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센뉴지[泉湧寺] 소장 대장경은 테라우

▼ 해인사 장경판전 ©사진작가 하지권

치가 메이지 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1915년 인출한 것이다.

기록유산의 꽃, 고려대장경판
‘쓰여진’ 기록은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다. 인류최초
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인들은 점토판을 이용해 기
록을 남겼다. 그들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인간의 기억을 대신
하기 위해서였다. 불교가 시작된 이후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기억으로 저장되었고 구술로 전해졌다. 때문에 당시 승려들
의 주요한 덕목은 암기력이었다. 중국의 불교학자 위젠푸[呂
建福]의 저서 『중국밀교사中國密敎史』에서 잘 드러나듯이,
초기 불교의 유명한 승려는 부처님의 말씀 즉 다라니陀羅尼
를 ‘암기하며 잊어버리지 않는(摠持不忘)’ 이들이었다. 부처
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후 즉 불경이 완성되면서, 기록
된 다리니 혹은 경전들이 신성한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 자체
가 법보로 간주되어 보존되었으며 부처와 동일시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대장경판은 인류 기록유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현전하는 유일한 한자 불교대장
경판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가 기록된 기록물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완성된 대장
경판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 역시 기록
되어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해당 문화유산 자체가 가진 역
사적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파악될수록 그 의미가 커진다. 이러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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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儀軌』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다.
‘의례儀禮의 궤범軌範’이란 의미로, 반복되는 비슷한 의례의 궤범으로 제작되었다. 국가와 왕
실의 의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큰 골격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
나 원론적인 『국조오례의』로는 의례를 구체적으로 설행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이미 설행
되었던 의궤를 통해 시행절차는 물론 행사의 비용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왕실의 혼사, 장례, 부묘祔廟, 잔치, 건축, 서적 편찬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
사한 행사가 있을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의궤는 조선의 대표적인 기록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고려
시기부터 이름이 나오고 있다. 조선 건국 후에도 바로 의궤가 제작되어서 태조 이성계의 상장례를
담은 『태조강헌대왕상장의궤』나 경복궁을 건설한 내용을 기록한 『경복궁조성도감의궤』 등의 명
칭이 확인된다. 또한 태종의 상장례를 기록한 의궤의 경우에는 3건을 만들어서 사고 등에 봉안하
라고 했던 내용도 보여서 조선 초부터 의궤를 제작하고 이를 사고 등에 보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의궤들은 제작 부수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서울의 관련 기관에만 보관되었다.
의궤는 대개 1∼4책의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지만, 8책 또는 9책에 이르는 분량을 활자로 인쇄
되어 널리 보급한 것도 있다. 각 책의 제목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같이 해당 의례
를 주관한 임시 관서인 ‘도감都監’의 명칭에 '의궤儀軌'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
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의궤가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전하는 의궤로는 1601년(선조 34)에 만들어진 의인왕후懿仁王
后의 국장에 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세기까지 시기가 내려올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졌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후기 국가왕실 의례의 실상을 보여주며 형태적으로도 독특하면서 아름
답다. 이러한 기록과 형태적 특징은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기록물로서 세

▲ 상시봉원도감의궤

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더해준다. 또 고려시대 의궤나 조선전기 의궤가 남아 있지 않아
시대를 넘어 소중하게 지켜야할 기록문화의 꽃이다.

조선왕조 『의궤儀軌』
Uigwe :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의궤의 현황

규장각본은 지방의 4사고 중 정족산사고, 태백산사고, 오
대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의궤를 중심으로 규장각을 비롯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_ 박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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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국가나 왕실의 의례에 대한 의궤가 많이 만

서울의 춘추관, 예조, 의정부, 종부시 등에 소장되어 있던 것

들어졌으나 현재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남아 있는 것이

이 통합된 것이다. 1910년에 규장각도서와 함께 조선총독

없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의궤는

부 취조국으로 이관되었다가 1928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상당히 많은 양이 보존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 546종

1946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거쳐 1992년 서울대학교 규

2,940책, 장서각 소장본 287종 490책 등 총 833종 3,030책

장각에 소장되어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이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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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프랑스에서 임대형식으로 돌아온 296책이 국립

장서각본은 무주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의궤에 봉모

다. 1911년 이후의 의궤는 엄비嚴妃, 고종, 순종의 장례식

당에 봉안되었던 의궤와 1911년 이후 이왕직에서 제작한

과 관련된 의궤를 비롯하여 이왕직에서 설행했던 제사와 관

의궤가 통합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1910년 이왕직 도서실

련된 것으로, 대부분 이왕직에서 제작한 것이며 장서각에만

2) 가례·하례

로 이관되어 1945년 구황실사무청 장서각, 1955년 구황실

소장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의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왕실의 결혼, 즉위 등과 관련된 의식으로 『가례도감의궤

재산사무총국 창경원사무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창경원

으로 1601년(선조 34)에 편찬된 선조비宣祖妃인 『의인왕후

사무실 장서각, 1968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로 옮겨

빈전혼전도감의궤』와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이 있다.

져 관리되어 오다가 1981년에는 장서각의 모든 도서가 한

의궤는 조선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관됨으로써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이다. 또한 중

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의궤의 내용과 구성

『사직서의궤』,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
器都監儀軌』 등이 있다.

嘉禮都監儀軌』와 고종의 황제 즉위식인 『대례의궤大禮儀
軌』, 국왕과 신하의 조회를 기록한 『친림정부시의궤親臨政

조선왕조의궤는 국가왕실의 다섯 가지 의례[五禮]에 따라
의식을 행하며 작성한 것이다.

府時儀軌』 등이 있다.
3) 책봉·책례·관례
왕세자 또는 왕세손의 책봉·책례 및 관례에 관련된 의식

국왕의 재위 기간에 따라 의궤의 편찬수가 달라지기는 하

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

1) 길례吉禮 : 왕실의 각종 제사

으로, 『책례도감의궤』, 『왕세손책례도감의궤』, 『영친왕책봉

지만 영조는 통치기간이 길었던 만큼 가장 많은 의궤가 제

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

2) 가례嘉禮 : 왕실의 혼례, 책봉, 존호, 입학, 조하朝賀,

의궤』, 『관례도감의궤』 등이 있다.

작되었다. 고종 대에는 고종의 모후인 신정왕후(神貞王后/

치가 충분하다. 이에 2007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翼宗妃)가 83세로 장수함에 따라 존호尊號를 올리거나 잔

이후 2016년에는 우리의 보물 제1901호로 지정되었다. 각

3) 빈례賓禮 : 외국 사신의 접대

치를 연 행사와 관련된 의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소장처별 지정 현황은 [표6-1]과 같다.

4) 군례軍禮 : 활쏘기, 강무講武, 나례儺禮

의궤로, 『선조국장도감의궤』,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文孝世

5) 흉례凶禮 : 장례, 부묘

子禮葬都監儀軌』, 『인조국휼의궤』 등이 있다. 후궁의 경우 상

진연, 진찬, 양로연 등

[표6-1] 소장처별 보물 지정 현황
지정번호

소장처

왕과 왕비의 국장의식과 세자와 세자빈의 예장의식에 관한

례 또는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헌경혜빈상례도감

수량

비고

의궤가 작성되는 주요 행사로는 왕비·세자 등의 책봉冊封

의궤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顯穆綏

이나 책례冊禮, 왕실 구성원의 결혼, 선대先代 인물들의 지

嬪葬禮都監儀軌』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종태황제어

위를 높이는 추숭追崇이나 존호가상尊號加上, 빈전殯殿이

장주감의궤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처럼 국장國葬을 어장

나 혼전魂殿의 마련에서 능원陵園의 조성 및 천장에 이르는

御葬으로, 도감都監을 주감主監으로 격하시켜 사용하였다.

보물 제1901-1

규장각

1,373건 2,203책

국유

보물 제1901-2

장서각

291건 384책

국유

보물 제1901-3

국립고궁박물관

80건 133책

국유

보물 제1901-4

사천시청

3건 3책

공유

보물 제1901-5

국립중앙도서관

2건 3책

국유

보물 제1901-6

한국순교자박물관

2건 2책

보물 제1901-7

국립중앙박물관

1건 9책

보물 제1901-8

연세대학교

1건 9책

보물 제1901-9

삼척시립박물관

1건 2책

공유

조대에는 화성의 건설과 국왕의 행차에 대해서도 각기 장편

6) 빈전殯殿·혼전魂殿

보물 제1901-10

서울역사박물관

1건 1책

공유

의 의궤가 작성되었다. 행사가 끝나면 의궤를 편찬할 기구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할 때의 기록과 3년 동안 신위를 모

보물 제1901-11

청주시청

1건 1책

공유

와 담당자가 결정되고 주관 관서인 도감과 관련 관서의 기

시는 의식을 기록한 의궤이다. 빈전은 승하 이후 발인 전까

보물 제1901-12

이화여자대학교

1건 1책

록들을 자료로 삼아 편찬하였다.

지 시신을 모시던 전각이며, 혼전은 국장 뒤 종묘에 신주를

계

12곳

1,757건

국유

2,751책

각종 상장례喪葬禮, 신주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부묘祔廟를

5) 부묘祔廟

비롯한 여러 제례祭禮가 있다. 의궤는 오례만 기록한 것은

부묘는 국왕과 왕비의 3년 상을 마친 뒤 그 신주를 종묘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국가사업도 의궤로 만

에 모시는 의식으로, 『효종부묘도감의궤』, 『현종부묘도감의

들었다. 그밖에 국왕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몸소 농사를

궤』 등이 있다. 세자와 세자빈의 경우 소상小祥 후에 별묘

짓는 친경親耕, 궁궐 건물의 건설 및 보수, 공신 녹훈, 왕실

別廟에 입묘入廟하는데,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孝明世子

인장印章이나 국왕의 어진御眞 제작 등에 편찬되었으며, 정

入廟都監儀軌』 등이 그 예이다.

다양한 국가 또는 왕실의 의례 및 국가사업의 그 기록인
의궤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묘·사직
종묘 사직의 연혁과 구성 및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와 같은 국가의 제사 의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묘의궤』,

108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4) 국장·상례

모실 때까지의 사당이다. 『인조빈전도감의궤』, 『숙종혼전도
감의궤』 등이 있으며, 세손이었던 『의소세손빈궁혼궁도감
의궤懿昭世孫殯宮魂宮都監儀軌』 등도 있다.
7) 장태藏胎
국왕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태어나면 그 태胎를 길지吉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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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해 봉안하였다가, 그 주인공이 국왕이 되면 석난간石
欄干을 설치하여 태실胎室로 가봉하는 의식을 치른다. 『원

16) 선원보璿源譜

난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 등이 있다.

선원보는 왕실의 족보로 이의 제작과 관련된 의궤로는

8) 능陵·원園·묘墓

『선원보략개간의궤璿源譜略開刊儀軌』, 『선원보략수정청

왕릉과 원·묘의 조성과 이장에 관한 의식으로, 『인조장릉

의궤璿源譜略修正廳儀軌』, 『선원보략수정시수정청의궤璿
源譜略修正時修正廳儀軌』 등이 있다.

의궤孝宗寧陵遷奉都監儀軌』, 『강릉개수도감의궤康陵改

17) 실록의 찬수

修都監儀軌』,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실록의 제작에 관련된 의궤로, 『실록편수청의궤實錄編修

『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등이 있다.

廳儀軌』, 『실록수정청의궤實錄修正廳儀軌』, 『실록찬수청의

9) 시호·묘호
왕실의 묘호·시호를 내리는 의식으로, 『선조묘호도감의
궤』, 『시호도감의궤』, 『상시봉원도감의궤上諡封園都監儀
軌』, 『영조묘호도감의궤英祖廟號都監儀軌』 등이있다.

궤實錄纂修廳儀軌』, 『실록청의궤實錄廳儀軌』 등이 있다.
18) 출판
국가왕실에서 제작한 출판에 관한 의궤로, 『동국신속삼강
행실도찬집청의궤東國新續三綱行實圖纂輯廳儀軌』, 『천의

10) 존숭·추숭

소감찬수청의궤闡義昭鑑纂修廳儀軌』, 『국조보감감인청의

왕실의 존호尊號·상호上號·추숭 관련 의식으로, 『재존호

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 『국조보감감인소의궤』 등이 있다.

도감의궤再尊號都監儀軌』, 『존숭도감의궤』, 『추숭도감의

19) 친경親耕·친잠親蠶

궤』, 『가상존호도감의궤』, 『추상존호도감의궤』 등이 있다.

국왕이 직접 밭을 가는 의식인 친경과 왕비가 직접 누에

11) 보인寶印

에게 뽕잎을 따서 먹이는 친잠에 관련된 의식으로, 『친경의

금보金寶·옥인玉印·보인 등의 개주改鑄, 개조改造, 개수

궤』, 『친잠의궤』, 『장종수만의궤藏種受滿儀軌』 등이 있다.

改修 등에 관한 의궤로, 『금보개조도감의궤』, 『옥인조성도

20) 궁궐의 영건과 수리

감의궤』,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등이 있다.

궁궐의 건축과 수리, 화성건축 등에 관한 의궤로, 『창경궁수

12) 어진‥영정 모사

리도감의궤』, 『저승전의궤』, 『집상전수개의궤』, 『인정전영건

국왕의 어진과 왕실의 영정의 이모移模 제작에 관한 의궤

도감의궤』, 『서궐영건도감의궤』, 『화성성역의궤』 등이 있다.

로, 『어진도사도감의궤』, 『영정수보도감의궤』, 『어진이모도

21) 공신 녹훈

감의궤』, 『영정모사도감의궤』 등이 있다.

공신의 녹훈 과정과 절차에 관한 의식으로, 『삼공신공신

13) 영접
외국 사신의 영접에 관한 의궤로, 『영접도감사제청의궤』,
『영접도감의궤』, 『영접도감연향색의궤迎接都監宴享色儀
軌』, 『영접도감군색의궤迎接都監軍色儀軌』, 『영접도감잡
물색의궤迎接都監雜物色儀軌』 등이 있다.
14) 진연
왕실의 잔치 의식으로, 『진연의궤進宴儀軌』, 『진찬의궤
進饌儀軌』, 『진작의궤進爵儀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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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火器都監儀軌』,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등에 있다.

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 『정종대왕태실석

산릉도감의궤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효종영릉천봉도감

▲ 현사궁영건도감의궤

화약과 무기의 제조 및 활쏘기에 관한 의궤로, 『화기도감

15) 군사

도감의궤三功臣功臣都監儀軌』, 『녹훈도감의궤』 등이 있다.
22) 행행幸行
국왕이 왕릉에 행차하는 의식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園
幸乙卯整理儀軌』 등이 있다.
23) 악기
악기조성에 관한 의궤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
樂器造成廳儀軌』 등이 있다.
24) 기타
이외에 『추쇄도감의궤(推刷都監儀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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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의 제작과 형태

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계된 모든 사실을 수록하는 것이 원

있다. 이러한 문자기록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그림을

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곧 행렬에는 수많은 인물이 참

칙이었다.

두어 보완하고 있다. 이 그림기록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

여하고 각기 자신의 소속과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의궤는 국가왕실의 의례가 정해지면 그것을

통상 의궤는 4건에서 9건을 제작하여 각 처에 분상한다.

는 도설圖說이라 하여 행사에 쓰인 주요 도구나 행사와 관

참여하는 인물이 자신의 신분과 위상에 따라 있어야할 위치

담당할 임시기구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의례의 모든 것을

국왕에게 올리는 어람용 의궤와 해당 관서나 사고史庫에 나

련된 건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한 것이다. 도설

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게

주관하게 하였다. 의궤는 이 도감의 하위부서에서 작성한

누어 보관하는 분상용 의궤를 별도로 제작한다. 의궤의 분

에는 해당 기물의 크기, 재료, 색상, 제작 방법 등을 정연하

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각각의 기록을 합쳐 편철한 것이었다. 곧 『도청의궤都廳儀

상처는 병자호란 이후 변화를 보이는데, 의정부보다는 실무

게 표시하고 있어 지금도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軌』, 『삼방의궤三房儀軌』[一房, 二房, 三房], 『조성청의궤

관서인 예조에 분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방의 사사고인

다른 하나는 의례와 관련된 참가자들의 행렬모습을 천연

로 보면 각 책장마다 단절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造成廳儀軌』 등을 각기 만든 후 합편하여 제작한다.

강화부,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사고에도 분상하였

색으로 그린 반차도班次圖이다. ‘반차’라는 용어는 그 자체

의궤의 반차도와는 달리 두루마리 형태의 반차도를 별도로 제

여기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명령 및 보고 또는 관서들

다. 곧 의궤의 제작과 분상은 어람용 의궤, 내각에 분상할 의

로 행렬이라는 의미이다. 행렬의 핵심 부분인 여연輿輦을

작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조선후기에 보이는 이 두루마리 형

사이에 오고간 문서인 전교傳敎,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

궤, 사고에 분상할 의궤로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심으로 관료와 내명부의 상궁과 내인은 물론 의장의 인

태의 반차도는 그림을 잇대어 한 장의 그림으로 제작함으로써

來關, 감결甘結들과 소요 물품의 제작과 조달을 담당한 부

사사고에 모든 의궤가 분상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

물까지 하나하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그림에는 각 인물의

행렬의 상세함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속 공작소工作所들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작

한적으로 분상되기도 하였다.

신분, 품계와 등급, 위치를 써놓았고, 그들의 복장과 의장도

이러한 형태의 반차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소장된 영조국
장발인반차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된다.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는 책장에 그려 합치기 때문에 그림으

소의 기록들은 각기 개별적인 의궤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내

조선왕조의궤는 필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행렬에는 적게는 수 백 명, 많게는

용은 행사가 준비되어 진행된 과정, 업무의 분장, 동원된 인

필사본은 문자기록과 현장 그림이 합쳐진 점에서 매우 독

수 천 명이 참여하므로 반차도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

의궤는 제작 목적에 따라 국왕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각

원, 물자 및 비품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출, 건물

특하다. 문자기록도 행사에 사용된 문서들 그대로 전사하는

례 장면이며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예술품이다. 이

관청이나 사고史庫에 나누어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분

및 비품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

것으로 의례의 배경과 전개과정, 내용, 처리 결과 등을 담고

러한 반차도는 차례를 미리 숙지하여 위의를 잃지 않게 하

상용分上用으로 나뉜다. 이 같은 의궤는 주제나 지위에 따
라 4건에서 9건까지 제작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이르
러 1~2건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분상처를 보면 정조
이전에 6건이 작성되었을 경우 예조와 사사고四史庫에 분
상하였고, 8건인 경우 의정부와 춘추관에 추가 분상되었다.
그러나 정조 대 규장각이 설치된 이후 분상처가 의정부에서
규장각으로 변경되었다.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어람용 외
에 황태자용 의궤를 1건 더 만들어 시강원侍講院에 분상하
였고, 그후 고종이 태황제로 물러나면서 태황제용 의궤가 1
건 더 늘어나는 대신 규장각에 올린 의궤는 보통의 분상용
의궤로 격하되었다.
의궤는 사자관寫字官이라는 전문 필사자가 필사하기 때
문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각각 서체가 달라
유일본의 성격을 가진다.
정조 말년부터 순조·헌종·고종 대에 정리자整理字를 통해
제작한 활자본이 자주 나타난다. 활자본은 왕실잔치에 관련
된 의궤와 화성건축에 관한 의궤에 나타난다. 활자로 편찬
되어 필사본 의궤보다 발행부수가 많다. 정조 대는 규장각
을 설치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으며, 한 단계 앞선 활자

▲ 영조국장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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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왕후부묘도감의궤

를 주조하여 출판인쇄문화를 발전시킨 시기였다. 금속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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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람용의궤

로 정리자를 만들어 1798년(정조 22) 『원행을묘정리의궤』

하였으며, 박을정 밑에 둥근 국화무늬판[국화동]을 대어 못

8책을 간행하고 부수도 많은 양을 인출하였다. 국가기관에

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두석장으로 문고리 형태의 큰 고

배포한 것이 27건이고 행차에 참여한 31명의 신하에게도

리[원환]가 달려있고, 책의 제목을 쓰는 재료는 백색비단을

반사하였다. 그러나 이 의궤는 수록된 도설과 반차도를 목

썼고, 가장자리를 붉은 색 비단을 사용하여 테를 둘러 화려

판으로 새겨 찍어내어 필사본 의궤의 도설이나 반차도에 보

하게 하였다. 제첨 형식으로 ‘○○○○墓所都監儀軌’와 같

이는 생생감이 사라지고 없다. 대신 주요 장면은 채색 병풍

이 제목을 먹으로 썼다. 대한제국기에는 어람용이 황제용으

으로 제작하고 두루마리로 된 채색반차도를 별도로 제작하

로 바뀌면서 표지에 황색비단을 사용하였고 황태자용이 따

였다. 오늘날 많이 알려진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로 제작되어 붉은 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분상용은 통상 홍

8폭 병풍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는 『원행을묘정리의궤』

포인데 붉은 무명 혹은 삼베로 표지를 싸고 변철과 박을정

에 수록된 목판본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외에

과 고리를 모두 시우쇠[正鐵]로 만들었다. 표지에는 ‘○○○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幸班次圖』는 채색 두루마리 그림

○山陵都監儀軌’처럼 직접 먹으로 필사하였다.

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활자본 의궤는 순조 대

둘째, 사용한 종이[冊紙]에 있어서 어람용은 질이 좋은 초

의 『화성성역의궤』나 순조와 헌종 대의 『진찬의궤』·『진작

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분상용은 일반적인 저

의궤』 등이 모두 정리자로 인쇄한 의궤들이다. 1857년(철종

주지楮注紙를 사용하였다.

8)에 주자소鑄字所의 화재로 보관하고 있던 정리자가 모두

셋째, 판식에 있어서 어람용은 붉은 색의 주사란朱絲欄이

소실됨에 따라 다시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를 만들어 고종

며, 분상용은 검은 색의 오사란烏絲欄이다. 어람용의 주사란

대 『진찬의궤』를 간행하였다.

은 계선界線과 어미魚尾의 판식을 일일이 그려 넣었고, 분상

의궤는 작성 때부터 그 용도에 따라 제작방식을 달리하였

용의 오사란은 대체로 목판으로 찍은 뒤 내용을 필사하였다.

다. 사용 목적에 따라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누어 제작되

넷째, 어람용의 박을정은 5개인데 비해 분상용은 3개를

어 이들 모두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어람용과 분상용은 몇 가

사용하였다. 의궤처럼 국가왕실의 자료 중에 크기가 크고

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꺼운 장지壯紙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책실을 사용

첫째, 어람용은 표지를 초록 혹은 청색 구름무늬비단으

하여 제책하면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은

로 싸고 놋쇠로 변철을 대고 5개의 박을정으로 변철을 조정

앞뒤로 변철을 사용하여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변철을 고

[표6-2] 어람용과 분상용의 제작방식 차이점
어람용

표
지

▲ 부묘도감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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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용

재료

녹색 또는 청색 구름무늬 비단

홍색 또는 무명의 삼베

변철

주석(유문)

정철(무문)

국화동

유

무

박을정

5개

3개

지질

초주지草注紙

저주지楮注紙

계선

필사 / 주사란朱絲欄

목판(또는 필사) / 오사란烏絲欄

서체

단아한 정자체

흘려 쓴 경우가 많음

▲ 분상용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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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장치가 박을정이다. 이 역시 못을 사용하는데 어람

여주는 것이 많지 않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래의 장황이

용은 5개로 3개를 사용하는 분상용과 차별화 하였다. 이것

훼손된 것이 대다수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실시

을 정리하면 [표6-2]와 같다.

한 조선왕조의궤 지정학술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
장 의궤는 거의 대부분 개장한 것으로, 철장본의 경우 변철

이러한 어람용과 분상용의 특징 외에 의궤는 기록문화로
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의궤와 달리 삼베로 표지를 만들고, 별도의 제첨 없이 표지

조의궤의 가치는 의례의 과정을 정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

에 직접 표제를 썼다. 또한 변철은 주석이 아닌 무쇠로 만들

선시대 장황粧䌙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

었으며 문양을 새기지 않았다. 5개의 박을정을 사용하는 어

다. 비단이나 종이로 서책이나 문서를 꾸미는 장황은 당시

람용에 비해 3개의 박을정을 사용하고 국화동은 별도로 장

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또한

식하지 않았다.

가졌으며 또 서책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왕실의 의궤는 원래의 장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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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원래 분상용 의궤의 장황은 어람용

첫째, 조선시대 의궤의 장황粧䌙을 살필 수 있다. 조선왕

이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 어떤 마음을

▲ 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

과 국화동, 박을정 등이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장되었다

『실록수정청의궤實錄修正廳儀軌』 등을 비롯한 일부 자료
는 일반 서적의 책장과 같은 황색 종이 표지[黃紙衣]의 원래
표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궤의 원래 표장은

▲ 고본의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17

분상용 의궤의 장황을 보여주는 베로 된 표장과 일반 서책의

의 의궤는 삼년상이 끝나고 봉묘에 부묘한 의궤이다. 일제

장황인 황색 종이 표장이 모두 존재했음을 일 수 있다. 표지

강점기 의궤의 제작은 이왕직이 주관하여 편찬하였다. 조선

장황에 있어 종이와 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의궤의 성격에

시대 국장國葬과 도감都監이라는 용어가 어장御葬과 주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가례, 국장, 부묘 등

主監으로 바뀌어 격하된 왕실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왕실의 특정한 의례에 제작된 분상용 의궤는 앞에서 언

셋째, 분상용 의궤의 경우 장마다 관인官印을 찍었다. 그

급하였듯 삼베 표장에 철장한 형식이었다. 종묘서와 사직서

러나 관인이 마모되어 인문印文을 읽을 수 없는 것이 대부

의 의궤 역시 원래의 표장은 베로 표지를 만들고, 앞뒤로 변

분이다. 의궤에 나타나는 관인은 봉사지인奉使之印, 일품봉

철을 댄 뒤 박을정으로 고정한 형식적 특징을 띠고 있다.

사지인一品奉使之印, 이품봉사지인二品奉使之印, 예조지

둘째, 최종단계의 의궤를 제작하기에 앞서 만든 고본 의

장禮曹之章, 장생전도제조지인長生殿都提調之印, 호조지

궤 11종 21책이 장서각에 남아 있다. 주로 일제강점기에 제

인戶曹之印, 종부시인宗簿寺印 등이 있다. ‘봉사지인’은 임

작한 의궤로, 최종단계의 의궤를 제작하기 위해 미리 작성

금의 명을 받든 신하의 관인으로 예조에서 다량의 봉사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조의 의궤를 정리

인을 소장하고 있다가 일정한 임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하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작시기가 일제강점기

일, 또는 관청에서 합당한 관인이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하

에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단계의 의궤를 만들기 전

였다. 일품 또는 이품은 그 업무를 담당한 관원의 품계에 따

에 만들었던 고본용 의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본 의

라 달리 사용하는 관인이었다. 봉사지인 외에 예조, 장생전,

궤는 의궤의 제작과정과 일제강점기 의궤의 특징을 살필 수

호조 등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관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본을 서로 비교하면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 필사반차도

고본 의궤는 크기가 완성된 의궤에 비해 확연히 작게 제작
하였고 기명의 경우 명칭만 적고 “도圖” 또는 “유도有圖”라
는 부전지를 붙여놓았다. 반차도 역시 행렬 그림은 없고 해
당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놓았다. 명칭 역
시 <○○반차도(○○班次圖)>가 아니라 <○○반차(○○班
次)>로 표시하였다. 책지는 미농지美濃紙로, 변란과 판심이
인쇄된 이왕직李王職의 용지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제
작된 의궤가 어람용은 초주지草注紙, 분상용은 저주지楮注
紙를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의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시기
별로는 1911년, 1919년, 1921년, 1926년, 1928년으로 요
약된다. 1911년 의궤는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嚴氏,
1854~1911)가 1911년 7월 20일 사망함에 따라 이루어진
『원소의궤園所儀軌』와 『빈궁혼궁의궤殯宮魂宮儀軌』이다.
1919년에 제작된 의궤는 1월 21일 고종의 승하에 따른 것
외규장각어람용의궤 ▶

이며 1921년 의궤는 그 부묘의궤이다. 1926년의 의궤는 4
월 25일 순종이 승하함에 따라 이루어진 의궤이며, 19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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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찍었다.
의궤에 찍힌 관인은 당시 조선의 관인 운영 체계의 실례
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례 운영 및 의궤 편찬
을 주도하던 도감의 위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것은
곧 당시 시행된 의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의궤는 조선왕조 기록유산의 꽃이다. 국가왕실의 의례 전
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황에서도
당대 최고의 문화적 수준이 결집된 문화유산이다. 의례의
진행사항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정한 격식
에 의해 정리되었다. 각 의궤가 담고 있는 의례는 일회적 행
▲ 인각채색반차도

사이지만 전체적으로는 300여년에 걸쳐 의례의 변천과정
및 시행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물이다. 사
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도설과 반차도, 화려한 장황은 문화
재적 가치가 높아 그 자체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유산
의 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의궤는 조선왕조에서만 생산되고 활용된
기록물이다. 의궤의 출발이 무엇이든 의궤라는 이름으로 현
재 3,000여책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물은 조선왕조의궤가 유
일하다. 내용의 구체성, 확실성은 다른 기록이 따라가기 어
려우며, 최초의 원형을 담고 있으면서 당시의 문화적 수준을
집약한 화려한 형태적 우수성은 기록문화유산으로 그 가치
를 더해준다.
특히 의궤는 상세한 기록과 함께 도설과 반차도를 수록하
고 있어 현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물의 제작방법과 색
상, 치수 등은 글로 표현하여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또 수
백 명 수 천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렬은 일일이 글로 표현
하기 더욱 어렵다. 그림을 통해 기물의 외형과 행렬의 전모

▲ 두루마리반차도

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로써 상세
한 문자기록을 토대로 사용된 기물을 도설을 참고하여 제작
할 수 있고, 수많은 인원의 행렬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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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東醫寶鑑』은 1613년 조선에서 왕명에 따라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된 당대 의학 지식
과 치료법에 관한 의학백과사전으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등 5편23책과 세
부내용을 기록한 목록2책 총 2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양 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뜻하는 이
의서는 왕명에 따라 의학 전문가들과 문인들의 협력 아래 허준이 편찬하였다. 국가적 차원에
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였고, 일반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 의료 사업을 수립하고 실
행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까지 예방 의학과 공공 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의학계에 선구적인 의
미를 지니며 시대를 초월하는 의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의학적 측면에서 『동의보감東醫寶鑑』
은 동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축적해온 의학 이론을 집대성하여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하
나의 전집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을 소장
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편찬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초간 완질본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간혹 낙질로 한 두 책 정도가 발견되고 있을 뿐

『동의보감東醫寶鑑』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東醫寶鑑』원고본은 현재 전

Donguibogam :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하지 않으나 이것을 토대로 내의원에서 1613년에 간행한
초간본 동의보감 25권 25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초간본 동의보감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도
서관(국보 제319-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보 제
31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보 제319-3
호)이다. 적상산사고본인 장서각본과 오대산사고본인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_ 봉성기

중앙도서관본은 완질본으로 2009년 당시 완결성을 들어 등
재되었지만 태백산사고본인 규장각본은 1책(잡병편 권6)이

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1)
東醫寶鑑. 冊1-25 / 許浚(朝鮮) 奉敎撰. -- 木活字本(內醫院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 內景篇4卷4冊, 外形篇
4卷4冊, 雜病篇11卷11冊, 湯液篇3卷3冊, 鍼灸篇1卷1冊, 目錄
上,下2冊, 共25冊 : 四周雙邊 半郭 27.6 x 17.9 cm, 有界, 10行
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 x 22.0 cm. (청구기호:
국립 古朝68-3, 貴737, 국보 제319-1호)
印出記: 萬曆四十一(1613)年十一月日內醫院奉敎刊行
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李廷龜
內賜記: 萬曆四十二(1614)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臺山
上/左承旨臣李[手決]

사라진 24권 24책과 기타 낙질본 17책이었기에 제외되었던
1) 장서각본은 적상산사고본으로 “萬曆四十二(1614)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臺山上/左承旨臣李[手決]”, 규장각본은 태백산사고본으로 “萬曆四十二(1614)
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太白山上/左承旨臣李[手決]”내사기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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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東醫寶鑑』의 형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표지는

서문은 이정구(李廷龜, 1564~1635)가 쓰고 이어서 <그림

누런 황색표지를 사용했는데 여러 종이를 겹쳐서 두껍게 만

1>과 같이 인출기가 기록 되어 있다. 인출기에는 참여한 사

2)

든 다음 능화판 을 대고 다듬이로 두들겨 튼튼하게 만들었

람의 ‘관함官銜’과 이름이 기재 되어 있다.

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선장線裝3)을 만드는 제본 방식이라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는 ‘동의보감총목’이라 하여

고 할 수 있는데 다섯 구멍을 뚫고 황색실을 사용하여 꿰맨

간단한 편篇과 함께 강綱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

것이다. 이것을 서지학적 용어로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하고 있다. 총목이 끝나면 바로 내경편부터 본문을 기술하

이라고 한다. 표지 좌측 상단에는 서명을 ‘의감醫鑑’ 이라고

고 있는데 제일 앞쪽에 저자에 해당하는 ‘어의충근정량호성

묵서(墨書: 붓으로 먹을 사용하여 쓰는 글씨) 하였는데, ‘동

공신숭록대부양평군신허준봉교찬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

의보감’을 줄여서 ‘의감’이라 한 것이다. 총책표시로 4침과

祿大夫陽平君臣許浚奉敎撰’이라 기록하고 이어서 본문 내

5침 사이에 ‘공25(共二十五)’라 하였는데 한질의 책수가 총

용으로 허준 자신이 기록한 집례가 시작된다.

25책이라는 것을 각 책마다 표시하는 전통적인 고서의 수량

『동의보감』은 내경편(4권4책), 외형편(4권4책), 잡병편

표시 방법으로 책수의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11권11책), 탕액편(3권3책), 침구편(1권1책) 등 총 5편으

여기서 공은 모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변에서 낱권으로

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순서대로 만들어 찾아보기

굴러다니는 책에 ‘공OO’라고 되어 있다면 그 전체 책이 몇

쉽게 상하 2책의 목록을 더하여 총 25책으로 내용에 해당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량 표시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하는 총 장수는 1,551장이다. 각 책의 장수는 [표7-1]과

겉표지만 보고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선조들의

같으며 평균 62장이다.

지혜로운 정보기술 방법 중 하나이다.

『동의보감』이 판본으로 간행된 시기는 <그림1>와 같이 광

본문이 시작되는 ‘내경편內景篇’ 표지 안쪽에는 <그림2>

해군 5(1613)년으로 “만력사십일년십일월일내의원봉교간행/

와 같이 ‘내사기內賜記’4)가 있으며, 다음 장에는 ‘선사지기

감교관통훈대부행내의원직장신이희헌/통훈대부행내의원부

宣賜之記’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하사한다는 증명을 보여주

봉사신윤지미萬曆四十一年十一月日內醫院奉敎刊行/監校

고 있다.

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李希憲/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

[표7-1] 동의보감총목 東醫寶鑑總目
편명 篇名

권차 卷次

목록
目錄

상上

내경편內景篇卷之一 ~ 잡병편雜病篇卷之二

61

하下

잡병편雜病篇卷之二 ~ 침구편鍼灸篇

64

권1卷一

서序, 총목總目, 집례集例, 역대의방歷代醫方, 신형身形, 정精, 기氣, 신神

79

권2卷二

혈血, 몽夢, 성음聲音, 언어言語, 진액津液, 담음痰飮

61

권3卷三

오장육부五臟六腑, 간장肝臟, 심장心臟, 비장脾臟, 폐장肺臟, 신장腎臟, 담부膽腑,
위부胃腑, 소장부小腸腑, 대장부大腸腑, 방광부膀胱腑, 삼초부三焦腑, 포胞, 충蟲

66

권4卷四

소변小便, 대변大便

62

권1卷一

두頭, 면面, 안眼

63

권2卷二

이耳, 비鼻, 구설口舌, 아치牙齒, 인후咽喉, 경항頸項, 배背

58

권3卷三

흉胸, 유乳, 복腹, 제臍, 요腰, 협脇, 피皮, 육肉, 맥脉, 근筋, 골骨

71

권4卷四

수手, 족足, 모발毛髮, 전음前陰, 후음後陰

62

권1卷一

천지운기天地運氣, 심병審病, 변증辨證, 진맥診脉, 용약用藥, 토吐, 한汗, 하下

57

권2卷二

풍風, 한寒

69

권3卷三

한하寒下, 서暑, 습濕, 조燥, 화火

66

권4卷四

내상內傷, 허로虛勞

58

권5卷五

곽란霍亂, 구토嘔吐, 해수咳嗽

57

권6卷六

적취積聚, 부종浮腫, 장만脹滿, 소갈消渴, 황달黃疸

62

권7卷七

해학痎瘧, 온역瘟疫, 사숭邪崇, 옹저癰疽

58

권8卷八

옹저하癰疽下, 제창諸瘡

58

권9卷九

제상諸傷, 해독解毒, 구급救急, 괴질怪疾, 잡방雜方

53

권10卷十

부인婦人

58

권11卷十一

소아小兒

79

권1卷一

탕액서례湯液序例, 수부水部, 토부土部, 곡부穀部, 인부人部, 금부禽部, 수부獸部

59

권2卷二

어부魚部, 충부蟲部, 과부果部, 채부菜部, 초부草部

48

권3卷三

초부草部, 목부木部, 옥부玉部, 석부石部, 금부金部

55

침구鍼灸

67

내경편
內景篇

외형편
外形篇

잡병편
雜病篇

탕액편
湯液篇
침구편
鍼灸篇
합계

<그림1> 초간본 동의보감 인출기

25책

항목 項目

평균: 62

장수 張數

비고 備考

序3, 總目3

1,551

<그림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내사기

2) 전통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책 표지 등에 문양을 넣기 위해 만든 나무판
3) 전통시대에 책을 제본하는 방식으로 책등 쪽에 다섯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맨 고문헌 장정을 말함
4) 임금이 신하 등에게 하사한 기록

124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25

事臣尹知微”라는 인출기(印出記, 인쇄하여 출판한다는 기록)

함께 중국 금나라 원나라시대의 의학이 도입되면서 그 영향

다. 그리하여 ‘역대의방’에 기록한 86종의 인용문헌을 포함

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궁중에서 의사로서 곧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왕명을 받들어 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을 받아 의학서적들이 편찬되는 등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할

하여 120여 종의 역대 의학서적을 인용하는 등 조선에서 보

관으로서 출사하여 명성을 얻어 나갔다. 1571년에 종4품인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광해군 2(1610)년 8월에 동의

수 있다. 조선 세종(재위 1419~1450) 때에는 유효통兪孝通

았던 대부분의 의서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이 동의보감이

내의원첨정에, 1573년에는 내의원정에 오르는 등 동료 의관

보감의 찬술이 완성되었고 그 이듬해 11월에 이 동의보감

(생몰년미상), 노중례盧重禮(?~1452) 등이 조선 땅에서 생

다. 특히 치료약으로 1,200여 종의 광물, 동물, 식물에 대한

들보다 빠른 승진을 이어갔다. 1581년에는 중국의 침술서를

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내려 보내 각각 발간하도록 하

산되는 약재를 사용한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향약

분석과 묘사가 자세하게 기술되는 등 의학적인 견해를 함께

교정 개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의(御醫, 임금의 병과 건강

였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내의원에서 직접

집성방鄕藥集成方』 등을 편찬했고, 이후에는 전순의全循義

서술하고 있어 동의보감은 그야말로 방대한 전통의약 백과

을 돌보는 주치의)로 활약하면서 궁중의료를 담당하기도 했

발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등에 의해 편찬된 『의방류취醫方類聚』가 있다. 조선성리학

전서이자 약물사전이라 할 수 있다.

다. 특히 1587년에는 갑자기 심신이 허약해진 선조임금의

이 15세기를 거친 뒤 이황(李滉, 1501~1570)과 이이(李珥,

선조가 1608년 승하하자 허준은 반대파의 정치세력들에

건강을 회복시킨 공로로 내의원 책임자들과 함께 포상을 받

乙亥字體訓鍊都監字 인 목활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내

1536~1584)를 통해 그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조선의학의

의해 의주로 귀양(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 된 곳에서 살

기도 했다. 1590년에는 신성군(인빈 김씨의 아들)을 살린 공

의원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활자명을 ‘내의원자內醫院字’라

경우도 양예수(楊禮壽, ?~1597)가 편찬한 『의림촬요醫林撮

게 하던 형벌)을 가게 되었다. 귀양지에서 허준은 죄인의 신

으로 당상관(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말함)으로 승진하였다.

고 부르며 찍은 책을 ‘내의원자본內醫院字本’이라고도 한다.

要』등이 있었고, 17세기 초 허준(許浚, 1539~1615)의 『동

분으로 울타리안에 갇혀 있었기에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허준

의보감東醫寶鑑』이 간행되는 획기적인 일로 말미암아 한의

동의보감 편찬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귀양에서 풀려

은 선조의 건강을 돌보았고, 이때 경험방 등 상당량의 의서

학이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난 뒤에도 광해군의 어의로 있으면서 한의학의 이론과 처방

들을 함께 가지고 갔다. 전쟁이 끝나고 허준은 선조임금을
호종한 공로로 공신의 대열에 끼었다.

이 『동의보감』 초간본은 내의원에서 을해자체훈련도감자
5)

『동의보감』은 인출한 후 서적 등을 보관 해 오던 조선의
사고史庫에 내사內賜(정부에서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정부
에서 하사한 책)으로 장서각 소장본에는 "赤裳山”, 서울대학

1592년 일본의 조선침략(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한반도는

이 담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내경편, 외형편, 잡병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24책, 잡병편권6 결본)에는

임금의 통치 공간이었던 궁궐이 불타버리는 등 참혹한 혼란에

편, 탕액편, 침구편 총 5편으로 나누어 광해군 2(1610)년에

1600년 정2품 지중추부사를 겸직하던 수의(실질적으로

“太白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五臺山”이라고 각각

빠지게 되고, 이어서 또 다시 일본은 1597년 침략(정유재란丁

그 원고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 원고를 토대로 1613년에 내

내의원 최고서열) 양예수가 병으로 죽자 허준이 내의원 최

내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출한 다음 3개월 뒤에 각 사고

酉再亂)함으로써 완전히 조선은 황폐화 되고 말았다. 당시의

의원에서 목록을 포함 25권 25책으로 편찬한 것이 우리나

고 선임자인 수의가 되었다. 수의首醫는 곧 임금이나 왕족

에 내사하여 보존케 한 당시 서적 보존 정책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전란과 가뭄 등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라 의서의 최고봉인 『동의보감』이다. 이 동의보감은 당시

을 치료하는 어의들 중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초간본 『동의보감』이 깨끗한 상태로

고통 받게 되었고, 특히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

조선 사람을 대상으로 조선에서 자란 약초를 활용 임상실험

1604년에 호성공신 3등에 오르게 되고 이때 정1품 양평부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문헌보관 시설이었던 ‘4개 사

어가는 안타까운 시기로 환자들은 쉽게 치료를 받을 수도 없

을 거쳐 편찬된 종합의과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다.

원군에 올랐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인해 종1품 양평군陽平

6)

고’ 에 분산보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국가문헌에 대해

었다. 또한 의원들마저도 처방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허준은 중종 34(1539, 己亥)년 서울 근처인 경기도 장단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약을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향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판

도호부 임강면 우근리에서 양천허씨 시조인 허선문許宣文

1601년 선조는 허준에게 『태산집胎山集』, 『두창집痘瘡

별해 사용할 수 있는 의학지식도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었다.

의 20세손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곤琨은 무과출신으로 경

集』, 『구급방救急方』등이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

이에 조선의 임금인 선조宣祖는 백성들을 전염병 등으로

상도우수사를 지냈고, 아버지 론碖도 무과로 용천부사를 지

기에 다시편찬할 것을 하교하여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

부터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서가

냈다. 양반의 신분이 아닌 서자(庶子, 양반의 자손으로 첩

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

필요함을 깨닫고 의학서적 편찬을 위한 의서찬집청醫書撰

의 소생)로 태어나, 다방면에 걸쳐 공부했으며 특히 유가儒

要』을 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의학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한 삼국시

集廳을 설치하고 의학에 밝은 유학자인 정작鄭碏과 당대 최

家, 도가道家, 불가佛家에 대한 동양의 종합사상에 심취했

1610년(광해군 2년) 당시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임상의학

대부터 유교와 불교의 전래,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방

고의사이자 학자인 양예수楊禮壽, 김응탁金應鐸 등에게 편

다고 한다. 1569년 31세 되던 해에 부제학 유희춘(柳希春,

백과사전 동의보감을 15년여의 연구 끝에 저술을 완료하여

의학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당시 참여했던 의

1513~1577)의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한성부로 가서 병을 고

1613년 25책으로 편찬하였다. 1615년 향년 77세로 세상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관들은 모두 흩어지고, 선조는 허준에게 종합적이고 완전한

친 뒤 유희춘의 천거를 받아 내의원에 들어갔다. 내의원은

떠났다. 그의 무덤이 현재 민통선안7)에 있다.

고려시대의 의학이 ‘처방 중심의 의학’이었다고 한다면

체계를 갖춘 의학서적의 찬술을 명령하고 궁내에 수장되어

조선왕실의 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질병의 분류에 있어서 종전의 의서

조선시대 의학은 공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의 영향과

있는 의서 500여 권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매진하도록 했

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유희춘의 병까지 고치는

들과 달리 신체부위나 병의 증후에 따른 분류방식에서 질병

등 서울 장안에 그의 명성이 자자해져 고관대작들에게 허준

의 원인에 의한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4,497종의 처

동의보감 탄생의 역사적 배경

君으로 강등되었다.

5) 전란으로 물자가 없어 훈련도감에서 금속활자인 을해자 대신 을해자를 닮은 목활자를 만들어 책을 출판한 활자
6) 임진왜란 이후 사고는 오대산사고(강릉 평창 월정사), 정족산사고(강화 전등사), 태백산사고(경북 봉화 각화사), 적상산사고(전북 무주 전등사) 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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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들어 있는데 허준이 다른 문헌들의 연구 성과와 함께 분

동의보감의 내용과 의미

석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까지의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실용적이
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동양 최고의 의학서적이라 할 수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국내외에서 여러 판본으로 발간
되었는데 그 수만도 약 40여 종에 이른다.

<그림4> 동의보감 탕액편 ‘인삼’

지 관점에서 접근한 의학서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건강과 질병을 단순한 인간 관계의 문제로 보는 개
별론적 접근이 아닌 전체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것이고, 둘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인간사회의 윤리 도덕과 자연법

째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

칙을 연관되게 적용하는 성리학 사상과 도교에서 말한 연단

회의학적 관점으로 바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의

법, 도인법 등의 도가적 수련법과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학이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예방의학적 관점으로 보

요소로 인체가 이루어졌다는 불교의 자연철학 등 동양사상

고 기술 편집된 의학도서이다.

을 수용하여 편찬된 의서이다.

<그림3> 동의보감 탕액편 ‘정화수’

『동의보감東醫寶鑑』은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크게 세 가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집체계는 인체를 중심으로 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중국의학에 대

체의 본질적 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 혈血로 보고 인체내

한 대등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부에 대해서 다룬 내경편(4권4책), 몸의 외관에서 관찰되는

서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의東醫는 중국 주진형(朱震亨, 丹

부분을 다룬 외형편(4권4책),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溪, 1281~1358)의 북의北醫, 이고(李杲, 東垣, 1180~1251)의

과 증상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원리, 방법을

남의南醫와 대등한 의학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의학이란 뜻이

설명하는 잡병편(11권11책), 약재의 채취와 가공, 약물의 처

다. 보寶는 보배로운 것을 뜻하고, 감鑑은 거울을 뜻하는 것

방법, 복용법 등을 설명한 탕액편(3권3책), 경락과 혈자리,

으로 만물을 밝게 비추는 것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동

침 종류와 시술법, 뜸의 이론과 실행법 등 침구편(1권1책)에

의학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다.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5편으로 편집 기술하고 있다. 세

따라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찬은 동아시아 의학을

부내용에서는 각론을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집대성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백성들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있으며, 또 편, 강목, 소강목, 설명의 순서로 내용 구조를 작

는 보건사적 이념을 구현했기에 백성들은 치료를 받을 수

성하고 본문 가운데 관련 개념들에 대한 연관 정보를 제공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함으로써 질병에 따라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신수

며 또한 처방 의서들을 참고하고자하는 의원들에게 열람하

양의 양생관으로 예방 의학을 치료의학에 선행 시킬 것을

는데 매우 편리함을 주도록 편집하였다. 이는 곧 개별 질병

주장하고 있다는 것과 민간약방을 들어 백성들이 의학에 약

의 증상 중심이었던 기존의 편집체계와 달리 양생개념의 수

간의 상식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으로 동양문화권 전통의학의 생명관이라 할 수 있는 인간

또한 향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3>, <그림4>에서

중심으로 기술하여 사람의 몸이 형성, 발육, 노화 과정을 자

보는 바와 같이 약재 가운데 637개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고

연 법칙의 생성, 발전, 퇴화하는 과정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있다. 이런 편집방식은 실용성을 추구한 기술방법이며 또한

한편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인용된 의서들을 통해서 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재 전하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의 고대, 중세 의학사를 복원

것과 절제와 금욕 등을 강조하는 조선사회의 사상을 보여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는 매우 선구적인 기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경, 외형, 잡병편에 수록된 질병에 따른 증상이 총
1,136종이며 이에 대한 처방이 4,208종이고 단방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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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달하도록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탕액편에서 처음 시작하는 글인 서례序例에서 약초를 채
취하는 법과 약재를 말리는 가공법 등을 설명하고 수부水部

우리나라 의학서적 중에서 인체 내부를 앞 쪽에 그린 책은 동의
보감이 유일하다. <신형장부도>는 인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측면도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종, 토부土部 18종 등등 모두 16부로 나누어 총 1,400종
에 달하는 약의 형상, 약의 성질과 맛, 채취방법, 치료 등에

(2) 오장도五臟圖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637가지에 해당하는 약재에 대

『동의보감』 「내경편」에 우리 몸의 장기를 그린 그림으로

해서는 한글로 약재이름 및 재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 조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장기가 하는 일을 상징해서

선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문학적으

그린 것이다. <간장도肝臟圖>, <심장도心臟圖>, <비장도脾

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臟圖>, <폐장도肺臟圖>, <신장도腎臟圖> 가 그려져 있다.

같이 ‘인삼人參’을 한글로 ‘심’이라 표현하고 있다.
침구편에서는 경락과 혈자리, 침종류 및 시술법 그리고
뜸의 이론과 실행법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에는 위의 편을 중심으로 쉽게 본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목록 구성을 하여 상하 2책으로
편집 기술하였다.

① 간장도 : 간은 두 개의 큰잎과 한 개의 작은 잎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왼쪽은 세 장 오른쪽은 네 장의 잎으로 갈라
져 있다. 그 모양은 마치 나무껍질이 갈라진 것과 같으며 잎
모양으로 생긴 각 부분에는 경맥이 흐른다.
② 심장도 : 심장은 피어나지 않은 연꽃같이 생겼는데 위
는 크고 아래는 뾰족하며 폐에 거꾸로 붙어 있다. 심장에는
9개 구멍이 그려져 있는데 그 것도 잘 표현하고 있다.

1) 동의보감 속의 그림이야기

③ 비장도 : 비장은 형태가 말발굽과 같고 위의 빈 부분을

(1)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

둘러싸고 있는데 흙을 상징한다. 무게는 두 근 석 냥이고 너

한의학에서 인체를 묘사한 그림은 크게 구분하면 장부도

비와 길이는 각각 다섯치이다. 비장은 피를 간직하고 오장

와 명당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부도는 인체 내부에 있는

을 따뜻하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는

오장육부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며 명당도는 인체의 경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를 말하는데 역동적인 모습으로 잘

과 경혈을 나타낸 그림이다. 경맥은 기혈이 순환하는 기본

표현되어 있다.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12개 경맥이 있고, 경혈은 기가 흐르

④ 폐장도 : 호흡을 주관하는 허파를 말한다. 허파는 어깨

는 자리 곧 무언가가 모이는 공간 틈을 말하는 것으로 365

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렸는데 두 개의 퍼진 잎과 여러개의

개 경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작은 잎으로 그렸다. 속에는 24개의 구멍이 줄지어 그려져

『동의보감』 「내경편」 첫 장에 그려진 <신형장부도>는 <
그림5> 인체의 배안에 있는 위, 심장 등 장기와 그 특징을
그린 것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림5> 신형장부도

① 간장도

② 심장도

있는데 그곳으로 맑은 기가 흐르고 내보내는 기관이다.
⑤ 신장도 : 콩팥을 두 개의 강낭콩 모양으로 그린 것이
다.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등에 붙어 있는 장기이다.

세 가지 요소를 인간의 몸속에 상징화한 그림이다. 옆으로
그려진 인체의 상반신 그림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머리, 땅
을 상징하는 몸,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척추가 있다.
하늘과 땅이 지닌 선천적인 기운과 인체안의 후천적인 기운

③ 비장도

④ 폐장도

⑤ 신장도

이 인체 내부를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
면서 인체가 바로 대우주와 소우주의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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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
동의보감에는 해당 항목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기 위하여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① 명당부위明堂部位: 외형편 얼굴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 얼굴 빛깔을 보고 질병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그린 얼굴 모습이다.
② 오륜지도五輪之圖: 외형편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장
의 정기가 모이는 것으로 그린 그림이다. 특히 간과 가장 밀
접하다. 오륜지도는 눈 바깥 부위부터 안쪽으로 다섯 층으로
깊어지는 것을 그린 것으로 오륜과 관련이 있다.
③ 팔곽지도八廓之圖: 외형편에 있는 팔곽지도는 오륜지
도를 다시 평면으로 펼쳐 여덟 부위로 나눈 그림으로 주역의
8괘와 연관이 된다.
④ 육부맥도六部脉圖: 외형편 맥脉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
목 끝 3개씩 양쪽 모두 6개의 동그라미 부위가 손목 안쪽인
데 맥이 뛰는 곳으로 진맥을 하게 되는데 맥을 짚는 부위와

① 명당부위

② 오륜지도

③ 팔곽지도

④ 육부맥도

⑤ 십간기운동

⑥ 십이지사천결

⑦ 삼관도

⑧ 관형찰색도

그 내용에 대해 그린 그림이다.
⑤ 십간기운도十干起運圖: 잡병편 천지운기天地運氣에 해
당하는 항목으로 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운세를 표현한 그림
이다.
⑥ 십이지사천결十二支司天訣: 잡병편 천지운기天地運氣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지에 따라 달라지는 운세를 표현한 그림
이다.
⑦ 삼관도三關圖: 잡병편의 소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린
이의 집게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풍관, 가운데 마디가 기
관, 손끝 마디가 명관이다. 그래서 풍기명風氣命 삼관이라
하는데 손가락에 핏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어린이
를 진찰하는 것이다.
⑧ 관형찰색도觀形察色圖: 잡병편의 소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아의 얼굴형태를 관찰하고 얼굴색을 살펴보아 건
강과 질병을 진단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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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식표

전문의학서적으로 최초 등재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 도식을 활용하고 있다.
① 오행성쇠도五行盛衰圖: 잡병편 천지운기天地運氣 항목

2009년 유네스코에서 전문의학 서적으로는 최초로 동의

에 나오는 표로 오행의 기운은 서로 충돌하며 대립하기도 하

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심사

며, 상생과 상극하는 자연의 과정이 반복되는 데 이것을 표식

평 가운데 주목을 끄는 부문은 17세기에 나온 동의보감이 이

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 공중 보건에 힘쓰고 양생 사상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스

②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 잡병편 부인과에 나오는 것으
로 아이를 낳기 좋은 방위와 날짜를 잡기 위한 표식이다.

① 오행성쇠도

② 안산방위도

③ 최생부

보다도 질병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밑바탕에 두고

낳기 위한 방향을 잡고 ‘최생부’라는 부적을 붙여 무사히 안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도교의 ‘양생론養生論’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부적이다.

수용하여 예방차원의 의료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 구궁도九宮圖: 침구편에 나오는 것으로 태을이란 신이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의 시대정신과, 세계사적 중요성,

항상 46일 동안 한 궁에 머물다가 다른 궁으로 옮겨가 살게

그리고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전된 것에서

되는데 그렇게 9번을 반복한다. 따라서 구궁이라 했다.

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학 관련 문서로는 1997년 등재된

⑤ 구궁고신도九宮尻神圖: 침구편에 나오는 것으로 건태

인도의 「타밀의학 자료 필사본 모음」과 2005년도에 등재된

리진손감간곤중乾兌離震巽坎艮坤中 9개로 나누어 그린 것

아제르바이잔의 필사본 「중세 의약 문서들」이 있기는 하다.

이며, 건궁에는 얼굴과 눈 등이 해당하는 것처럼 해당 부문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실용적인 우리 한의학

을 나타내고 있다. 동의보감은 전문 침구서가 아닌 의학의

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임에 따라 한의학의 정통을 확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의서인 만큼 ‘침구편’이

립하는 한편 점차 확대되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 진출할 수

아주 자세하지는 않다. 다만 침구학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실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신도라는 표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찍이 중국 등지에서 동의보감에 대하여 평을 하기도 했
는데, 1747년 동의보감 초록본 발문에서 왕여존王如尊은

⑤ 구궁고신도

▲ 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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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이 있다. 곧 동의보감은 치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

③ 최생부催生符: 잡병편 부인과에 나오는 것으로 아이를

용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구궁도와 구궁

④ 구궁도

스로 건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 기록유산 등재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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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원

“나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의학서적을 즐겨 읽었

1766년 중국판 동의보감 서문을 쓴 청나라 능어凌魚는

까지 보급되지 않았다. 이에 내 친구 좌한문左翰文이 ‘천하의

의학대사전』에 “동의보감은 25권으로서 조선 허준이 왕명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그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조선의 양평군 허준의 저작이다. 그

보배는 마땅히 천하가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며 거금을 써 이

을 받고 편찬했다. 내용이 풍부해 조리가 정연한 바 의림醫

러던 차에 작년 가을 허준 선생이 편집한 책인 ‘동의보감’을

는 외딴 외국에 있으면서 책을 지어 중국에서 자신의 의학을

책을 찍어내니 그 뜻이 매우 가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林의 거작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얻었다. 그의 약물 성미(성질과 맛)를 본다면 상세한 병세와

널리 알리게 됐으니, 학문이란 꼭 전해지기 마련이어서 땅이

병증에 따라 변증해 방제를 정했고 또 그 도리를 밝혔는데,

멀다고 해서 가로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황제皇帝도 이

그야말로 의서의 대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 읽은 바 있으나 황궁에만 머물러 있어 아직 보통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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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의보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말들이 곳곳에 전
해지고 있다.
1931년 중국의 우진셰[武進謝] 등이 편찬한 노작 『중국

량융쉐안[梁永宣]은 동의보감의 중국 판본수는 1949년 이
전까지 27종이 찍혀 나왔고 그 이후에는 7종이 출간되었다고
밝히면서 타이완에서도 12종이 출간되었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37

에선 20세기 이전에 두 번 출판되었으며 현대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평가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해 한의학은 동아시아 의학의

따라서 의학의 최고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

출판 되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10여 차례 출판 되었으며 수

동의보감에는 그 인용전거를 밝힘으로써 수정되었거나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자리 옮김이 가능 했다고 볼 수 있다.

하며 예방하는데 있기에 서양의학의 합리주의와 과학적인 면

많은 필사본이 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기 있는 이유로

변화된 의학이론 및 처방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근

따라서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이라는 거대한 도전 정신을 오

을 한의학의 경험적 실리주의와 접목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는 “의학적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조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거가 마련되었고, 한의학 문화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

늘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한다.

나가야 하겠고, 또한 과거 전통경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이 1995년 한국을 방문하

는 중요한 의서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2013년도를 동의보감 공식 기념의

서양의학의 기술적인 부문과도 함께해 더 나은 치료효과를

해로 지정하여 산청에서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공식 행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예방의학

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그 때 “17세기에 간행된 『동

동의보감을 통해 17세기 이후 중세 동아시아인들이 인체와

의보감東醫寶鑑』은 양국 문화 교류사에 미담으로 전해지고

질병을 둘러싼 생활과 문화, 사상이 어떠했으며, 양생개념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 만큼 동의보감은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기에 동양문화권의 전통의학이 갖는 문

동의보감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이 2017년 말 현재

도 잘 알려진 의학서적인 것이다. 또한 중국 청나라 강희제

화적, 의학적 가치인 생명관을 동의보감에서 느낄 수 있다. 특

154건으로 2009년 조사된 104건에 비해 8년 동안 54건이

【참고문헌】

(1654~1722)가 소장했던 『기하학원본』(유클리드 기하학의

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단순한 치료를 위한 의학자료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1955.

만주어판)표지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란 글자가 선명히 새

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 속의 한류문화를 주도할 문화콘텐

수 있으나, 한국의 전통의학과 기록문화에 대한 문화상품

겨져 있었다고 2006년 홍콩발 외신이 전하기도 했다.

츠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명한 실학자인 이덕무는 그의 저서 『청장관전

동의보감은 1613년 출간된 이후 조선 왕실을 비롯하여

확대 발전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 한의학의 우수성

서』에서 조선이 낳은 3대 저작을 이이의 『성학집요』, 유형원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기초의학도서로 조선에서 편

을 홍보하고 전통의학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

의 『반계수록』,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꼽기도 했다.

찬 간행된 의학도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의학 서적이

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에 관한 문

성학집요는 인간됨의 학문이라 할 수 있고, 반계수록은 경

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질병과 치료의 형

화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치료 의

제에 관한 책이며, 동의보감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의 책으로

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대의료의 치료결과를

학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한류문화를 주도할 문화콘텐츠로

보았던 것이다. 그 만큼 의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임상자료가 된다.

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볼 수 있다. 서양에서도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인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 : 탐구당, 1966.
•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199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연구』. 서울 : 일지사, 2000.
•김호. “許浚의 東醫寶鑑 연구.” 『韓國科學史學會誌』. 한국과학
사학회, 16권1호, 1994. 6.
•김호.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서울대박사학위,
2000.
•박경련. “동의보감에 대한 서지적연구 - 특히 중일 양국에서
의 전파 경위와 그 두나라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청주대학
교석사학위, 2000.

현재에도 한의원 등 한의학적 임상진료에 계속해서 이용

텔레비전(TV)드라마로 방영된 허준 관련 방송을 보면,

되고 있으며, 진단과 약재의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

1975년 <집념>, 1991년 <동의보감>, 1999년 <허준>,

동의보감은 16세기까지 간행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서 동의보감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의

2003년 <왕의 여자>, 2007년 <향단전>, 2013년 <구암 허

지역의 주요 의서들 120여 종과 조선의 전통 향약의서들

보감은 방대한 전통의약 백과전서이자 약물학 사전이라고

준>,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2016년 <마녀보감>, 2017

을 총망라하여 5편으로 내용을 꾸몄으며 인체에 관한 생

말할 수 있으며, 17세기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된 의학도서이

•봉성기. “동의보감의 보존과 활용.”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년 <명불허전> 등이 있고, 1976년에는 영화 <집념>이라는

동의보감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국

리학, 병리학, 약물학, 침구학 등을 다루고 있다. 동의보감

며 현재에도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보급 및 발전에 크게 기

제목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허준 역시 세종, 이순신과 더불

립중앙도서관 주최(2009. 9. 3.)

은 유네스코에서 평가한 것처럼 연대기 기록에 있어서 중

여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어 가장 많이 드라마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생은 짧으나 의술(학문)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성이 확인되고 진실성이 있는 문헌이라 했다.

한의학을 국가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전통의학인

특히 동의보감 편찬 사업이 왕의 명령에 따른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술에서부터 보존,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

‘아유르베다’가 미국, 일본 등에서 자연치유의학으로 각광

현대적 활용

요하게 평가했다는 점도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크
게 인정받은 부문이다.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의학 관련 의료서비스와 관
광상품 등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봉성기. “동의보감 보존과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한의학연구원논문집』. 한국한의학연구원, 제15권1호
(2009. 4. 30.)

•봉성기.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의 및 활용.” 『기록
인』. 국가기록원(2010. 3. 31.)
•신동원. “동아시아

의학의 표준 영원한 가치.” 『주간동아』 제
883호(2013. 4. 23.)
•중앙일보사. “한의학사 최고봉, 동의보감 400년.” 『중앙일보』
(2013. 2. 15. ~ 3. 12.)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됨에 따라 세계인의

결론적으로 한의학의 핵심은 오랜 세월을 거쳐 전통 경험

동의보감의 간행은 시간적으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역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인의 생활 속에

에 의해 처방되는 경험방으로 성분이나 약리를 알 수 없는 것

사를 반영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문화교류의 현장성을 담

파고들기 위해선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고 의학적부분

도 있으나 오늘날에도 많은 경험에 의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전자자료]

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서 동의보감은 중

등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고 알려진 약방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성분이나 약리를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알기 전에 경험적으로 환자에게 이 약을 쓰면 고통을 덜어주

네이버(www.naver.com)

국, 일본 등 국제적인 유통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그 사실
은 중세 동아시아의 의료환경 및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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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한의학에 대해서 1986년 국민의료법 8
차 개정을 통해 용어를 ‘한의학韓醫學’으로 공식화 했다.

고 낫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許浚 撰. 『東醫寶鑑』. 漢城 : 內醫院, 1613.

구글(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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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조선 후기 151년간의 국정 운영
상황을 정리한 일기 형식의 국가 기록물이다. 『일성록』은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正祖가 세손
世孫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개인 일기에서 시작되었으며,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국왕의 동정과 국가 운영의 제반 사항이 매일매일 기록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전체 책 수가 2,329책에 달하는 거질의 자료로, 1973년에 우리나라의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
었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 소장되어 있다.
『일성록』은 편찬 목적이나 서술 체재, 수록 내용 등에 있어 전근대 시대의 다른 역사 기록물들
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전근대 시대의 역사 기록물들이 대부분 과거의 역사를 기
록한 것들임에 비해 『일성록』은 당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현대사現代
史’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성록』은 ‘정치 운영의 참고 자료’라는 정치적 목적성이 강
한 기록물이다. 전근대 시대 전제군주 국가에서 국왕이 자신의 정치 운영을 되돌아보고 반성
하며, 향후의 국정 운영에 참고할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일기라는 점에서 『일성록』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에 참고
할 자료들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연한 서술 체재와 범례凡例를 마련했다는 점도
『일성록』이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일성록』은 조선시대의 다른 국정 기록물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즉 국가 행사
의 의식 절차, 지방관의 보고서, 의금부와 형조에서 처리한 형옥刑獄 사건 기록, 일반 민들의
민원民願 내용과 그 처리 결과, 암행어사의 보고서, 외교 문서, 외국에 파견된 사신使臣들의
견문見聞 보고서 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실려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도 독창성을

▲ 『일성록』 표지와 내지

갖는다. 특히 『일성록』에 실린 외교 문서와 사신들의 견문 보고서에는 18~20세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동·서양의 문화 교류 및 국가 간의 정치적·군사적 충돌과 갈등의 양상들이 상
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일성록』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

『일성록日省錄』

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일성록』의 형식과 특징

내용이 일기에 수록되면서 1개월 분 일기의 양이 적으면 1
〜2책, 많으면 2〜3책이 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 강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전하는 『일성록』은 총 책 수가

세손 시절의 『일성록』(1760~1776)은 모두 29책이 전하고

2,329책에 이르는 거질의 기록물로, 필사본이며 단 한 질만

있다. 이때의 일기 내용은 세손이던 정조의 강학講學과 소

만들어진 유일본이다. 책의 크기는 대략 세로 28.8㎝, 가로

견召見·소대召對·문안問安 등에 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18.5㎝ 정도이고, 본문 한 면面은 10항行으로 구성되어 있으

있으며, 그 외에 영조의 거동이나 정치 기사도 일부 수록되

며, 1항에는 20자가 들어간다. 한 책의 장수는 적은 경우는

어 있다.

40장 내외이고 많은 경우는 200장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정조가 국왕에 오르기 전에는 『일성록』의 분량이 1년에 1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일성록』의
도서번호별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8-1]과 같다.

〜2책 정도에 불과했으나, 즉위 이후에는 국정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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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일성록』 소장 현황
도서번호

책수

奎12811의1

673책

奎12811의2

3책

1788년(정조 12)

奎12812

2책

1792년(정조 16)〜1800년(정조 24)

奎12813

637책

1800년(순조 즉위)〜1834년(순조 34)

奎12814의1

197책

1834년(헌종 즉위)〜1849년(헌종 15)

奎12814의2

1책

1873년(고종 10)

奎12814의3

1책

1849년(헌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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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영조 36)〜1800년(정조 24)

奎12815

220책

1850년(철종 1)〜1864년(고종 1)

奎12816

562책

1863년(고종 즉위)〜1907년(광무 11)

奎12817

33책

총계

◀ 『일성록』 서문

수록 기간

1907년(융희 1)〜1910년(융희4)

2,329책

정조는 『일성록』이 당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반성하

영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조선왕조

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일성록』의 체

실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현대

재나 기록 방식을 기존의 국가 기록물들과는 다르게 하고자

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일성록』과 같은 현대

했다.

사 기록물을 편찬한 궁극적인 이유는 국왕들이 『일성록』을

『일성록』과 함께 조선시대에 국정 운영의 전범이 될 만한

통해 자기 시대의 정치 운영을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앞

연대기 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

으로의 국정을 보다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

기承政院日記』가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국왕이 서

서 『일성록』은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라는, 정치

거한 후 그 다음 왕대王代에 이르러 선왕대先王代의 각종 자

적 목적성이 강한 기록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료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기록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치세

한편, 『일성록』 이전에도 당시대의 국정 내용을 확인하고

治世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없었다. 즉, 『조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승정원일기』가 있었다. 『승정원일

왕조실록』은 이미 서거한 선왕대의 사례를 전범으로 삼기 위

기』는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출납한 왕명王命과 각

해 편찬된 책, 곧 ‘과거의 역사’이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

종 문서들 및 매일 수행한 업무 내용을 망라하여 기록해 놓

은 ‘사관史官의 공정한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국왕이 볼 수

은 업무 일지로, 실제 조선 후기 국정 운영에서 참고자료로

없도록 사고史庫에서 철저히 보관되었고, 꼭 참고할 필요가

활용된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수록된 기사의 양이 대단

있는 경우에만 사관을 사고에 파견하여 필요한 부분만 확인

히 방대한 반면 필요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술 체재

하게 하였다. 따라서 실제 국정 운영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를 갖추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국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자주 참고하기는 어려웠다.

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일성록』은 “옛날을 보는 것은 지금을 살피는 것만

이에 정조는 필요한 자료를 찾기에 편리하도록 『일성록』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반추하는 것만 못

의 체재를 기존의 『승정원일기』와는 다르게 하고자 했다.

하다.”라는 「일성록서문日省錄序文」의 말처럼 국왕이 자기

우선 『일성록』은 국정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여 기록하기보

시대의 국정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반성하며 향후 정치 운

다는 참고가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요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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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강綱

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일성록』에는 필요한 기사를

찬수 규례들을 순조대에 이르러 유본예柳本藝가 정리해 놓

을 맞게 되었다. 이에 정조는 1783년(정조 7)부터 직접 일기

찾기 쉽도록 ‘강목체綱目體’라는 서술 방식이 적용되었다.

은 것이다. 이 범례에는 위에서 검토한 강목체 적용에 관한

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규장각에서 일기를 작성한 다음 자신

즉, 『일성록』에서는 모든 기사들을 강(綱: 표제)과 목(目: 세

내용과 함께 『일성록』의 기사들을 11개의 주제로 분류한 다

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재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정조

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강’ 부분을 ‘목’ 부분보다

음 일기를 기록할 때 기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정조대에 편찬된 서적의

한 글자 높게 기록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

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보통의 연대기들이 하루의 기사

해제집인 「군서표기群書標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일성

성록』을 참고할 때 먼저 ‘강’ 부분만 읽으면서 기본적인 내

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구

록』에 대한 설명에는 일기 편찬의 주체가 바뀌게 된 상황을

용을 확인하다가 필요한 기사를 발견하면 그 기사의 ‘목’을

별되는 방식으로, 그 날의 국정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읽으면 되었다. 한 가지 기사를 예로 들어 보자.

는데 훨씬 편리한 장점이 있다.
계사년(1783년, 정조 7) 이후부터 기무機務는 더욱 번거
로워지고 (일기의) 권질卷帙은 더욱 불어나서 내가 친히

강綱: 강계江界의 인삼 값과 환곡還穀의 폐단을 바로잡
도록 명하였다.

『일성록』 편찬의 배경과 전개 과정

하여 주계奏啓・장소章疏・연화筵話・정안政案을 모아

목目: 호조판서 채제공蔡濟恭이 아뢰었다. “(전략) 강계

▲ 『일성록』의 강목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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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할 여가가 없었다. 이에 재직在直 직각直閣에게 명

의 인삼 값이 치솟아 한 돈 값이 10여 냥으로 올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정

서 예에 따라 분류 정리하게 하여 품지稟旨하고, 다시 정

는데, 조정에서 확정하여 지급한 값은 4냥에 불과

진했던 호학好學의 군주였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리해서 5일마다 정서하여 올리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강계 지역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

惠慶宮洪氏의 회고에 따르면, 정조는 3세 때부터 보양관輔

(『홍재전서』 권182, 「군서표기 4」 일성록)

하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전에는 2만여 호戶

養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글을 읽고 뜻을 잘 풀이했으며,

나 되던 것이 지금은 7천 호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

4-5세 때에는 일취월장하여 남에게 배울 것이 거의 없을 정

략)”

도였다고 한다.

위의 글은 정조가 직접 쓴 것이므로 신빙성이 가장 높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783년(정조 7)부터 『일성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했던 정조는 일찍부터 일기를 통

록』 찬수를 규장각 각신들이 담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글은 『일성록』의 1776년 3월 4일자 기사로, 강계 지역

해 자신의 학문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

이로써 『일성록』은 국왕 정조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

의 인삼 가격과 환곡에 관한 국왕과 관료들의 논의 내용을

다. 정조의 일기 쓰기 습관은 어렸을 때 증자曾子의 ‘오일삼

정 일기로 성격이 변모하게 된다.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먼저 ‘강’에서 해당 기사의 요점

성오신吾日三省吾身’에서 크게 감명을 받은 데서 시작되었

을 간추려 표제로 제시한 다음, ‘목’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

다. ‘오일삼성오신’은 『논어論語』 「학이學而」에 나오는 말

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일성록』에서 물가나 조세·

로, 증자가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 자신을 반성

환곡에 관한 전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강’ 부분만

했다는 내용이다. 증자가 말한 세 가지 기준은 ‘남을 위해

①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들이 각종 국정 자료들을 수집·

쭉 읽어 나가면 위 기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일

일을 도모할 때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귈

정리하여 일기의 초본初本을 작성해서 각신閣臣들에게 보

성록』은 ‘당대 정치 운영의 참고 자료’라는 정치적 목적성에

때 믿음이 있었는가?’, ‘스승에게 전수傳受받은 것을 잘 복

고한다. 이때 검토하는 대상 자료는 사륜(絲綸 : 왕명과 법

부합하는, 기사의 열람과 확인에 편리한 체재를 갖추었다는

습했는가?’ 등이다. 정조는 이와 같은 증자의 말을 모범으로

령), 비판(批判 : 국왕의 비답과 처결), 주계奏啓, 의주儀注,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 기록물이다.

삼아 매일 매일의 언동言動과 학문 수련의 내용을 담은 일

소차疏箚, 장계狀啓, 형옥刑獄 관계 자료, 살옥안殺獄案, 상

정조는 『일성록』이 좀 더 완벽한 체재를 갖추도록 하기 위

기를 작성하였다. 그 일기가 바로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

언격쟁上言擊錚, 사대교린문서事大交隣文書, 서계별단書

해서 재위 기간 내내 조정 대신들 및 규장각 각신閣臣들과

로, 정조의 개인 일기라는 성격을 가지며 후일 『일성록』의

啓別單, 연화筵話 등이다.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하지만 정조 당대에는 『일

모태가 되었다.

규장각에서 『일성록』을 찬수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② 검서관들로부터 초본을 받은 각신들은 초본의 내용을

성록』의 찬수 범례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일성록범례日省

정조의 일기 쓰기는 1776년 국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검토하고 교열·정서한 다음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는다. 5

錄凡例」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827년(순조 27)이다.

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왕이 처결해야 할 국정 업

일마다 한 번씩 일기를 정리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했

이 범례는 정조대부터 논의되고 시행되어 오던 『일성록』의

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일기를 직접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

으며, 때로는 검서관들이 작성한 초본을 곧바로 왕에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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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도 하였다.

조 9) 경이다. 이때 정조는 규장각 각신들과 승정원, 홍문관

③ 국왕의 재가를 받은 일기는 1개월 분량을 대략 2책 전

의 관원들에게 명하여 자신이 출생한 이후부터 『존현각일

후로 장책粧冊하여 완성한 후 국왕에게 올렸다. 1784년(정

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자신이 즉위한 이후부터 1784

조 8) 10월에 정조는 『일성록』을 장책하여 올릴 때 검서관

년(정조 8)까지의 기간에 『승정원일기』에 실린 여러 관서

의 초본도 함께 올려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또, 순

의 기록 및 『존현각일기』와 『계일기사繫日紀事』 등을 자료

조 이후에는 그 달의 『일성록』은 장책하여 다음 달 20일에

로 하여 강綱을 세우고 목目을 나누어 일기를 편찬하게 하

왕에게 올리는 것으로 정식으로 삼았다. 완성된 『일성록』

였다. 즉, 자신의 출생부터 1784년까지의 일기를 일정한 체

은 국왕이 열람하기 편리하도록 대내大內에서 보관했으며,

제에 맞추어 다신 찬수撰修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초본은 규장각에서 보관하였다. 그리고 완성 이후에 누락된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조가 출생한 1752년부터

기사나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면 다음 해 정월에 반출을 청

1759년까지의 일기는 정리되지 못했고 1760년부터 일기가

하여 보충한 후에 다시 납입하도록 했다.

정리되어 현재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일기의 제목은 위에서
본 증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성록’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규장각의 검서관들과 각신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성록』은 국왕 정조의 개인

의거하여 『일성록』을 정리하였다.

일기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국정일기로 전환되었다. 하지
만 편찬 과정에서 국왕의 재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왕

① 초본 작성 시 일들의 선후가 바뀌지 않도록 전교축傳

의 일기’라는 성격도 계속 유지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이

敎軸과 조보朝報 등에서 그 순서를 확인하며, 초고 작성 후

나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조선시대 대부분의 국가기록물

에도 정서조보正書朝報를 살펴 오자誤字 및 누락된 조목이

에서 국왕을 3인칭의 ‘상上’으로 기록했던 것과 달리 『일성

있는가를 대조・검토한다.

록』에서는 국왕을 1인칭의 ‘여予’로 표기하였다. 이는 『일

② 하루의 첫 기사는 새 판지板紙의 첫 항行부터 새로 기

성록』이 국왕이 주체가 되어 작성된 일기였다는 점을 잘 보

재하고, 기사마다 강綱을 세우고 목目을 달아 열람에 편리

여준다.

하게 한다.
③ 상소와 차자는 번거로운 것은 삭제하고 요점을 취하

『일성록』의 주요 내용

여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싣고, 사륜絲綸과 비판批判은
전문을 수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27년(순조 27) 유본예가 최종

④ 연설筵說은 비밀에 속한 것이므로 승정원의 주서注書

완성한 「일성록범례」에서는 『일성록』에 수록되는 기사들을

가 기록한 것을 각신이 직접 정리하여 수록한다.

11개의 주제로 분류・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일성록』에 수

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붙이고, 하루의 모
든 기사가 끝나면 판지의 맨 끝 줄에 담당 각신과 검서관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 『일성록』 중 정조의 세손 시절 기사

록되는 국정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성록』이 현재와 같은 체재를 갖춘 것은 1785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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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출하는 각권閣圈·한권翰圈·홍문록弘文錄 등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였다.

는 기록물이다.
『일성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상언격쟁上言擊錚’

⑥ 소차류疏箚類 : 문무 관원 및 유생儒生 등이 올린 상소

기사, 즉 사대부 및 평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기사들

上疏와 차자箚子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왕의 비답批答을 기

이다. 상언격쟁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소원訴冤 제도로, 궁

재하였다. 상소의 내용은 사직辭職, 국정 현안에 대한 대책,

궐 앞 또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행렬 앞에서 왕에게

탄핵彈劾 등 다양하다.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중 상언은 자신

⑦ 계사류啓辭類: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삼사三司

의 의사를 글로 써서 왕에게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징이나

등 각 관서에서 왕에게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왕의 비답

꽹과리를 쳐서 국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을 기재하였다.

이었다. 상언과 격쟁은 조선시대에 유용한 민의民意 전달

⑧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 비변사備邊司·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격쟁은 왕에게 구두로 직접

육조六曹·규장각 등 주요 기관에서 간단한 일에 대해 왕에

호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자를 모르는 하층민들도 이용

게 보고한 초기・서계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담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였다.

별단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일성록』에는 약 3,000여 건의 상언과 1,300여 건의 격쟁

⑨ 장계류狀啓類 :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유

관련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승정원일기』에 실린

수留守 등의 지방관과 외국에 사행使行 중의 사신使臣이

상언·격쟁 기사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치이다. 이를 통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왕에게 보고한 장계의 내용을 간추

해 『일성록』 편찬이 시작된 정조대 이후로 상언·격쟁이 크

려 수록하였다.

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성록』의 상언·격쟁 기사는

⑩ 과시류科試類 : 각종 과거科擧의 시관試官 및 합격자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단순히 상언·격쟁이 있었음을 기록한 것이 그치지 않고, 왕
과 정부 관리들이 상언·격쟁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⑪ 형옥류刑獄類 : 각종 형옥 사건에서 죄인의 수옥囚獄·

논의하고 처리한 과정과 내용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추국推鞫·찬배竄配·석방·처형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예를 하나 들면, 1780년(정조 4) 9월 11일자 『일성록』에는
평안도 삼등三登에 사는 김용채金龍采가 아버지의 묘소를

▲ 『일성록』의 격쟁 관련 기사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일성록』은 ‘국정의 참고 자료’라

쓰는 문제를 두고 사촌 김상채金尙采와 분쟁이 일어나서 격

는 편찬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

쟁한 것에 대해 형조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

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금부와 형조에서

다. 보고를 받은 정조는 삼등의 수령이 분쟁을 공정하게 처

① 천문류天文類 : 비, 우박, 우레, 서리 등이 내린 시간과

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왕과 신하들이 만난 장소, 조강朝講

죄인들을 처결한 내용, 각 도의 관찰사가 국왕에게 올린 보

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평안도 관찰사에게 수일 내에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강수량은 측우기의 물 깊이로 표시하

・주강晝講・소대召對・차대次對・윤대輪對・조참朝參・

고서, 호조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호한

사건을 재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였고, 우레는 10월에 있는 것, 서리는 첫 서리가 내린 것만

상참常參 등에서 만난 관리들의 관직과 성명 등이 기재되었

내용, 사대부와 평민들이 제기한 민원民願 내용 및 그 처리

『일성록』에 수록된 수많은 상언·격쟁 기사, 그중에서도

기록했으며, 특히 농사와 관련 있는 기상 변화에 대해 깊은

다.

결과, 예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 의식의 절차, 중국·

특히 격쟁 기사들은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 평민들이

④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 관원과 민인民人들에게 내린

일본 등 외국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의 내용, 외국에 파견된

스스로의 의사와 욕구를 능동적으로 표출했으며, 정부에서

은전恩典・휼전恤典・상전賞典 등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사신들이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 지방에 파견된 암

도 평민들의 요구를 왕이 앞장서서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처

화재火災와 수재水災를 입은 집에는 휼전恤典을 내렸다.

행어사들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 등은 다른 연대기 자료들

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17세

⑤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 문무文武 관원들의 임명과

에 비해 『일성록』에 훨씬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점에

기 중반 이후 나타난 조선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 평민

체임遞任・해직解職 등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재

서 『일성록』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외교·의례儀禮·지방

층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정치의식이 함께 성장해 나간 결과

하였다. 규장각·예문관藝文館·홍문관弘文館의 관원 후보자

사회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

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을 나타내었다.
② 제향류祭享類 : 왕실과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제사와
관련된 적간(嫡奸: 문제점을 조사하여 적발함), 봉심(奉審:
사당・제단의 상황 파악 및 관리), 행제(行祭: 제사 시행) 등
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③ 임어소견류臨御召見類 :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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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역서학서(漢譯西學書: 한문으로 번역된 서구 과학기술 서
적)들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전파된 서구 문물은 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성록』은 정조가 자신의 학문
과 정치를 반성하기 위해 작성한 ‘개인 일기’에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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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로 널리 확산되었다.

정조 즉위 후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된 기록물이다.

조선은, 19세기 후반 서양 국가들과 직접 외교 관계를 맺

『일성록』이 국정 일기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조를 비롯한 조

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사신使臣 외교를 통해 서구의 문물

선후기의 국왕들은 규장각에서 작성해서 올린 『일성록』의

을 수입하였다.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들은 베이징의 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정

주당天主堂에서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

치 운영의 잘된 점과 잘못됨 점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였다.

직접 만나 서구의 과학기술 문물을 전수받았다. 또 규장각

중국의 경우 『기거주책起居注冊』과 같이 비서 기관에서

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편찬·유통되었던 한역서학서의 목록

황제의 일상생활, 황제가 내린 유지諭旨, 황제와 신하들의

을 작성하고 사신들이 파견될 때마다 목록에 수록된 서적들

정사政事 논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 편찬한 일기 자료들이

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때 수입된 한역서학서들은 조선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비서 기관의 업무일지에

학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까운 기록물일 뿐, 『일성록』과 같이 최고 통치자가 자신

『일성록』에는 18〜20세기에 중국에 파견되었던 조선 사

의 정치를 반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일기와는 거리

신들이 귀국 후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가 멀다.

있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서 목격한 서구

이처럼 『일성록』은 국왕의 개인 일기가 공식적인 국정 일

과학기술 문물의 유입 과정과 내용, 조선 사신과 서양 선교

기로 전환된 매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전근대 시대 전

사들과의 만남, 서구 문물이 조선으로 전파된 과정, 조선에

제군주 국가에서 국왕이 자신의 정치 운영을 되돌아보고 반

수입된 한역서학서들의 목록과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

성하기 위한 실질적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기록물이라는

어 있다. 특히 규장각은 조선후기 한역서학서 수입을 통한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서양 문물 수용을 주도했던 중심 기관이었기 때문에, 규장

기록물이다.

각에서 편찬한 『일성록』에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서구 물

한편, 『일성록』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국정 기록물에

▲ 『일성록』의 외교 관련 기사

국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물 수용의 실상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적 교

이처럼 『일성록』은 18~20세기 조선·중국 등에서 이루어

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는 기

진, ‘서구 과학기술 문물의 동아시아 전파’라고 하는 동·서양

록물이라는 점에서 일국사一國史를 넘어서는 세계적 중요

문화교류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

성을 가지고 있다.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록물이다.

우선 『일성록』에는 18~20세기에 서구의 과학기술 문물

다음으로 『일성록』에는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던 구체적 양상들이 수록되어

동아시아 진출 양상 및 그에 따른 동·서양의 정치적 충돌과

있어서, 세계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국은 명

갈등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 동아시아는 19세기 이후

대明代 중기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치적·군사적 진출이 이루어지면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청淸에 들어서도 계속되

서 동·서양의 정치 세력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고

었다. 선교사들은 서구의 천문·지리·역법曆法·의학 등을 중

각축했던 공간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19세기 이후 국제

국에 전파하였고, 이 과정에서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

외교의 중심 무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으

圖』·『기하원본幾何原本』·『천공개물天工開物』 등 많은 한

며, 조선은 중국·일본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중요한 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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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일성록』은 조선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
아의 역사, 나아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라는 국제 외교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서양 정치 세력들 사이의 충돌과 각
축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
를 갖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성록』의 보존과 이용
『일성록』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에서는 국보 서고에
서 고전적 보존에 적합한 오동나무 서장 안에 『일성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항온·항습 및 자동소화 설비, 공조 시스템
과 조습 패널, 자외선 없는 LED 조명, 주기적인 방충 모니터
링 등을 통해 최적의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일성록』 원본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외부 공개를 허락하
지 않고 있다. 대신 규장각에서는 『일성록』의 마이크로필름
제작, 영인본 간행(1996년 완간, 총 86책), 『일성록 기사 요

▲ 규장각 홈페이지의 『일성록』 서비스 화면

약』 발간(총 23책), 그리고 『일성록』 원본의 이미지·텍스트

▲ 규장각 국보 서고의 『일성록』 보관 모습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들
루는 핵심 국가의 하나였다.

견되었던 조선 사신들의 보고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조선 정부는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근대적인 개혁을 추

보고서들에는 당시 조선 사신들이 현장에서 목격했던, 서양

진하는 과정에서 서구 열강들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열강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자국의 이권을 확보해 가던 실상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

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양상, 그리고 일본이 서구식 근대

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때로는 협력 관

화를 추진해 나가던 과정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점차

1861년(철종 12) 3월 27일자 『일성록』에 수록된 사신단의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다.

보고서에는 1860년에 영국·프랑스·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북

『일성록』에 수록된 각종 외교 문서와 외교 관계 기사들, 특

경이 함락된 이후 북경 내 서양 군대의 주둔 상황이 기록되

히 서구 열강과 주고받은 외교 문서 및 서양의 외교 사절들

어 있다. 또 1864년(고종 1) 5월 23일 기사에는 중국 내 러

과 접견한 내용들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이 서구의 여러

시아 세력의 동향에 대한 사신단의 보고 내용이 실려 있다.

나라들과 직접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동·서양 국가들 간의

핵심 국가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사의 일원으로 발돋

정치적·군사적 충돌과 각축의 실상, 그리고 조선 정부가 이

움해 갔던 역사적 사실들을 잘 보여준다.

런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또, 『일성록』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일본 등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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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성록』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일성록』을 한글로 번역하
는 국역國譯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조〜정조대의 『일성
록』은 국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순조대 『일성록』의 번
역을 진행 중이다. 국역의 결과물은 단행본 발간 및 한국고
전번역DB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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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
년 5·18기간부터 그 이후 진상규명에 이르기까지 시민, 정부, 국회, 단체, 미국정부 등에서 생
산한 기록물을 총칭한다. 1980년 5월 신군부 세력에 맞서 분투했던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호소문, 일기, 수첩에서부터, 이후 5·18진상규명 과정에서 생산된 진상조사 회의록, 피해자 보
상자료, 미국의 5·18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총망라되어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전체 분량은 기록문서철 4,271권 858,904쪽, 흑백필름 2,017컷, 사진
1,733장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신군부의 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기록이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
든 질서”와 노력(러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 민주주의를 위한 의로운 희생
의 가치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지켜야할 가치임을 증명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아픔을
넘어 역사가 되고, 인류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그날의 기록은 인류공동의 유산이 되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원본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
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에 집중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도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_ 양라윤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고,
7월 27일 등재인증서가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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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영상, 필름, 사진 등 방대한 기록물을 총칭한다. 따라서 생산

5・18기록물의 주요 형태는 문서자료가 가장 많다. 5・

고립된 상황에서도 광주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시기, 생산주체, 자료의 형태, 내용 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18당시부터 이후 진상규명 및 보상 진행 과정까지 중앙정

자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18기간부터 이후

이를 관리하는 소장처도 여러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세계

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군 사법기관, 병원, 미국정부

의 진실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며 언

진상규명・보상이 진행된 2000년대까지 국가기관, 시민・사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현황을 살펴

기관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은 모두 지류로 A4용지 크기부

론인들에게, 노동자·농민들에게, 민주시민들에게 민주화를

회단체, 군 사법기관, 미국무부 등에서 생산한 문서, 음성・

보면 [표 9-1]과 같다.

터 일기장, 수첩 등 크고 작은 형태의 기록물들이 주를 이룬

위해 끝까지 함께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계엄군의 야만성

다. 이밖에 5・18이전부터 이후 군사재판까지의 과정이 기

에 분노하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에 광주시민들을 걱정하는

록된 사진과 흑백필름 형태의 기록물, 시민들의 구술과 영

마음을 담아 일기를 쓰고, 계엄군의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상을 녹음한 테이프, 영상자료, 녹취록 형태의 기록물이 있

에서도 계엄군의 만행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의 순간을 기

다. 자료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에서

록하고자 사진을 찍고 취재수첩에 기록했다.

[표9-1]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자료 현황
구분

종류

생산주체

발행일자

내 용

자료형태

관리소장처

1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

중앙정부, 전라남도청,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등

1980.5
~
1980.7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사항들을 기록

25건

국가기록원

2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자료

1980.7.29
~
1981.7.9

5・18민주화운동 형사사건 판결문 4권
기록명칭 : “광주사건 판결문”
(제41호, 42호, 43호, 44호)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사건 판결문 1권

5권

육군본부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21건
(8권, 46쪽)

광주광역시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2,017컷,
1,733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4

흑백필름
사진자료

육군 제31사단 등

시민, 사회단체

이창성, 나경택
Betts Huntley 외

1980.5.15
~
1980.6

증언자수
(1,472명)

57명

증언작성자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1980.5

744명

민족민주화성회부터 5 ・ 18민주화운
동, 이후 군사 재판까지의 기록
20명

5・18기념 전남대5・18 천주교광주대교
구 정의평화
재단
연구소
위원회

증언형태

음성,영상,
전사

음성,영상,
전사

자료의양

862시간,
A4용지
12,133장

자료집4권
A4용지
1,200장

관리기관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들에
의해 생산된 성명서, 호소문, 일기,
취재수첩

5・18기념
재단

영상,전사

전남대 5・ 천주교광주대교
구 정의평화
18연구소
위원회

140명

500명

11명

YMCA

현대사
사료연구소

국사편찬
위원회

영상,전사

기록

음성,영상,
전사

Betacam
테이프
320개,
9,600분

A4용지
1,913장

YMCA

전남대 5・
18연구소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전남대병원, 조선대병
원, 적십자병원, 시내소
재 정형외과 병원

1980.5~

부상자 등의 진료 및 치료기록

7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국회사무처

1988.7.8
~
12.30

5・18 가해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회의 내용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광주광역시청

9

미국의 5・ 18관
련 비밀해제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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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국방부 - CIA

보존・관리하거나 생산기관에 따라 각 기관에서 보존・관

74시간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
연구소
•천주교광주대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YMCA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
위원회

총 31권,
12,766쪽

광주광역시
5・18민주화
운동기록관

5권

국회도서관

광주광역시

1990~
2011

사망, 상이자, 구속자 금전보상 조사자료
및 보상결정서 등/연행구금자, 행방불
명자 지원금 지급 결정서 등

3,880권,
695,336쪽

1979.1.4
~
1980.12.31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군사적·정치적·경제
적 사건 등에 대해 수시로 오고 간 비밀
해제된 문서, 미 국방부 및 CIA의 5・18
관련 비밀 해제된 문서

3,471쪽

미국 국무부,
국방부, CIA

리하고 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으로 10일간
의 항쟁은 끝이 났다. 5・18 당시 사망자 155명, (인정된)행
방불명자 81명, 부상자(부상당한 후 사망 포함) 2,461명・
연행・구금자 등 총 5,5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5・18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역사적 배경

민주화운동 관련자 6차까지 보상 현황). 희생자들의 규모와
사망자, 부상자의 진료기록은 신군부의 폭력이 얼마나 무차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집권 음모에 저항했던

별적인 폭력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항쟁의 결과는 참담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항쟁이다.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했지만 그날의 참혹하고 절박했던 모습과 현장 그리고 시민

박정희가 죽자, 국민들은 권위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그동안

의 헌신적 저항은 시민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바라던 민주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권력의 공백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진압되고 군사정권이 다시

상태를 틈타 또다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의 정권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가족을 잃

찬탈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반발하

은 유족들은 피맺힌 절규로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했고, 그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날을 기억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5・18을 알리고자 사진, 증

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다. 신

언, 자료들을 모아 5・18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

군부 세력은 특수부대를 광주로 대거 이동시키고, 대학생과

게 알려진 5・18의 참상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총검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진압

으로 발전되어 1987년 6월항쟁과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 되

하기 시작했다.

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로 매

계엄군의 무차별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잔혹
한 만행을 저질렀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으로 오히려 시

도되었던 사건은 1988년 국회의 특별조사 후 1989년 대통
령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민들의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5월

또 1995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압의 책임자들

21일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였다. 무고한 시

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법률 제5029호)이 제정됨에 따라

민들 수백 명을 살상하고 계엄군은 이날 밤 외곽으로 퇴각

유혈 진압에 관련된 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 2명과 고위 책

했다. 이후 광주 외곽이 봉쇄되었고, 교통과 통신이 차단되

임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1997. 4 대법원 판결’). 그동안

어 광주는 외부와 차단된 채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항쟁 참가자들은 1998년 법원

안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정연하게 시가지

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를 청소하며 상점이 문을 여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1990년부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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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보상이 시작되었고(법률 제4266호), 1997년 항거가 시

록물 철이다. 해당 기록물은 ‘포고령위반자 관계 기록철’,

것이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작된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대통령령 제

‘광주사태사망자’, ‘광주사태복구상황’, ‘광주사태수습상황

이다.

15369호). 이후 2002년 피해자들은 국가 유공자가 되었으

보고’, ‘광주사태종합보고’, ‘광주사태복구기준 및 피해상황’

먼저 성명서・선언문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며(법률 제6650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들이 묻혀있는

등 이다. 이 문서에는 항쟁기간부터 5・18이후까지 피해상

항쟁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물이다. 시민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대통령령 제17687호).

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

들은 신군부의 폭력적 만행을 고발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

이와 같이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5・18진상규명

사보고, 매장단 명단 등 수습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중

고 끝까지 저항하며, 고립된 광주의 상황을 알리고자 절박

을 기본 축으로 진행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위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뤄진 지침과 보고 내용, 상황

한 심정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

기와 장애를 극복해 온 우리 민중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기

보고, 수습과정이 담겨 있어 5・18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정

서 낭독하였다. ‘민주시민여러분께’, ‘광주애국시민들에게’,

록된 것이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다. 5・18 당시뿐만 아

리・보고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기록물은 공공기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1980년도 광주의

니라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록물로 국가기록원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비극을 밝히는 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국 민주 학생에

5・18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만들고 보존했다. 5・18을 기록

게 보내는 글’,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대한민국 국군

으로 남기고 보존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자 민주화를 위한 동

▲ 군사법기관 재판자료 및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자료

력이었다. 그렇게 5・18은 한국현대사의 아픈 상처이지만

또한 신군부는 “광주사태는 빨갱이 김대중으로부터 사주

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희생은 그 가치를 보존하고 기억해야

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

할 것들로 남겼다. 1980년 신군부의 폭력에 맞섰던 광주시

하여 일으킨 내란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

민들의 분투가 항쟁이후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

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 사태를 민중

면서 세계인권기록으로서 다양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

이 생산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그날의 기록뿐

다. 김대중은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신군부의

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 과정의 표본이 되는 기록물이다.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980년 9월 17일 내란음모,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1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내용과 의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9
개의 주제로 분류되며, 생산자, 시기, 형태 등의 유형으로 구
분해볼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

2) 군사법기관 재판자료 및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자료
1980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민간인의 신분
이라도 계엄령을 위반하면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하여 체
포, 구금, 구속이 가능했으며, 계엄 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

1)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

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체포된 사람들은 계엄령 위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반과 내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과정이 기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로, 총

된 것이 5・18민주화운동 형사사건 판결문(기록명칭: 광주

25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

사건 판결문) 4권(제41호〜제44호)이다. 여기에는 군검찰의

하자, 중앙정부는 각 기관에 계엄포고령을 시달하고 계엄업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중지자 기록, 군사재

무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5・18과 관련된 사항을 중앙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신군부 세력은 무
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불
순분자들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하고, 그 배후세력으로
김대중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며 진행한 것이 김대중 내란음
모사건 판결문(1권)이다. 이 재판기록물들은 신군부의 집권
음모가 5・18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은 군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육군본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3) 시민들의 성명서・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에게 보내는 글’,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껍데기 정
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
니다’,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등 총 15개의 성명서, 호소문이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성명서 자료는 신군부 세력의 정치적
야욕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들의 굳건한 결의와 민주화를 위
한 열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다음으로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일기장이다. 주소연, 조
한유, 조한금, 주이택 등 4권의 일기장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당시 광주여고 3학년이었던 주소연은 시민군
본부인 전남도청에서 취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일기
로 남겼다. 광주우체국 공무원이었던 조한유는 항쟁의 중심
지에 있던 직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였으며,
천주교광주대교구 직원이었던 주이택 역시 금남로에서 벌
어진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였다. 주부 조한금은 자신이 살
고 있었던 전라남도 목포시의 상황을 일기에 남겼다. 5월의
일기는 당시 시민들이 보고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가
느낀 불안과 우려, 분노와 참담함 등이 표현되어 있어 5・
18을 겪은 시민들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이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 중에는 정부기관의 기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등 중앙정부에서 정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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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주재 최건 기자 취재수첩은 목포 지역에서 발생한 시
민들의 투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목포지역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시민들의 기록물은 5・18민
주화운동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4) 당시의 현장 흑백필름, 사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는 문서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
을 찍은 사진과 필름도 포함되어 있다.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의 대치상황, 무차별 폭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하는 공
수부대, 희생자들의 처참한 모습, 유족들의 오열 등 항쟁의
중요한 순간과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당시 <전남매일신
문>, <중앙일보>, <전남일보> 등 사진기자들은 현장을 생생
하게 찍기 위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순

▲ 시민들이 생산한 기록물

▲ 흑백필름 및 사진

간을 감내했다.

“… 지금 우리광주시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독재를 깨뜨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승리의 계기를 잡고 있습니

특히 5・18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처참한

다. … 진정한 민주사회가 건설되기를 열망하는 국민여러분!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민주

시신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는 5・18진상규명과 민

의 성전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민주국민이여! 다시는 독재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이 땅에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
- ‘민주시민여러분께’ 중에
▲ 민주시민 여러분께

주화운동의 분계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과 필름들은
▲ 김영택 취재수첩 3권

당시 광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김영복, <전남매일>의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취재수첩이다. 김영택 취재수첩 3

사진부 기자였던 나경택,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녕만과 <

권, 최건의 취재수첩 1권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광주일보> 사진기자가 촬영한 것들이다. 이들이 기증한 자

<동아일보> 광주주재기자였던 김영택의 취재수첩 3권에

료는 흑백필름 2,017컷과 사진 1,733점에 달하는 방대한 분

는 금남로에서 자행된 학살, 시민들의 저항, 해방 기간 공동

량이다. <중앙일보> 이창성, <전남매일신문> 나경택의 필

체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의 빨강색 취재수첩에

름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위탁보관하고 있다.

는 “5・18사태가 4・19처럼 영원히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한다”라는 글귀가 써져있는데, 당시 기자가 5・18을 역사적
사명감으로 취재하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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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5・18은 침묵을 강요당했

었다. 모든 청문회 과정이 TV공중파를 통해 중계되었으며,

다. 신군부는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희생과 피해를 폭압적으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하에 가감 없이 방영되었다. 이 과정

로 제압했다.

을 기록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이 세계기록유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5・18진상규명운동’으
로 이어졌고, 1980년 중반부터 5・18의 진실을 알리는 목

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5・18진상규명 국회특별위원회 회
의록은 국회도서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소리들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5월을 기록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유족, 피해자, 목격자들의 구술
녹음, 영상녹화, 채록 작업이 이뤄졌다. 총 1,472명의 기록
과 증언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방대한 기록물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
소,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에 분산되어 보존・관리하고 있다. 5・18구술작업은 현재
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6) 피해자들의 병원치료 기록
이 자료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부상을 입은 시민
▲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 피해자들의 병원치료 기록

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물이다. 대개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주지역 내 전남대학
병원, 조선대학병원,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개인병원 등의

▲ 진상규명 회의록

치료 기록이 주를 이룬다. 진료기록에는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피해가 기록
되어있다. 사망 및 상이의 종류・원인・위치 등이 의료기록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으로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의 피해사실과 신군부의 폭력성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에 의해 시

을 밝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각 병원의 진료기록과 치료

행된 피해자보상 과정을 기록한 보상자료가 세계기록유산

일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으로 등재되었다. 당시 보상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5천여 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만 3,880권,

7) 국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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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36쪽에 달한다.

1988년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

1990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법’이 제정

원회’가 구성되어 5・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

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보상

었다. 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 ‘집단발포

의 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총

명령권자와 책임 소재’, ‘미국의 책임여부’, ‘5・18민주화운

5,1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으며, 보상심의 과정에

동의 성격규정’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쟁점을 놓고 사건의

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생산되었다. 이 자료는 5・18민주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기록이자 유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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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해제 문서

▲ 피해자 보상자료

로 평가받은 것이다. 이는 기록을 생산・보존하는 것이 국

을 미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학자들은 5・18민주화

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동력이자 첫 단계임을 역설하

운동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과거 청

고 있다. 현대사 시기의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남미나 남아공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현대사 기록물의 전인미답의 길

등지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과

을 열어주었다. 이후 새마을운동기록물, 이산가족찾기 기록

거청산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광주에서는 ‘진상

물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한국의 현대사 관

규명-책임자 처벌-명예회복-피해보상-기념사업’ 등 5대 원

련 기록물들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계

칙이 모두 관철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5・18광주민주화

기가 되었다.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밝힌 5・18기

은 5・18의 세계화는 물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 한 획

록물 등재 결정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

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으로,

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오늘날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가치와 그 유산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 구도가 종식되는데 기여했다.

세계가 인정해 준 셈이다. 아울러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보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지향이 무엇인가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

를 말해주는 것이다.

권을 위한 전환점으로 널리 인정”(2011년 영국 멘체스터 제
별 피해의 규모와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본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
치

9) 미국의 5・18관련 비밀해제 문서

10차 IAC 회의록)된다는 것이었다. 5월의 기록은 민주주의
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아시아

5•18기록물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

태평양 지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널리 기여했다는 점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 있던 미국은 5・18이 발생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참혹하고 절박했던 모습과 현

하자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

장 그리고 시민의 헌신적 저항 활동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

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와 주한 대사관 사이에 실시간으

록물이다. 또한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화를 열망하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

한다. 5・18기록물이 등재된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종합

로 주고받은 전신 자료 및 국방부와 CIA에서 생산한 문서에

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이다. 민주주의와 인

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민

적이고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에

는 5・18이전 한국의 상황, 12・12관련, 한국군 내부동향,

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물인 5・18민주화운동

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대상 보상 사례

게 공개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설립을 추진하

한국의 주요 정치인물 관련 문건, 5・18당시 시간대별 상

기록물은 2011년 5월 유네스코에 의해 한국 민주화운동이

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였다. 2012년 ‘5・18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황, 미국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인식, 미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세계적으로 인정된 한국현대사 최초의 기록물이 되었다.

실제로 5・18은 아시아지역 민주화운동의 표본이자 영감의

립하고, 5・18 당시 금남로 현장을 지켜봤던 광주가톨릭센

5・18기록물이 등재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원천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인권

터를 매입하여 2015년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당시 미국의 정보력에 기반 해 작성된 문건들은 5・18의

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고문서였

위원회(AHRC) 상임대표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는

이 개관하였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그동안 광주광역

진실규명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정치적 국면에서 결정

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고려대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그 이후의 광주시민들이 인권과

시에서 1994년부터 수집했던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을

적 위치에 있던 미국이 한국과 5・18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장경』,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까지 7종이 이미 세계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벌여온 투쟁은

시작으로, 공공기관, 단체, 연구소, 일반시민이 보관 중이던

하고 판단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년 5・18기록물과 함께

나에게 연대의 상징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물을 기증, 위탁 받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본, 복

비밀해제를 통해 수집한 분량은 A4용지 규격 3,471쪽에 이

『일성록』이 추가로 등재된 것이다. 5・18기록물이 유네스

라고 5・18의 의미를 평가했다.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대

본, DB형태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른다. 원본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CIA가 보관 중이며, 비밀

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 유네스코 기록물에

표 단데니야 자얀티Dandeniya Gamage Jayanthi 역시 “나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4개의 수

해제 된 사본 일부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서 현대사 기록물이 최초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5・18기록

에게 5・18은 인권투쟁을 위한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장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수장고에는 국가기관이

있다.

물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역사적 전환점

평가했다. 이밖에도 5・18은 아시아 인권발전의 표본이자

작성한 문건, 재판문서, 군 자료 등 문서자료, 2수장고에는

이며, 인권기록물로서 인류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기록물

목표로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장, 3수장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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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집담회, 포럼, 학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술행사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로 소책자, 도록 등을 발간하

관리와 보존을 기반으로 기록물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활용

고 있다.

을 통해 ‘공개와 확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처럼 국가폭력이 국민의 존
엄성을 유린하고 짓밟은 비극적 사실을 기록물로 전달한다
는 것은 한계가 많다. 비극적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기 쉽지
않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과거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기 어렵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기록물을 통해 전달하는 문제는 어렵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5・18기록물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의 활용 및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연구・전시로 접

【참고문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이 되다』, 광주광역시, 2013.
•양라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이
후의 과제」, 『조선통신사』2017 가을호, 부산문화재단, 2017.

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고민이 과제로 주어진다. 이에 5・18
기록관에서는 문화적 자극과 공감의 문제에 주목하여 새로
운 유형의 요구에 맞춰 기록물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접근을
위해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를 제작하여 일반 시민과 어린 학
생들에게 캐릭터들이 각자 겪은 5・18 이야기를 들려주는
접근 방식이나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미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수장고

고에는 예술작품, 유물류, 영점수장고에는 영상, 필름, 사진

기록물 명, 유형, 생산기관(생산자), 생산연도, 기증자 정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보관 서고는 보존상자, 오동나무 서

보, 관리번호, 서가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기록물

장에 담아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환경은 서고 온

에 대한 기본 정보값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하

습도를 온도 20℃±2℃, 습도 55%±5%로 온습도를 관리하

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들은 기록관 홈페이지의 검

며, 정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통해 공기질과 수장고 방제 처

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도록 연계되어 있다. 다

리를 하고 있다.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장고는

만 5・18기록물 중 다수가 군 관련 기록물이거나 개인정

일반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사가 전담

보를 포함하고 있어 웹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열

하여 수장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람도 제한된 한계가 있다. 5・18기록관 홈페이지(http://

또한 5・18기록관에 수집된 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개발

www.518archives.go.kr/) 기록보존소를 활용하면 기록관

된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물에 대한 메타정보

소장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며, 전자총서에는 5・18사료총

와 DB자료를 탑재하여 관리한다. 기록물의 메타정보로는

서의 검색과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5・18기록관에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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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亂中日記』는 이순신李舜臣 장군의 진중일기陣中日記로,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조선 침략전쟁인 임진・정유재란(1592~1598) 중에 대부
분을 썼던 일기이다. 현재 ‘난중일기’라는 이 일기의 제목은 이순신 장군이나 그 후손이 특정하
여 붙인 제목은 아니며, 1795년 간행된 『이충무공전서李忠武公全書』에 수록된 일기의 편명을
20세기 이후에 편의상 통칭으로 붙인 것이다. 또 『난중일기』는 두 가지 판본이 전해져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친필로 쓴 초고본草稿本 7책과 1795년 『이충무공전서』권5~8에 활자로
인쇄・수록된 전서본全書本이 있으며 ‘초고본’과 ‘전서본’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완전
히 동일하지는 않다.1)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판본은 ‘초고본’으로 본고에
서 ‘난중일기’라 함은 ‘초고본’과 ‘전서본’을 모두 범칭하는 것이며 판본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기술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난중일기』는 전쟁 중 지휘관이 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직접 서술한 기록으로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지만 전투 상황이나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 소회, 그리고 당시의 날씨나 전
장의 지형,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까지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1차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
고 있다. 또 『난중일기』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며 운문도 포함되어 있어 문학적인 가
치 또한 지니고 있다.

▲ 난중일기 전체

『난중일기』의 형태와 보존내력

년 정유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정유일기」및 「속정유일기」
로, ‘일기무술’은 1598년 무술년에 작성되었으므로 「무술일

『난중일기亂中日記』: 이순신 장군의 진
중일기陣中日記

현재 『난중일기』초고본은 앞쪽 책의冊衣가 없어 1968

기」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정유년 일기는 2책으로 되어 있

년과 2014년 각각 백지 책의를 보장補裝한 「속정유일기續

는데, 「정유일기」는 1597년 4월 1일에서 10월 8일까지 수

丁酉日記」를 제외하고는 각각 ‘임진일기壬辰日記’, ‘계사

록되어 있으며 「속정유일기」는 1597년 8월 4일에서 12월

Nanjung Ilgi: 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癸巳’, ‘일기갑오년日記甲午年’, ‘병신일기丙申日記’, ‘정유

30일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겹치는 날짜의 일기 문장

일기丁酉日記’, ‘일기무술日記戊戌’이라는 표제가 묵서되

이 동일하지는 않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_ 윤인수

어 있는 선장본線裝本 7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편의상 묵서

한편 1595년에 작성된 ‘을미년 일기’는 현재 초고본으로

표제 ‘임진일기’는 1592년 임진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임진

는 전해지지 않고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에 활자

일기」로, ‘계사’는 1593년 계사년에 작성되었으므로 「계사

본으로만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을미일기」로 통칭하고

일기」로, ‘일기갑오년’은 1594년 갑오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있다.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충남 아산牙山의 덕수이씨

「갑오일기」로, ‘병신일기’는 1596년에 작성되었으므로 「병

충무공파 종가를 방문하여 『난중일기』를 포함한 이순신 관

신일기」로, ‘정유일기’ 및 표제가 없는 정유년 일기는 1597

련 유물을 조사・촬영했을 때에도 이 「을미일기」초고본은

1) 『난중일기』초고본과 전서본의 세부적인 차이점은 노승석,『난중일기의 교감학적 검토-그 정본화를 위하여』,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5~22p, 노승석, 「증보교감 완역 난중일기 해제」,『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 여해, 2014, 21~37p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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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중일기 전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된 1795년 이후
2)

1928년 사이에 망실된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보수와 개장이 이루어진 결과로

수 시점은 18세기 전후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었다.4)

이 전해져 오고 있었으며 『난중일기』 역시 이러한 조선시대
양반관료들의 일기 작성을 문화적 배경으로 기술되었던 것

보인다.

으로 보이고 류성룡柳成龍의 『징비록懲毖錄』이나 조경남

아울러 7책이 모두 동일한 크기는 아니며「임진일기」는

이렇게 후대에 이루어진 개장과 보수에 대한 정황상의 추

세로 36.3㎝, 가로 26.7㎝, 두께 1.0㎝, 「계사일기」는 세로

정은 1930년대부터 있었지만 그 근거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

25.1㎝, 가로 27.9㎝, 두께 1.0㎝,「갑오일기」는 가로 26.2㎝,

인할 수 없었다.3) 그러나 2013~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세로 28.8㎝, 두께 1.7㎝ 「병신일기」는 세로 25.7㎝, 가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실시한 전면적인 해체・보존처리

1) 역사적 배경

다. 물론 초고본의 경우 1592년 5월부터 일기가 시작되고

29.9㎝, 두께 0.8㎝, 「정유일기」는 세로 25.3㎝, 가로 29.3

과정에서 「임진일기」앞 책의 안쪽에서 그동안 가려졌던 ‘갑

『난중일기』는 조선시대 일기문학의 전통위에서 1592년

있으나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전서본은 1592년 1월부

㎝, 두께 0.7㎝, 「속정유일기」는 세로 24.2㎝, 가로 25.2㎝,

술년에 표지를 바꾸고 헤진 곳을 기웠다’(歲在甲戌改衣補幣

4월에 발발하여 1598년 11월에 끝난 임진・정유재란 당시

터 일기가 시작되고 있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

두께 0.8㎝, 「무술일기」는 세로 23.1㎝, 가로 27.3㎝, 두께

耳)는 묵서가 발견되었고 역시 「임진일기」와 「정유일기」의

이순신 장군이 겪은 전투, 공무, 신변을 기술한 일기이다. 기

기 3개월 전부터 이미 일기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0.3㎝이다. 이들 7책은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작성하던 시

앞뒤 책의에 붙어있던 조선후기 공문서 휴지休紙들을 적외

본적으로 조선시대 양반・관료들 사이에서 공무나 개인 신

된다.

점에서는 일종의 가철假綴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선 촬영하여 판독한 결과, 대략 1694년에서 1717년 사이에

변 등을 날짜별로 기록했던 일기 문화는 조선전기부터 성행

그러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공무수행과 개인신변을 기

의 모습으로 장책된 것은 1598년 이후 덕수이씨 충무공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난중일기』의 대략적인 개장・보

하여 권벌權橃의 『충재일기沖齋日記』나 이문건李文楗의

록하기 위해 작성했던 『난중일기』는 1592년 4월 이후 임진

『묵재일기黙齋日記』,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 등

왜란이 발발하면서 주로 군사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 진중

『난중일기』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趙慶男의 『난중잡록亂中雜錄』 등과 같이 임진・정유재란
만을 특정해서 기록하려고 한 문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2) 이때 촬영된 『난중일기』초고본 사진의 유리원판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한국사데이터베이스-사진유리필름자료
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3) 朝鮮史編修會, 「解說」,『朝鮮史料叢刊第六:亂中日記草·壬辰狀草』, 朝鮮總督府, 1935,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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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인수, 「『난중일기초고본』의 보존・관리 내력에 대한 고찰」,『국보 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
센터, 2015, 131~1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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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또한 원균元均과의 갈등과 알력은 다른 동
시기의 문헌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반해, 『난
중일기』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다수의 일자에서 확인되고
있어 과거부터 주목되어 왔다.
2) 『난중일기』가 미친 영향과 의미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기술된 『난중일기』는 1598년 11
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노량露梁해전에서 전사한 이후, 아산
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아산 덕수이씨 충무공
파 문중의 가전家傳 문헌으로서 외부에 바로 공개되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말부터 이광진李光震, 이
봉상李鳳祥, 이태상李泰祥 등5) 아산 덕수이씨 후손들이 잇
달아 충청도수군절도사나 삼도수군통제사, 형조참판, 훈련
대장 등으로 출사出仕하면서 가전 문헌에 대한 정리와 보수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술했듯 『난중일
▲ 계사일기

일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전쟁 상황에서 전라
좌도수군절도사全裸左道水軍節度使 및 삼도수군통제사三
道水軍統制使의 주된 공무자체가 일본군과의 전투・경계
・첩보수집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즉 임진・
정유재란 당시 남해안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른 전투와 훈련
및 경계, 첩보수집 그리고 진중의 일상과 가족, 개인신변이
일기의 소재가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열거해 본다면 우선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사천・
당포 해전과 정유재란 당시 명량해전, 수륙합동작전이었던
순천 예교 전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593년부
터 시작된 명나라-일본의 강화협상 과정에서 명나라와 일본
의 움직임이나 첩보수집 등도 일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밖에 전투, 경계, 첩보수집이 아닌 진중에서의 일상이
나 가족관계, 신변 등도 일기의 소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아들들에 대한 걱정, 유성룡 등
지인 및 조정 관료들의 신변이나 동향 등도 일기의 소재로

기』 초고본 역시 이때 1차적인 정리와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이후 『난중일기』가 인쇄간행된 것은 1795년 정
조正租의 명으로 『이충무공전서』가 간행된 때로 각처에 반
사頒賜되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이 19세기말 개화와 더불어 제국주의 열강과 맞
닥뜨리게 되면서 이순신 장군과『난중일기』는 근대국민국
가 수립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상징으로 재인식되기 시작
한다. 신채호申采浩, 박은식朴殷植 등은 『난중일기』와 『이
충무공전서』를 바탕으로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
전』,『고금 수군의 제일위인 세계철함 발명 시조 이순신전』
을 각각 내놓기 시작했고 이는 1910년 국권피탈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윤재李允宰, 이광수李光洙는 1931년과 1932년
각각 『성웅이순신』,『이순신』등 이순신 관련 전기와 소설들
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난중일기』자체가 이순신 장군이 직
접 기술한 사료史料였던 만큼 이순신을 상징으로 하는 애국
계몽・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2차 저작물은 『난중일기』
를 1차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5) 이광진(1646~1696)은 이순신 장군의 손자인 이지석李之晳의 셋째아들로 1671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판관, 충청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693
년 김육金堉이 쓴 이순신 신도비를 세웠다. 이봉상(1676~1728)은 이순신 장군의 5대손으로 1702년 별천別薦으로 출사하여 형조참판, 훈련대장, 삼도수군통
제사, 충청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당시 반란군에게 사로잡혀 순절하였다. 이태상(1701~1776)은 역시 이순신 장군의 5대손으로
▲ 임진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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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 무과급제, 삼도수군통제사, 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장초』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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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정유일기 필사즉생 필생즉사 부분

1930년대까지 『난중일기』의 활용은 주로 전서본을 저

져 『난중일기』는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

의 전쟁일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전사사료戰史史料로

1) 전쟁

본으로 참고하여 번역해 왔으나 1935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었고, 이후 현대 한국인들의 임진・정유재란에 대한 인식은

서 임진・정유재란 기간 수군의 전투, 경계, 첩보수집, 훈련

『난중일기』에는 임진・정유재란 전기간에 걸쳐 모든 해전

1928년에 아산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촬영한 것을 바탕으

물론 민족의식에까지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등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난

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전과가 컸던

로 『난중일기초・임진장초亂中日記抄・壬辰狀草』를 간행

중일기』는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개인 일기이므로 가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 등은 장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일

하면서 초고본의 탈초脫草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난중일

족, 지인들과 관련된 내용이나 상관이나 동료, 부하에 대한

기에 나오지는 않는다. 일기에는 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

개인적인 인상도 가감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천해전, 당포해전이, 정유재란 당시에는 명량해전, 순천 예교

신변잡기에 관한 내용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 절에서는 『난

성 전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명량해전의 직전 상황 및

중일기』의 주요 내용을 크게 전쟁, 가족, 갈등, 신변으로 나

전투 경과와 관련된 당대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장계

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내용 및 서지 연구가 이루어질 수

『난중일기』의 주요 내용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이은상李殷相에 의
해 1960년 전서본, 1968년 초고본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

전술한 바와 같이 『난중일기』는 임진・정유재란 기간 중

6)

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6) 아래 『난중일기』번역문은 여해연구소 노승석 소장의 번역을 참고하였다.(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난중일기 –전장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록으로』, 문화재청 현
충사관리소, 10~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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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를 후손이 필사・성책한 것으로 보이는 『임진장초壬辰
狀草』 등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정유일기」, 「속정유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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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나오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1월 18일 정유 맑음. (전략) 만호(이여념)와 수사의 군관
4월 13일 계해 맑음. (전략) 얼마후 종 순화가 배로부터 와

전윤田允이 와서 만났다. 전윤이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으

9월 15일 계묘 맑음.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

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

로 붙잡아 왔는데 이편에 들으니 원수(권율)가 방해하려 한

고 우수영 앞바다에 진을 옮겼다. 벽파정 뒤에 명량이 있는

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바로 게바위(蟹巖)로

다.”고 했다. 우스운 일이다. 예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

데 수가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수 없었기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

이 이와 같았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여기서 그대로 잤다.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

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 없었다. 후에 대강 적었다.

- 「갑오일기」1월 18일 일기

- 「정유일기」4월 13일 일기

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
다’(必死則生 必生則死)라고 하였고 또 ‘한사람이 길목을 지

한편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이 충청도

6월 18일 을축 맑음. 아침에 원수의 군관 조추趙揫가 전

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아산에 침투하자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인 면葂이 이들과

령을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원수가 두치에 이르러 광양현

했는데 이는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장수들이

싸우다 전사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이순신 장군의 비

감(송전)이 수군을 옮겨다가 복병으로 정할 때 사사로운 감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

통한 심정이 역시 당시 일기에 그대로 실려 있다.

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재삼 엄중히 약
속하였다.(후략)
- 「속정유일기」9월 15일 일기

▲ 갑오일기

하려 하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큰 소리로 부르니 놀라 깨
9월 16일 갑진 맑음. 이른 아침에 별망군이 와서 보고하

어 일어나셨다. 숨을 가쁘게 쉬시어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

기를 “적선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명량을 거쳐 곧

지 않으신 듯 하니 감춰진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다. 그러나

장 진지를 향해 온다.”고 했다. 곧바로 여러 배에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데는 착오가 없으셨다.(후략)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척이 우리 배들을 에

- 「갑오일기」1월 11일 일기

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스스로 적은 군사로 많은 적과 싸우
는 형세임을 알고 회피할 꾀만 내고 있었다. 우수사 김억추
가 탄 배는 이미 두 마장 밖에 있었다. 나는 노를 급히 저어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地字, 현자玄字 등의 총통을 마구 쏘
아대니 탄환이 나가는 것이 마치 바람과 우레처럼 맹렬하였

이순신 장군은 1597년 백의종군중에 결국 모친상을 당하
게 되는데 당시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일기에 담겨있다.

다. 군관들은 배위에 빽빽이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치듯 어지

10월 14일 신미 맑음. (전략)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
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
이 먼저 떨리고 마음이 조급하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펴서 글씨를 보니 겉면에 ‘통곡’ 두 글자가 씌여 있어서 면이
전사했음을 알고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놓아 통곡하
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신고. 간담이 타고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
문에 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아 있은

을 주고받거나 서로 내왕한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

3) 갈등

히 모친에 대해서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친의

이순신 장군도 조선이라는 국가의 군사조직에 속해 있던

1월 11일 경인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
를 뵈려고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음천에 도착하였
다. 남의길, 윤사행, 조카 분芬과 함께 갔다. 어머님께 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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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우도수군절도사였던 원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

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특한 기질이 남달라서

- 「속정유일기」10월 14일 일기

건강을 염려하는 초조한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 「갑오일기」6월 18일 일기

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

를 지내는 것 같구나. 이 날 밤 2경에 비가 내렸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친, 부인, 아들들과 소식

지 않았다.

고 있던 상황이나 보급품 배분을 둘러싼 알력, 술주정 등이

남은 채 부르짖어 통곡할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

2) 가족

통탄스럽기 비할 데 없다. 이날 경상우수사가 초청했으나 가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이치가 어디 있겠는

곳이 없어 아직은 참고 연명한다마는 내 마음은 죽고 형상만

- 「속정유일기」 9월 16일 일기

항曺大恒의 말만 듣고 사사로이 행한 것이 이렇게도 심하니

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균과 작전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

지내고 함께 울고 싶건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미가 의지할

다 했다.(후략)

이었다.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원수가 서출 처남인 조대

찢어지는 듯 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맞거늘,

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함께

러이 쏘아대니 적의 무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

정을 이용했기에 군관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물으려 한다는 것

8월 26일 정미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원수사가 왔다. 얼마
뒤에 우수사와 정수사를 함께 만났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가리포첨사는 곧 돌아갔다. 흥양현감도 와서 명절음식을 대
접하는데, 원공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조금 주었더니 잔뜩
취하여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지껄였다. 매
우 해괴하였다.(후략)
- 「계사일기」8월 26일 일기
6월 4일 신해 맑음. 충청수사, 미조항첨사 및 웅천현감이
와서 만나고 바로 종정도를 놀게 했다. 저녁에 겸사복이 유
지를 가지고 왔다. 내용은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협력

만큼 조직내 상관, 동료, 부하와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개인

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예전의 폐습을 모두 바꾸라.”는 것

적 인상이나 불만 등도 『난중일기』속에는 가감없이 드러나

이었다. 통탄하는 마음 어찌 다하랴. 이는 원균이 술에 취하

고 있다. 우선 상관이었던 도원수 권율權慄에 대한 기록을

여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살펴보도록 하자.

- 「갑오일기」6월 4일 일기

▲ 정유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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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변

차 어려웠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 패문牌文에 대한 답

이순신 장군이 개인 신변에 관한 기록도 『난중일기』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활쏘기에 대한 기록이나 진중
에서 휘하 군관 및 군사들과의 회식 등도 일기에 나타나고
있다.

8월 21일 기묘 맑음. 4경에 곽란霍亂이 일어났다. 몸을 차

다. 동아시아에서 16세기는 전장에서 화약병기가 본격적으로

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글모양을 이루지 못했다. 원수사가 손

게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여 소주를 마시고 치료하려는데,

운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난중일기』는 특히 당시 조선 수

의갑孫義甲을 시켜 지어 보내게 하였지만 그 역시 매우 적

인사불성이 되어 거의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군의 주요 전술, 특히 총통과 같은 화약병기의 운용양상을 보

합하지 못하였다. 나는 병중에도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을 시켜 써서 보내게 했다. 미시未時에 배를 출
발시켜 밤 2경에 한산도 진중에 이르렀다.
- 「갑오일기」3월 7일 일기

8월 22일 경진 맑음. 곽란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용변도
보지 못하였다.
8월 23일 신사 맑음. 병세가 매우 위중해져 배에 머무르
기가 불편하였다. 위험한 전투지역도 아니기에 배에서 내려
포구 밖에서 잤다.
- 「속정유일기」8월 21~23일 일기

여주고 있어 참고가 된다. 조선수군의 주요 교전수칙인 총통
일제사격과 뒤이은 사수射手의 궁시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 『난중일기』는 문학적인 차
원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군사적인 공무를 기술한
부분의 문장은 대체로 간결・명료하다. 특히 김훈이 『칼의

『난중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된 이유와
가치

노래』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는 『난중일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7) 이
에 반해 자연풍경에 대한 소회나 모친과 막내아들의 죽음을

임진・정유재란 자체가 16세기 동아시아에서 발발했던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격정적으로 절절한 감정을

대규모 국제전쟁이었기에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한 장군이 손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난중일기』속에는 일기만 수록되

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난중일기』는 근세 동아시아 역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문이나 독후감, 서간문 초안으로 보

사에 있어 특급 사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난중일기』가

이는 문장도 일부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문장이 유려하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중요한 이유이

시세에 부합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 하다. 또한 당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교전 당
▲ 병신일기

▲ 속정유일기

5월 5일 신미 맑음. 이날 새벽에 여제厲祭를 지냈다. 일찍
아침밥을 먹고 나가 공무를 보았다. 회령포만호가 교서에 숙
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와서 모이고 그대로 들어가 앉아서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 나그네 회포가 산란해지고

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반해 해전에 대한 사료는 상대적

홀로 배 뜸 밑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 번거롭다

으로 희소했던 상황에서 『난중일기』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각

달빛이 뱃전에 들자 정신이 맑아져

별하다고 할 것이다.

잠도 이루지 못했거늘 벌써 닭이 울었구나

「임진일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사천・당포・당항포 해

위로주를 네 순배 돌렸다. 경상수사는 술잔 돌리기가 한창일

- 「계사일기」7월 15일 일기 시문(노승석 옮김)

전의 경과와 거북선의 첫 출전과 활약상, 일본군의 전선(아

때쯤 씨름을 시켰는데, 낙안군수 임계형林季亨이 일등이었

다케부네로 추정)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

다. 밤이 깊도록 이들을 즐겁게 뛰놀게 한 것은 굳이 즐겁게

하며 「정유일기」및 「속정유일기」, 「무술일기」에서는 명량

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난중일기』의 지금 그리고 미래

해전과 순천 예교성 전투의 경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명량

노고를 풀어 주고자 한 계획이었다.
- 「병신일기」5월 5일

또 이순신 장군이 진중에서 얻은 지병과 숙취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기도 확인해 볼 수 있다.

3월 7일 을유 맑음.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뒤척이는 것조

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조차도 지상전에 관련된 사료는 비

▲ 무슬일기

해전 관련 일기는 이에 대한 장계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

『난중일기』는 현재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 소장・관

서 전투 경과가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명량해전에

리하고 있다. 1959년 당초에는 『난중일기』 포함 다른 이순

대한 유일한 당대사료라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가 크다고 할

신 장군의 유물과 함께 ‘아산이충무공난중일기및유물’이라

수 있다.

는 명칭으로 국보 제465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62년에는

또 『난중일기』는 전사사료의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간첩』과 『임진장초』를 포함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하여‘이순신난중일기및서간첩임진장초’라는 명칭으로 다시

7) 김훈 초청 현충사 충무공고택 고택정담,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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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76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책 전체면에 대한 스캔 및 디지털화가 실시된 결과물로 일

1969년에는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가에서 『난중일기』 7

기 초서체를 정서正書된 원문과 대조하며 열람할 수 있다.

책을 문화공보부 현충사관리소로 기탁하였고 현충사관리소

이밖에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전서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내 유물전시관에서 일반에 상설전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http://www.nl.go.kr/nl/), 한국고전 번역원 한국고전종합

후 1999년 현충사관리소는 문화부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DB(http://db.itkc.or.kr/)에서 전체면을 열람할 수 있다.

바뀌었으며 2011년 기존의 노후된 유물전시관을 대신하여

이렇듯 『난중일기』는 다양한 번역본과 디지털화 작업으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기념관내 제2 상설

로 누구나 비교적 쉽게 그 내용과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

전시실에서 원본전시되었다.

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영화・애니메이션・게임이 제작

2013년 6월에는 『난중일기』가 ‘새마을운동기록물’과 더

되기도 하는 등 문화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난중

불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일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콘텐츠 활용을 넘어 이순신 장군

World)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는 유

의 활약과 『난중일기』속 내용들을 보다 내밀하게 국민들에

네스코로부터 빛에 취약한 지류유물의 특성상 『난중일기』

게 전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원본을 상설전시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권고를 받게 된다.

것으로 보이며,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를 세계에 알릴

이에 대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는 2013~2014년 동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안『난중일기』 7책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보존처리를 국립

다. 특히 영역본의 경우, 초역인데다 번역된지 시간도 많이

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함과 동

흐른 상태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시에 상설전시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복제본을 제작하였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원본은 수장고에 보존・격납하고 정밀복제본
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난중일기』는 1955년 북한에서 홍기문洪起文에 의해 최
초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래 1960년과 1968년 대한민국에
서 이은상에 의해 전서본과 초고본이 차례로 완역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번역본이 출
간되어 국민들에게 애독되고 되고 있다. 또 외국어로 번역
된 사례로는 1977년 하태흥河泰興에 의해 영어로 초역抄
譯된 바 있으며 2000~2001년 기타지마 만지[北島萬次]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2013년에는 올레그 피로젠코
(О.С.Пироженко)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2015년
에는 베트남어로도 번역되었다.
『난중일기』초고본은 한문, 초서草書로 작성되어 있어 오
랜기간 한문과 초서를 연수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원문을
읽어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필치를 직접 느
껴보고자 한다면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
memorykorea.go.kr/) 사이트에서 7책 전체면을 총천연
색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다. 2004년 『난중일기』초고본 7

180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81

1970년 새마을가꾸기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 소
득증대 등에 기여했다. 또한 빈곤극복과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
당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그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이 제공 되었기에
가능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우수마을 우선지원’원칙이었다. 이는 새마을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을 투입하
였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
일례로 새마을운동 초기 마을주민들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협동하고, 정부는 마을
안길 확장, 교량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 마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될 시멘트와
철근 등의 원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이 이루어 졌다. 일부 주
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외에도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희사하기도
하였다.
마을주민,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새마을운동 추진 의지를 불태운
또 다른 방법은 새마을교육이었다. 독농가연수원으로 시작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근면勤
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의 새마을정신교육, 생활교육과 실천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분임토의
와 다짐을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마을 단위에서 수집한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들을 보면 새마
을운동 전개 과정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역량과 자주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새마을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이러

▲ 새마을역사관내 세계기록유산 새마을자료관

한 주민들의 자율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여성의 참여, 주민간 신뢰 및 공동체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1) 축적에 일조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도 설명 될 수 있다. 1970년대 국가차원의 중앙

새마을운동 기록물

정부로부터 도, 군, 읍·면 등의 지방정부와 마을단위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사업에 대한 점검제
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체제는 민民-관官의 상호 이해, 상호 책임의식을 증진

The Archives of Saemaul Undong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명식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차 유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1970년

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부터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부,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연수원 2) 등에

World)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서 생산된 새마을운동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일컫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 했고, 유네스코는 등재를 결정했다.

는다.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서 보

1)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의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조정, 협력,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2)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당초 1972년 1월 14일 독농가연수원으로 설립되었고, 1973년 5월 31일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음.

182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83

존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연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원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보존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새마

Pacific) 등은 새마을운동을 빈곤퇴치모델로 채택하였다.

을운동 기록물이 있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도 수집활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개발도상국을

동을 펼치고 있다.

비롯한 해외의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년대 전국 34,000여개의 마을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 있다.

에서 전개된 농촌근대화에 관한 종합적 기록이다. 이 기록
물에는 빈곤퇴치, 마을환경 개선, 새마을정신 계발, 농촌여

기록물 형식

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민들의 리더십 개발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빈곤퇴치와 농촌개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기구와 개발도상국가에 매우 귀

총 22,084건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437건을 소장하고

중한 자료이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

있고, 국가기록원이 14,647건을 소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한 초석이자 인류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민간의 마을단위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유엔

서 생산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정부기관

[표11-1]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형태(총 22,084건)
구분

문서

원고

카드

수량

11,769

166

52

▲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편지

전개과정을 잘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에 288건의 기록물이 보

준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50건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

존되고 있다.

고 있다.

(단위:건)

녹음, 동영상

사진, 필름, 앨범

948

4,500

통장

도면

7

5

차트
525

[표11-2]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주제별 분류와 소장처(총 22,084건)

편지
4,112

(단위:건)

2) 중앙, 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법령 제정, 지

4)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편지

원시책 실시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

라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

마을사업을 성공시킨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생한 활동기록이

주 제

수 량

소장처

다. 이 기록들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조직·기

다. 이 사례는 다른 마을로 전파되어 새마을운동 성공모델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기록물

288

국가기록원

능·역할·활동 등을 보여준다. 특히, 공보처와 국립영화제작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편지는 그들을 교

중앙, 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14,199

국가기록원

소에서는 새마을교육과 홍보를 위한 영화와 사진첩 등을 제

육시킨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원장에게 사업 현장에서 부딪힌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 기록물

750

새마을운동중앙회

작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사업을 통해 변화된 마을과 참

애로점을 토로하고, 원장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을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편지

4,042

새마을운동중앙회

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여준다. 4,042건의 관련 기록물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보

시민·단체·기업들의 편지, 기증서

160

국가기록원

14,199건의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다.

존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산 기록물

2,645

새마을운동중앙회

3)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 기록물

5) 시민·단체·기업들의 편지, 기증서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도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생산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민·단체·기업 등 많은

는 새마을운동의 이념, 목표, 정신 등을 자세하게 밝힌 대통

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마을 규약, 마을 회의록, 사업계획서,

곳에서 편지, 성금, 성품 등을 대통령이나 정부에 전달하였

령의 친필 원고와 연설문들이 포함되며, 새마을운동의 종합

작업일지, 결산보고서, 실적대장 등과 같은 자료들이 친필

다. 이 속에는 가난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

1)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기록물

적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을 보여주는 계획서·보고서 등이 대

원고와 문서 형태로 남아 있다. 특히 마을 회의록에는 사업

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들 편지에 일일이 회신하여 새마을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비서실은 새마을운동 전

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 형태로 남아 있다. 이 기록물들

명, 토의 안건, 일시, 문제점과 대책, 작업실적 등이 상세하

동이 전개되는 동안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공간이 되었다.

담 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문서를 생산하였다. 여기에

은 대통령의 확고한 농촌발전 의지와 새마을운동의 전체적인

게 기록되어 당시 진행되었던 새마을사업의 모습을 잘 보여

국가기록원이 160건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 생산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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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산 기록물

마을운동은 식민지배, 한국전쟁, 오일쇼크(oil shock), 남북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새마을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훈련

한 대치, 극심한 식량부족 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

농촌여성들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마을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과거의 영광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시킨 곳으로 교육자료를 생산했다. 새마을교육은 근면·자

져있던 대한민국의 34,000여 개 모든 농촌 마을에서 전개된

운동에 참여했다. 남녀차별로 마을회의에서 배제되었던 여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새마을교

조·협동의 정신교육과 분임토의, 성공사례, 현지견학, 과학

농촌발전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농촌

성들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됨

육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적 영농기술 등 실천교육을 강조했다. 새마을교육 관련 자

마을 주민들의 성공스토리와 새마을지도자와 국가지도자,

으로써 농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크게 향

출신 교육생들은 빈곤퇴치, 농촌개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

료로는 교재원고, 성공사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수료생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빈곤에

상되었다.

상 등을 목표로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참고하고 있다. 이와 같

명부, 생활기록부, 분임토의 차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

시달렸던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새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농촌근대화를 이끌 수

은 자료들은 대한민국 각지의 역사관에 전시되거나 화보, 영

계자들의 구술자료 등이 있다. 2,645건의 관련 기록물을 새

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소득증

있었던 것은 ‘잘 살아보자’는 농민과 농촌의 사회적 열망과

상, 책자 등으로 제작되어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사업에 활용

마을운동중앙회가 보존하고 있다.

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했다. 이

자발적 참여 때문이었다. 농촌사회의 열망과 참여는 단순히

되고 있다.

밖에도 공동작업 도입, 농로개선, 농경지정리, 농기계 도입,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잘 사는 마을 건설을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향상과 과학영농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마을 발전을

5) 온전한 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

실현하여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해 노력했던 농민과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마을 공동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국가기록원에 의해서 수집된 자

기록물의 의의

가능했다.

4) 국제사회발전을 위한 자료

체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1) 농촌근대화의 성공스토리

2) 자발적 주민참여의 증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년대부터 1979년까지 전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농민, 여성,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된 대한민국 농촌근대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이다.

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행
정부처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새마

3) 대체 불가능한 세계 유일무이한 기록물

을지도자연수원이 생산한 교육 자료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인의식과 개척정신을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은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가능

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관리하고

1960~1970년대 많은 국가들에서 전개되었던 빈곤극복, 농

불러일으킨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에 관한 기록이자, 주민들

했다. 그 추진과정과 실적을 볼 때 새마을운동과 같은 사례

촌부흥, 지역개발 등 경제개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잘 사

의 자발적 참여로 이룩한 마을발전의 기록이다. 새마을운동

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기록

는 농촌’을 실현했던 성공 사례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새

의 성공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조정신이 있었기에

물 역시 세계 유일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새마을운동 교본(1972년)

있다.
과거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
냈다는 점, 그 자료의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

▲ 월간새마을 창간호(1972년)

▲ 새마을 수첩(1975년)

3)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http://archives.saemaul.or.kr에서 볼 수 있음.
▲ 새마을역사관내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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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대통령령

제6104호)는 1972년 3월 7일부터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 각 부처 차관 12명을 위원으로 하여 운영 되었다. 협의회의 목적
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협의·조정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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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운동 기록물은 온전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전국으로 전하기 위해 잡지 월간 새마을 발행을 시작했다.
이후 1989년까지 발행된 월간 새마을은 그 달의 새마을사
업 진행 상황, 대표 모범사례, 농가소식 등을 기사로 엮어냈

주요 기록물3)

다. 기사 외에 독자 참여 코너와 연재소설, 만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1) 새마을교본
4)

중앙정부 각 부처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지도

1976년 9월호부터 1979년 4월호까지 제작된 월간 새마

자연수원은 원활한 새마을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재

을은 농촌판과 도시판으로 나뉘어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를 제작하였다. 그 중 독농가연수원과 내무부에서 공동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독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제작한 1972년도 새마을교본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안

있도록 하였다.

내서로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내무부국장, 대통령특별보좌관, 대학교수 등의 강의내용이

4) 새마을운동 소개

정리된 이 책은 새마을정신 계발, 농민지도기법, 협동, 새마

1979년 영어로 제작된 새마을운동 소개 음성 자료로써,

을 가꾸기 완성사업, 소득사업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연혁에 대해 이야기하

리고 부록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를 담고 있어

고 있다.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마을개발, 성공사례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소득증대사업과 마을

있었다.

의 농업기술 근대화, 연수원의 기술훈련에 대해 언급했다.
후반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 새마을 화보
1972년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작을 시작한 이후로 1987년
까지 발행된 새마을 화보는 매년 전국에서 추진된 새마을운
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다. 농수로 정리,
▲ 새마을교육수료앨범(1974년)

마을안길 포장, 공동농장 만들기, 마을다리 건설 등 살기 좋
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전면
컬러화보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새마을 화보는 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단순히 나열하는 선
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해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사업유
형별로 분류한 다음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
에 발행된 새마을 화보는 새마을운동의 지도이념에 대한 설
명이 담겨있어 정부에서 추구하는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1974년부터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버전이 출판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월간 새마을
1972년 1월 대한공론사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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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토의 차트(1977년)

▲ 동막마을 새마을사업 회의록

▲ 동막마을 새마을회 금전출납부

▲ 동막마을 새마을사업비 지급 내역

▲ 동막마을 새마을사업비 결산서

(1979년)

(1977년)

(1979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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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현대적 활용

농민들을 위해 편리한 복지사회를 완비할 것과 식량의 자급

8) 마을단위 생산기록물

자족,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뤘다. 약

각 마을별로 어떻게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는가를 알아보

28분 분량의 이 음성파일은 릴테이프 형태로 저장되었는데,

기 위해선 사업별 작업일지, 회의록, 사업계획서, 회계장부 등

3) 세계적 중요성

음성파일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작성된 시나리오와 영상 슬

각 마을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유기

6월) 기록물이자 대한민국 국가지정기록물(2011년 12월)이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3년

라이드도 함께 존재한다. 영어버전 외에도 일본어, 불어, 스

마을 회의록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대

적으로 연계된 민관협력의 성공 모델이다. 추진 과정에서

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과 기록물의 역사적 의의

페인어버전 등도 제작되어, 이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국가

한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회의록 작성 시 회의에 참여

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를 되새기고, 영구 보존 및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홍보를 실시할 수

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련 없

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마을의 민주화를 앞당겼다. 특

사업의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있었다.

이 모두 적어 반영했는데,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

히 전국의 34,000여개 모든 마을에 여성 지도자들을 한 명

7,437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과 3,015건의 국가지정

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계장부 등을 통해선 새마을사업 추진

씩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

기록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1970년대 마을단

5) 분임토의 차트

을 위해 모은 마을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되는 과정을

성 리더십 개발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은 농촌

위 기록물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록물의 디지털화, 해제

분임토의 차트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한 지도자를

알 수 있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공 사례

및 번역, 색인정보 정비, 온라인 아카이브 고도화 등 이다.

비롯한 공무원, 학생 등 교육생들의 활동내용을 엿보기에

기록물 평가

적합하다. 교육생들은 반별토론을 통해 각자의 마을에서 새

로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다.
4) 희귀성

1) 기록물 디지털화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통령, 정부 각 부처, 교육 기관, 마을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

마을운동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1) 진정성

거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마을사업 추진상황과 추진 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여 빈곤퇴치,

지도자, 주민 등 다양한 운동 주체가 직접 생산한 종합적인 농

해 전자기록관리 관련법과 표준을 적용하여 보존용과 서비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생활환경 개선, 영농의 과학화, 정신혁명, 리더십 개발, 여성

촌근대화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연설문 원고와 서명

스용으로 구분하여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고, 해당 기록물을

한 해결방안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한민국 근대화

이 수록된 행정문서, 농민들이 작성한 회의록, 새마을지도자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증언이다.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중앙 및 지방 행정부

들의 원고, 시민들의 편지 등 작성자들의 친필로 쓰여진 자료

따라 보존하고 있다.

6) 수료생 앨범

처,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 마을 등이 생산한 이

들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교육받은 수료생, 당시의 교육내

기록물은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어떤

각에서 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성공요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한

2) 기록물 해제 및 번역

용 등에 관한 정보는 수료생 앨범에 담겨 있다. 앨범에는 당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원본이며 1차적

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권자, 연구자, 마을 발전을 희망하는 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소장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시 새마을교육에 참가했던 수료생들의 증명사진을 비롯해 반

자료이다.

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사

7,437건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2,000여건의 기록물 내용과

한 사례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훼손되거

특징, 의미를 중심으로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
도록 기록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제와 번역을 실시하고 있다.

별 생활신조와 교육현장 사진이 실려 있으며, 앨범의 끝부분
에는 수료생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담겨 있

2) 독창성 및 비대체성

나 없어진다면 농촌근대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심대한 손

다.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괄

실이 될 것이다.

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해제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자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7) 수료생 편지

국가이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식 발전 모델을 학습

5) 원형성

해제 내용은 해당 기록물의 서지정보, 정의, 주요내용, 용어정

새마을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편지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첫 걸음이 새마을운동이었다. 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해서 수

리,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비롯해 교육소감, 교육 이후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 새마을지

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빈곤퇴치, 농촌개발, 경제발

집된 자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되어 있다. 국가기록

도자로서의 각오 등이 적혀 있다. 그들은 새마을지도자연수

전 등을 이룩했다. 특히 농가소득은 1970년 825달러에서

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

원 원장에게 사업 현장에서 부딪힌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조

1979년 4,602달러로 급속히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원고 등을 원본 그대로 소장·관리하

언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했다. 이에 원

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마을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으

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관련해 새마을

장은 교육생들의 편지에 답장을 해주면서 그들과의 소통을

며, 위생환경·생활공간·농업시설 등 농촌사회의 생활구조가

지도자연수원 이 생산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

이어나갔고, 피드백을 통해 얻은 의견을 교육과 사업추진에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당시 최빈국 중 하

표적인 성공 마을들의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반영토록 했다.

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초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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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3] 해제 내용
서지정보

기록물 철·건 관리번호, 제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등

정

기록물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

의

주요내용

해제 기록물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

용어정리

기록물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

의

해당 기록물의 의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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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4] 해제 및 번역대상 기록물(총 7,437건 중 2,091건)

(단위:건)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월간 새마을, 새마을운동 만화,

대분류

소분류

대상

마을기록물

마을단위 기록물

750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단위 현장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

성공사례 원고

90

새마을지도자들의 육필 성공사례 원고로서 활동사례를 정확히 파악 가능 자료

수료생 서신철

210

새마을교육 수료생이 새마을지도자 연수원과의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

수료생명부

152

교육과정별 수료생 인원과 변화를 지역별, 연도별로 알 수 있는 자료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결과

분임토의 결과보고

165

새마을교육 결과물로서 교육 참여자의 활동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

물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새마을교육 결과보고

12

연도별로 새마을교육현황 및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새마을단체창립
관련 기록물

Information Strategy Plan)에 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중

14

민간 새마을단체의 창립과 주요사업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앙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대한민국 국가지정기록

교육교재 원고

64

당시 새마을운동 교육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물인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

새마을로가는길
원고

7

대통령과 지도자의 대화 내용으로 당시 국가 지도자와 새마을지도자 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분임토의 차트

523

새마을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의 활동이 잘 드러나는 자료

녹음테이프

50

교육과정별 분임토의 발표와 강의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슬라이드

17

새마을운동 당시 현장 사진과 현황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

수료앨범

37

새마을교육에 참가했던 수료생들의 사진, 생활신조, 교육현장사진, 교육정보 등
을 알 수 있는 자료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및 편지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교육관련
자료

기록물 특징

온라인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요내용과 용어정리 부분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Archival Description)을 준용하여 생산기관, 생산년도, 철·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영문으로

건 제목, 공개여부, 위치 등의 색인정보를 조사하여 기존 목

번역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 경험을 요청하는 개발도

록정보의 오류와 정확도를 확인하여 수정·정비하고자 한다.

상국가 또한 새마을운동과 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접하고 이

또한 새마을운동 기록물만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신新 분

를 응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류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3) 기록물 색인정보 정비

개발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해제와 영문서비스 제공은 기록관리 분야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
기를 희망한다.

4) 온라인 아카이브 고도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6년부터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색인정보 정비 후 정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디지털화의 대상은 유

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 온라인 아카이

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포

브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셜미디어(Social

함하여 기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데 의미

Media) 기능과 반응형 웹 기능,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

가 있는 중요 기록물들이다.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또한, 새

약 7,400철 정도가 되는 보유 기록물에 국제표준기록

마을운동중앙회는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기록

물기술규칙(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원은 물론 기록물 관련 기관들도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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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책판儒敎冊板’은 조선시대에 서책을 발간하기 위해 목판에 판각한 인쇄용 책판들이다.
이 기록물은 조선시대 유교적 신념을 후대에 전하고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출판 시스템의 중요 증거물들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유교적 이념을 실
현했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
들을 고안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과 기록을 보존 가능한
기록물로 만들어서 후대에 전하려 했던 문집 발간이었다. 이러한 문집들을 발간하기 위해 나
무판 위에 글자를 새겨 넣은 문집의 원형을 ‘책판’이라고 하는데, ‘유교책판’은 이러한 책판들
을 모아 놓은 콜렉션이다.
조선시대 책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책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전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각되고 제작되었다. 유교책판의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선현들의 말씀을 후대
가 읽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이념에 따라 이것을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유교의 인륜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나무를 준비하고 판각을
하며, 이를 통해 책을 만드는 과정은 어느 개인이나 문중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유교책판은 문집의 발간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 출판 형태로 만들어졌으
며, 이 과정에서 유교적 지식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였다.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유교책판’은 305개 문중과 서원 등의 기탁
처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점으로,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제작되었다. 현재 경
상북도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전경

한국의 유교책판

유교책판의 형태와 형식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목판에 글자를

씨 백담문중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1년 한국국학진흥원에

새겨 넣은 기록물이다. 유교책판은 유학자들의 문집을 비롯하

기탁한 것이고, 『퇴계선생문집』(경자본)은 도산서원에서 관

여, 성리서와 족보, 예학서, 역사전기서, 훈몽 수신서, 지리서

리해 오다가 2004년 기탁한 기록물이다. 만약 기관의 설립

등을 간행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 기록물들은 각 문중이나 서원 등에

305개 문중과 서원 등의 기탁처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점

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록유

이다.

산이 훼손・멸실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담선생문집』과 같은 경우는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능성구

한국국학진흥원 _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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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백

‘305개 문중이나 서원 등의 기탁처’는 지금까지 유교책판

718종에서 ‘종’은 1종의 문집이나 저작물을 의미한다. 예

을 보관해 오다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던 기탁처를 의

컨대 『퇴계선생문집』을 만들기 위한 목판을 1종으로 보며,

미한다. 유교책판은 6만여 점이 넘는 현재의 모습을 원래부

1,600년에 제작된 『퇴계선생문집』(경자본)은 691점으로

터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중에 흩어져서 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백담선생문집』 1종은 173점으로 구

관 및 관리되어 오다가 한국국학진흥원 설립과 함께 목판을

성되어 있는데, 모두 결락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7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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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6점은 종수로는 총 718종이며, 그 전체 목판의 수가
64,226점이라는 의미이다. 이 종수를 큰 틀의 종류로 분류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책판의 종류별 분류표
종별

문집

성리서

족보

예학서

수량

583

52

32

19

18

비율(%)

81.2

7.2

4.5

2.6

2.5

유교책판 1점의 크기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문
집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유사한 모

역사 전기서 훈몽 수신서

지리서

기타

합계

7

3

4

718

1.0

0.4

0.6

100

다. 그만큼 책판 자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로 450~600mm, 세로

책판의 나무는 반드시 활엽수를 사용했는데, 조사결과 고

180~250mm, 두께 20~30mm, 무게 2,000~3,000g 내외이

로쇠 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박달나무나 거제수나

다. 물론 나무의 가공 과정에서 이 보다 무게가 많거나 두

무, 감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오리나무, 돌배마누, 피나무,

께가 굵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책을 발간하기 위한 어느

은행나무 등이었다. 이에 비해 마구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

정도의 표준 크기는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판

운 소나무 등을 사용했는데, 반드시 책판과 뒤틀림 방향을 어

한 면에는 문집 2쪽을 찍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앞

긋나게 제작해서 책판의 판면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뒤로 판각을 하였기 때문에 목판 1장에 4쪽의 인쇄분량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한 쪽 당 대략 10행 내외
이며, 각 행마다 18~20자 정도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그리

유교책판을 만들게 된 역사적 배경

고 책판의 한 가운데에는 책의 제목과 권차, 장차를 표시한
판심제와 2쪽을 가지런하게 접을 수 있도록 기준선 역할을
하는 어미魚尾를 함께 새겨넣었다.

▲ 퇴계선생문집목판<경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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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국가의 운영을 역사로 기록해서,
역사 앞에 선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왕조실록』으로부

유교책판은 책을 인쇄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

터, 『조선왕조실록』의 사초이자 동시에 그 자체로 역사적 기

문에 인쇄할 부분이 새겨져 있는 판면 부분과 책판 양쪽 끝

록이었던 『승정원일기』 등은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기록

에 설치된 <마구리>로 나누어진다. 마구리는 흔히 책판을

물이다. 게다가 왕 스스로도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통

들어서 운반하기에 용이한 손잡이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

해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기록물인 『일성록』 역시 이

제 그 용도는 책판을 보관할 때 책판 판면의 마찰을 방지하

러한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을 기록의 나라로

고 책판과 책판 사이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는 역할이었

규정할 때 이와 같은 국가적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것보다

다. 목판의 보존을 위해 목판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조선은 유학자 스스로 자신의 일상

작했던 이유이다. 이러한 마구리는 상업용 출판을 위해 목

을 매일처럼 기록했던 일기의 나라이며, 유학적 이념에 따라

판을 제작했던 중국의 책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

올바르게 살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기록으로

국 목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베트남의 목판에서도

남겨 후대가 이를 기억하게 하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통해

잘 보이지 않는다. 마구리는 한국의 유교책판과 불경을 찍

문집을 발간했던 나라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시스템에

기 위한 한국의 대장경판에서 주로 보이는 독특한 양식이

의한 기록보다 더 치열했다. 조선시대 <민간소장 일기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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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음선생문집<황강연조도> 목판/인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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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집류> 기록들은 기록이 문화로 정착되었던 조

통해 스스로 유학자로서의 삶을 완성해 가고, 이를 중심으

선시대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물들이다.

로 지역과 국가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메모리얼 해 주

이 가운데 특히 문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

는 기능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유학의 이상을 실현시켜 갔

론하고 특정 개인이나 한 문중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던 ‘성인’을 설정하고, 그들을 메모리얼 해 주는 것이 시스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출판 의지와 한

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중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메모리얼은 공히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기 마

조선시대에는 문집 발간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는 <유교책

련이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판>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유교책판>은 개인의 일기나 필

고, 각각의 문화에 맞게 기억해 주는 방식이다. 조선은 서원

사류 자료와는 달리, 단순한 개인의 결정으로 기록물이 만

의 건립을 통해 이들을 배향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메모

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입장에서

리얼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동시에 지역에서 그 사람

많은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출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의 행적을 인정하여 불천위 제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4

하며, 이것은 조선시대 독특한 문집 발간문화와 그 열기를

대 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두 번째는 추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남긴 말씀을 경전적 권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건립되었다. 유교적 이

위를 갖추어서 기록하고 이를 전승하는 작업이다. 이 영역

념을 통해 왕도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이상이 국가 건국의

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문집의 발간이었다. 유림의 공론을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유교는 개인의 수양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을만한 권위와 업적을 가진 분이 평생

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체계이다. 이 때문

남겼던 시와 글, 저작들을 모아 목판을 판각하고, 이를 후대

에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타적 정감이 자신을 위한 사욕

에 전승시킴으로써 그를 기억했던 것이다.

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히 조선에서 유학의 성인은 공자와 맹자처럼 멀리 있는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추상적 성인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따라 배울 수 있는 분으

닦아 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 지역과 공동체를 아름다

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원의 배향 인물을 선정

운 도덕 공동체로 만들어 감으로써, 그 유교적 이념을 성취

할 때 반드시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을 선택했던 이유이

시켜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유학은 개인의 수

다. 문집의 발간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과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본받을만한 유학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공의를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유학자들은 종종 수기

모아 서원에 배향하고, 그분의 문집을 남기는 것을 통해 유

修己(개인의 수양)와 치인治人(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이라

학적 이념을 공고히 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서원에 배향되

는 용어로 나누어 불렀다.

고 문집이 발간되는 대상이 늘 그 지역에서 가까이 지켜봤

이와 같은 유교적 신념 체계는 이를 전승하고 공고화 하

던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나도 저분처럼 하면 저렇

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수기와 치인에 도달했던 사람들

게 성인이 될 수 있겠다는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을 성인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유교적 완성된 인

조선 후기 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유학적 이념으로 침잠

간형을 표상화 하는 것도 필요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성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인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를 전승시켜 가면서, 유교적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문집의 발간은 개인이나 혹은 단

이념과 이상향을 공고화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는 대부분의

일 문중에서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예

종교도 마찬가지이며, 동시에 특정한 이념을 실천으로 이행

산을 필요로 했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문중의 입장에

시켜야 하는 철학들이 그러하다. 유학 역시 개인의 수양을

서는 조상을 현창하기 위한 용도로 목판을 제작하여 문집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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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경요결 목판(좌) 인출본(우)

발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문집의 발

이렇게 간행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저자의 원고를 검토해

성된 책판을 가지고 다시 종이에 인출하고, 인출본을 책으

간과 유교책판의 제작은 지역과 유림의 공의를 통해서 의결

야 했다. 일종의 출간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그들에 의해서

로 엮는 작업을 통해 비로소 문집 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과정에서 특히 목판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

되고 그들의 힘을 모아야 가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

가장 먼저 원고 검토 및 수합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문집

다. 인출이 끝난 책판은 모든 문집의 원본과 원형성의 지위

진 원형성을 보존할 수 있는 출판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상업

역의 공론을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유림들의 회

의 간행 체제와 원고 내용의 검토, 수록 범위들이 공론에 의

를 가지고 목판 전용 보존 창고인 장판각에 안전하게 보관

적 목적에 따른 출판은 최소의 비용을 통해 목판을 제작하고,

합이 진행되고 그들에 의해 간행 여부가 결정되면, 통문通

해 결정되었다. 문집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하고 필요 없는

함으로써, 그 원본을 후대에 전승하려 했다.

이후 일정 정도의 출판이 이루어지면 목판 그 자체의 보존에는

文을 작성하여 그 소식을 전했다. 주로 서원이나 향교 등,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은 고도의 공론에 의해서 결정되었으

이렇게 보면, 목판을 판각하고 문집을 제작하는 작업은 특정

노력을 더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정 정도의 출판이 이루어지고

유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도회를 열고 통문을 통해 이를 결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최종 원고 역

공동체가 만들어 가는 공동출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면, 목판을 재활용하기 위해 판각 부분을 밀어 내고 다른 책

정했다. 그리고 간행이 결정되면 이 일의 담당자를 정하고

시 글자의 내용의 교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이것을

이는 문중에서 학맥, 서원,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

을 판각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유교책판은 그 자체가 경전적

각 지역에 예산과 임무를 배정했다. 간행의 결정 여부는 앞

다시 판각하기 위해 정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출판 경비를 부담하고 네트워크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마치 팔만대장경의 목판이 불교의

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학자로서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록된 정서지 역시 다시 교정과 교열을 거처 목판을 판각

의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가장 완성된 형태의 책을

경전적 위치를 얻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목판이 가진 원본성

서 이루어졌는데, 적게는 사후 30년에서 많게는 사후 수 백

하는 각수의 손에 넘겼다. 각수는 원고를 거꾸로 붙여서 한

출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인쇄문화는 중국이나 일

과 원형성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목판 그

년 뒤에 간행이 결정되기도 했다.

글자 한 글자 판각을 진행하여, 책판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

본의 상업적 목적에 따른 출판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간행할 서책의 수량을 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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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집과 성리서, 족보, 예학

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족보란

서, 역사 전기서, 훈몽 수신서, 지리서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전개와 전승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데,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이 가족 공동체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유교책판 가운데 81.2%의 책
판은 문집을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교책판의 절대다수

▲ 성학십도 목판(제일태극도)

유교책판의 내용과 의미

류와는 달리 족보만의 독특한 판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 문집을 발간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

그 외에도 예학서나 역사・전기서, 훈몽서, 지리서 등 다

유에서 유교책판을 문화사적으로 해석할 경우 문집의 발간

양한 책판들이 만들어졌다. 예학서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을 위한 용도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위한 목적에서 발간된 것으로, 관혼상제를 비롯한 일상생활

민간 출판이 문집 출판이었음을 대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에서의 다양한 예의 표준을 제시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 기록에 강하게

있다. 예의 원리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고 있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서 이를 기준으로 일상에서 예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집은 흔히 ‘시문집’이라고도 불렀다. 글쓰기가 사람에

역사・전기서는 국가의 정사正史와는 다른 개인의 독자적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던 시기, 이들이 남겼던

역사관을 표현하거나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전기를 통해

다양한 문학작품과 학문적 업적, 정치관, 경세관 등을 엿볼

교훈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교육하

수 있는 글을 모두 모아 편집하여 문집을 발간했던 것이다.

기 위한 훈몽서와 지도 및 지역의 인문지리를 알 수 있도록

문집에서는 주로 그 사람의 문학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할 목적으로 제작된 지리서 등도 있다.

시를 앞에 편제하고, 그 사람의 일상적 생각과 인적 네트워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책판을 ‘유교책판’으로 명명했던 것

크를 엿볼 수 있는 편지글, 그리고 상소문이나 개인 저술 등

은 바로 이 책판들이 지향하는 방향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던

이 편제되었다. 그리고 문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쓴 기문

것처럼 문집은 유학적 이념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

이나 만사를 비롯해서, 문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후 다른

살았던 삶의 궤적과 생각, 그리고 문학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사람들이 남긴 만시 등이 편제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일

이었다. 성리서와 예학서는 유학의 기본 텍스트이면서 그것이

생을 정리하고 있는 행장과 묘갈명 등이 편제되어 있다. 결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였다.

국 시문집을 통해 그 사람의 문학적 수준과 학문적 성과, 그

족보 역시 유교적 가족 공동체의 전승방식에 대한 표현인 동시

리고 유학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인적 네트워크

에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와 일상의 생각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그의

어떠한 역사적 전개 속에 있는지를 자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일생에 대한 평가와 삶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책판은 유교적 신념체계를

써, 한 개인의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목판을 통해 유학적 이념의 다양성을

문집이 유교책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집을 제
이후 간행에 있어서도 목판의 보존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족보는 일반 문집

기록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하면 성리서나 족보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성리
서는 유학 공부의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오랜 철학적 사유

더불어 목판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 보존에 용이한 장판각을 별

유교책판이 가진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도로 지어서 목판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유교책판을 활

이미 앞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유교책판은 책을 찍기

의 흔적을 집필한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주자학을 교육할

자가 아닌 책판의 형태로 제작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활

위해서 나무로 제작된 기록물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발간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으며, 동시에 성

자본은 책을 인출한 후 바로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

된 책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마구리나 혹은 인쇄되지 않는

리학적인 연구 성과를 발간함으로써 학문적인 성과가 이어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

교책판은 그 자체로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었다. 판각되는 순

영역에 목판만의 특이한 기록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목판

질 수 있도록 했다. 족보는 가문의 역사이다. 한 개인은 횡적

게 평가되었던 부분은 공론에 의한 출판과 집단지성의 산물

간부터 그 자체로 원본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의 내용은 책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내용

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종적으로는 가

이라는 점이었다. 공론을 통해 출판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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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가지도 목판/인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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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결정한 공동체가 출판 전과정

집 출간이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유교책판의 제작이 대부

과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공동출판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분 19세기에서 20세에 전반에 걸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동출판의 형태는 내용에 있어서도 유교적 이념의

특히 현재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부분의 유교책판은 영

실현과 가치 구현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기준으로 내용을 편

남지방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는 유교책판의 보존 및 수

집・편제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유교책판 전체가 지향하는

집을 전담했던 기관이 경북 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

지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유교책판 전체가 집단

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이 유난히 학문의 결과물을 목판

지성의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다. 이러한

으로 간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평가의 근거와 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역사적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다. 영남의 유학은 유학적 실

유교책판 718종은 시대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다양한 저자

천 정신을 지키려다 죽어갔던 고려 말의 포은 정몽주의 정신

들에 의해 저술된 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여 년

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살아서 절

에 걸친 이 기록물은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도덕적 인간의

의를 지켰던 야은 길재가 선산으로 낙향하면서, 그곳에서 이

완성’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서술되었고, 그러한 서술

른바 유학의 절의 정신을 중심에 둔 제자군이 양성되었기 때

의 내용이 점차 연구・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이다. 이른바 선비들이 숲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림士林’

이는 특히 사승관계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를 수양

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이들은 조선 건국 이후 약 100여 년

하고 도덕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관심사와 고민 속

뒤에 중앙정계 진출을 시도했고, 당시 훈구세력에 의한 정치

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승의 학문을 후학이

를 개혁하여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했다. 이들의 이 같은 실

이어받고, 지역 학문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등에서 다양한 논

천 정신은 조정의 기존 권력의 견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유교적 흐름사의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다. 영남 지역은 바로 이러한 선

궤적이 시대별 문집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들의 본향으로, 이후 중앙정계 진출에 성공한 사림들은 이

점에서 유교책판은 단일 한 종 한 종 역시 의미를 갖지만, 동

들의 삶을 기록하고 전승하며, 이들을 기억하려 했다.

시에 전체 유교책판 역시 조선시대 개별 유교지식인들이 모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영남지역에서는 이들이 남긴 학문적

여 만들어 낸 집단 지성의 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유

성과와 삶의 궤적들을 공론의 이름으로 출판하여 기억하려

교책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했다. 특히 목판으로의 간행을 중시했는데, 이는 선현의 학

현재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교책판은 대부분 15

문을 후학들에게 영구히 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

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책판은

이었다. 나아가 선현의 학문적 결과를 한 글자도 수정할 수

대체로 저자의 사후 100에서 200년 정도가 지난 후 제작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발간된 문집보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저작자는 조선시대

다 목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목판의 원본성과 신성

초기부터 18~19세기의 인물들까지 전체를 망라한다고 볼

성이 유난히 강조되었던 이유이다. 유교책판은 바로 이러한

수 있다. 100년에서 200년 뒤에 제작되는 이유는 이미 앞에

조선시대 학문의 원형성과 실천 중심의 유교적 이상향을 지

서 밝혔던 것처럼, 공론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결코 짧지 않

켜가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 공동체의

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사후 일정 기간 동안 저자의 말이 문

구현이라는 유교적 이념이 유교책판 전체에 내재되었다고

집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공론을

말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퇴계 이황의 문집처

따라서 우리는 유교책판을 통해 도덕적 실천을 향해 매진

럼 사후 30년만에 바로 출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

했던 유교적 이념의 실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

부분은 역사적 평가 속에서 공론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문

식계층인 사대부들이 어떻게 100년 전, 또는 200년 전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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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던 사람들과 동일한 유교적 이념 체계를 공유하고 그

지향하는 지향성에 따라 다양한 유교책판이 만들어졌고 그

실천성을 담보해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

것이 영남학파 전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결과물로서 그 의

록물이라는 의미이다. 사림들의 죽음을 무릅쓴 강력한 실천

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 책판은 영남

정신이 유교책판을 통해 전승되고 그것이 후대에서 지속될

학파로 대변되는 조선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

말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이와 같은 유교책판의 가치를 받아

선은 유교가 도입된 국가 가운데 유교문화의 실천성이 가장

들여서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를 했다.

강력하게 드러난 나라였으며, 온 나라가 깊이 유교문화에
침잠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유교책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교책판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갖는다. 첫째는 특정 이념이 한 사회를 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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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침잠되고 유지되었던 한 사례가 유교책판이라는

유교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존의 한국이 소장하고

기록물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기억해야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기

할 이념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공론을 확

록유산에 등재된 유교책판은 305개의 문중과 서원, 향교 등

정하고, 이렇게 확정된 공론에 기반해서 출판이 진행되었

다양한 기탁처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보관되어 왔다. 2001

다. 다시 말해 유교책판은 간행의 대상이 되는 저자의 삶에

년 12월 안동에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능성구씨 백담문중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기반한 공론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는

서 이것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이후, 총 305개 기탁처

거꾸로 유교책판은 한 시대를 유교적 이념을 가지고 치열하

에 흩어져 있었던 유교책판을 수집해서 보존하면서 현재 형

게 살아갔던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론에 기

태의 기록물 콜렉션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교책

반해서 공동체가 그 출판을 담당하고, 그 공동체에 의해 판

판은 각 문중별로 자연 상태에서 보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각된 목판이 소중하게 보존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선시대는 문화적으로 유교가 모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민간소장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칠 수 있었으며, 이는 하나의 특정 이념이 얼마만큼 한 사

설립된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목판의 가치에 주목하여

회에 침잠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개원초기부터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둘째는 거대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공론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

저자 사후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시기를 거쳐 확정되었으

력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

며, 이 과정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론들이 만들어져야

존에 잘 알려져 있었던 여타의 한국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출간히 결정되었다. 이 평가는 저자가 살았던 과거로부터 당

기록유산과 달리, 여전히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시의 의론이 만들어지던 시기까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신

도 낯선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국학진흥원은 목판

이 관통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이 당시에도 여전히 유

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연구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

효해야 가능했다. 다시 말해 수 많은 당시 다양한 지식인들의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와 의론을 거쳐 확정되고, 그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이

현재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 내 장판각에 소장되어

루어지는 과정은 개인의 생각과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있다. 장판각은 목재로 이루어진 목판만을 수장하기 위한

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통한 결과물은 결국 공동체가 만들어

목판 전용 수장고로, 목판 10만장 수집 운동에 따라 10만장

낸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집단 지성

까지 수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세계기록유산

은 시대와 특정 공동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남학파가

등재 이후 추가로 기탁된 것을 합하여 2018년 9월 현재 총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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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아카이브 웹사이트(http://mokpan.ugyo.net)

▼ ▲ 홍충평공사적고 목판(/인출본

66,439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장판각은 지금까지 자연상태

해 다양한 멀티미디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간

에서 보존되어 온 유교책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장하여,

단한 인출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훼손없이 후대로 물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특히

더불어 목판의 가치 발굴을 위한 다양한 학술 연구를 진

기존의 지료 자료와는 다른 목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온

행하고 있다. 특히 목판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제적 연

항습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균이나 해충의 번식을 막

대를 강화하여 목판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정책적 연구들을

기 위한 훈증소독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4개국 16개 기관이 참여하

더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판 아카이

고 있는 ‘국제목판보존연구협의회(IAPW : International

브 구축을 꾸준히 진행하여, 이후 보존 정책은 수장고를 통

Association for Printing Woodblocks)’를 구성하여 2015

해 가능한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년 이후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IAPW는 특

에 대한 활용은 아카이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무형유산, 그리고 아시아

하고 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향후 3~4년에 걸쳐 마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록물을 가지

무리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축된 것은 ‘목판 아카이브(

고 있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나라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http://mokpan.ugyo.net)’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여기

이 때문에 보존이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에서는 특히 목판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목판 이미지 등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서비스 되고 있으며,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서 논의된

모든 목판은 6면의 이미지 촬영을 통해 목판내용을 확인할

중요 학술 성과는 매년 목판연구총서로 발간되고 있는데,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문집 아카이브가

2018년 현재 5집까지 출간되었고 12월 발간을 목표로 6집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계시켜 실제 인출된 내용을

이 준비 중에 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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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 목판(좌) 인출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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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한 비디오 녹화
원본 테이프 463개와, 담당 프로듀서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
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0,862건의 기록물을 총칭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은 일
제강점기(1910~1945)와 한국전쟁(1950.6.25.)으로 인한 남북분단으로 발생하여 약 1천만 명
에 이른다. KBS는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1953.7.27.) 30주년을 즈음하여 <KBS특별생
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기획했다. 이 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냉전 상황과 전쟁
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혈육들이 재회하여 얼싸안고 울부짓는 장면은 이산가족의 아
픔을 치유해 주었고, 남북이산가족 최초상봉(1985.9)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한반도 긴장완화
에 기여했다. 또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이 기록물은 세계 방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유산이다. 장장 138일간 계속된 텔레비전을 활
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다. 총 100,952건의 이산가족이 신청하고
53,536건이 방송에 소개되어 10,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방송 전담인력 1,641명이 투
입되고, 서울 본사와 21개 지역국, 송중계소 등 KBS의 전 네트워크에서 5천여 명의 직원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 KBS 본관 및 여의도 광장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
다’ 기록물
The Archives of KBS Special Live Broadcast
“Finding Dispersed Families”

1) 종이기록물
종이기록물은 총 36종 4,827건이다. 방송의 초기 구상과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형태별로

기획내용 등을 볼 수 있는 제작진 업무수첩(2권), 출연자들

영상기록물, 음향기록물, 종이기록물, 사진기록물, 기타 기록물

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

로 분류할 수 있다. 기록물의 수량은 아래 [표13-1]과 같다.

술한 사연판(463장), 신청자들이 직접 작성한 접수원본 대장
(4,004장)과 접수자 명부(7권), 이산가족을 위한 만남의 광장

[표13-1] 기록물의 형태별 분류(총20,862건)

KBS 한국방송공사 _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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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의 형식

조성 등 당시 정부의 지원내역을 보여주는 이산가족찾기 정

형 태

수 량

부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당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

종이기록물 (paper)

4,827 건

시한 여론조사 결과표,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간한 인명부(12

영상기록물 (video)

682 건

음향기록물 (sound)

181 건

권), 기타 방송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TV편성표, 큐시트, 프로

사진기록물 (photo)

15,170 건

그램 및 행사 진행내역 등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방송종료

기타 (etc)

2건

후에 전 과정을 집대성한 시청자들의 TV시청 감상문, 백서,

총 계

20,862 건

화보 등도 남아있다. 이 중 KBS에서 생산된 것은 20종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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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고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것은 8종 135건,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것은 2종 13건, 민간단체 등에서 생산된 것은 4종 4
건, 기타 해외기관 및 단체에서 생산된 것은 2종 3건이다.
2) 영상기록물
영상기록물은 총 23종 682건이다. 1983년 6월 30일 밤 10
시 15분부터 같은 해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138일간의 생
방송을 녹화한 463개의 방송녹화 테이프(방송분량으로는
453시간 45분)와 관련 특집 기획물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산
가족찾기 생방송을 소재로 하여, 한 가족의 헤어짐과 재회의
과정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표현해 낸 임권택 감독의 영화 <
길소뜸>도 포함되어 있다. 영상기록물은 KBS에서 생산된 것
이 대부분으로 21종 674건이고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것이 1
종 6건, 개인 기록물이 1종 2건이다.
3) 음향기록물
음향기록물은 총 20종 181건으로 관련 라디오 방송 녹음
물과 음반기획사에서 발매한 음반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명부 7권

다. 음반 중에서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의 감격적인 상봉장면에서 흘러나왔던 패티김의 노래 “누
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와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은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의 한을 가슴 아프게 노래하며 큰 사랑
을 받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방송 참여 보장을 촉구한 레이
건 미국 대통령의 국회방문연설(1983.11.12.) 육성은 전 세
계에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 기타기록물

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은 전쟁의 상처를 고발하고 평화의

발아되기 시작했다. 나라 잃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일구어

중요성을 고취시킨 공로로 1984년 2월 17일 제 24차 골드

온 터전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중국의 북간도나 러시아의

머큐리 세계평화협력회의 총회에서 방송기관으로는 처음으

연해주는 물론 하와이나 미국, 멕시코 등으로 뿔뿔이 흩어

로 골드 머큐리 애드 호너램(AD HONOREM) 상을 수상하였

지게 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

다. 관련 감사패 등 2종 2건이 기타 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 한반도의 젊은이들을 일본 열도나 사할린 등으로 강제
징용하는가 하면 학도지원병이나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무
차별적으로 태평양전쟁의 전장으로 끌고가는 만행을 저질

4) 사진기록물

기록유산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사진기록물은 총 6종 15,170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약

렀다. 또 하나의 대규모 이산가족 발생원인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다. 1945년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맞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KBS에서 생산된 것이 4종
14,906건이고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것은 2종 264건이다.
생방송이 진행되던 방송스튜디오 및 KBS본관 건물 내외부
와 여의도 광장 등 주변 풍경을 담은 사진이 대부분이다. 사
진기록물은 필름형태와 인화사진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냉전체제가 지속되

지만 38도선 이북에는 소비에트연합군이 주둔하고 이남에

는 지역이다. 아직도 남북한 사이에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

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지

고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총구를 맞대

게 되었다.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은 1948년에 남과 북에서 각

고 대치하고 있다. 한반도의 이산가족은 크게 일제강점기

각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운

(1910~1945)와 한국전쟁(1950.6.25.) 이라는 두 가지 역사

을 맞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산가

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1910년에 일본제국주의가 한

족은 하루 아침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은

▲ 1984년 골드 머큐리 애드 호너램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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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본관 건물 외벽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녹화 테이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산가족의 대량 속출은 1950년

당시 이원홍사장의 최종 결정을 얻어 <KBS특별생방송 이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비록 유엔군의

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첫 방송을 시

참전으로 전쟁은 멎었지만 국토는 초토화되고 대량의 인명

작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애초 150명을 초대

살상에다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은 남과 북이 합쳐 1

했던 방청석에 무려 1천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찾아왔고,

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방송 중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전

이러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관

화 연결이 안되자 이산가족들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여의도

련 사회기관, 자선단체, 언론사들이 간헐적으로 이산가족찾

KBS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신청자와 전화문의가 쇄

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이산가족찾기는 공영

도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첫 상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 KBS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 KBS는 한국전쟁 33주

마침내 방송이 시작된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기다리던 감

년과 휴전 30주년에 즈음하여 1983년 6월 30일에 <KBS특별

격의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 주인공은 신영숙, 신정순 사촌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송하였다. 그러나 처음부

자매였다. 서울지역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소개하던 중 스튜

터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KBS가 원래 한국전

디오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두 여자 분이 얼싸안

쟁 기념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1983년 6월 21일에 방송된

고 오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계속 눈물만

아침방송 <스튜디오 830>의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오’였

흘렸고 진행자였던 유철종씨와 이지연씨는 흥분한 두 자매를

다. KBS는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산

겨우 진정시키며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첫날 방

가족의 고통과 절절함을 인식하였고, 며칠 뒤인 6월 30일에

송에서는 총 850 가족이 출연하여 36건의 상봉이 이루어졌

▲ KBS본관 앞 사연들

216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17

다. 당초 2시간 특집물로 기획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다음날

접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53.9%가 이산가족 찾

새벽 2시 30분까지 2시간 15분 연장방송 될 수밖에 없었다.

기 방송을 새벽 1시까지 시청한 적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보

방송 다음날인 7월 1일에는 전담조직인 ‘이산가족찾기추진본

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는 사람이 88.8%에 달했다. 시청

부’가 KBS에 긴급 설치되었고, 방송 3일째부터는 학생, 주부,

률은 최고 78%까지 육박했다.

일반시민들 주축으로 안내, 의료봉사, 신청서 대필 등의 자원

이처럼 TV를 활용한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

봉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컬러TV, 공중전화, 이동화장실, 기차

었던 이유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

표, 생수, 빵, 라면, 부채, 수건 등을 기탁하는 개인과 기업체

어냈다는 점이다. KBS는 그동안 방송에서 수신자 위치에 머

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각 기업체의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무르던 대중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10만 명이 넘는

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신청접수 전화만도 하루에 6

방송시간도 대형 편성으로 바뀌어 거의 종일방송체제로

만 통에 이르렀다. 또 1980년부터 시작된 컬러 방송 시대의 개

들어갔다. 특히 KBS는 방송 3일째인 7월 2일에는 정규방송

막과 당시 700만대에 이르는 TV수상기의 폭발적 보급도 이산

을 중단하고 19시간 연속 생방송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을 단

가족찾기 방송의 성공을 이끄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

행했다. 19시간 생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서울 본사에서만도
9명의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소개된 사연은 2,683건에
달했다. 방송 6일째인 7월 5일에는 1,000번째 상봉이 이뤄졌

기록유산의 기본 내용과 의미

다. 상봉자 중에는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자란 여동생과 오

▲ 음반 '잃어버린 30년'

음반 '남과북' ▶

빠의 상봉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다. 처음에 동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453

생은 자신을 ‘김정애’로 소개했다. 그런데 성이 ‘김’씨가 아니

시간 45분의 생방송 분량 전량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었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현옥’이었다. 30년이 지난 지

또한 종이, 영상, 사진, 음향 등 기록물의 형태와 종류가 다

금에야 알게 된 자신의 이름... 동생은 오빠만 부르며 하염없

양하고 기록물의 수량도 20,862건에 이르는 등 방대하다.

이 눈물을 쏟았다. 또한 42년 만에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실

모든 기록물은 일관된 기준하에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방송

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

출연 신청자 100,952건의 인적사항 등은 체계적으로 목록

다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누나와의 상봉 후에 너무나

화되어 있다.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도 완료되는 등 보존

기쁜 나머지 “KBS 만세! 공영방송 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및 관리환경도 양호하다. 대표적인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있었다. 33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형제자매가 방송이 아닌
접수창구에서 몇 마디 대화로 한 핏줄임을 환호하며 통곡하

1) 이산가족찾기 업무 진행 흐름도

기도 했다. 이렇게 밤낮없이 계속된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은

이산가족들의 신청접수부터 방송출연에 이르기까지 전

1983년 여름 무더위만큼이나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

업무의 진행사항을 수기로 적어 놓은 업무흐름도이다.

다.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 형제가 만나 통곡하고 울부
짖는 모습은 대한민국을 울렸고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에

2) 접수원본

우리는 몸서리를 쳐야 했다. 방송은 이후 11월 14일까지 장

신청자들이 직접 작성한 지역별 접수원본 대장으로, 찾을

장 138일 동안 이어졌다.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이산가족

사람과 찾는 사람, 사연 등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건수는 53,536건에 이르렀고 그 중 10,189건의 상봉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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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83년 10월 10일부터 20일

3)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특별생방송 명부 1~7

까지 전국의 1천 4백 5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개별 면

KBS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발간한 이산가족 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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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스튜디오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사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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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4 골드 머큐리 애드 호너램(AD HONOREM) 금상
상장과 상패

양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담겼다.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이산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은 1984년

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체념해 살아 온, 보잘 것

2월 17일 아프리카 가봉에서 개최된 제 24차 골드 머큐리

없는 보통 사람들의 개인 기록이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세계평화협력회의 총회에서 방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수상

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방송 출연자들

하였다. 관련 상장과 상패가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은 서민·중산층이었다. 그동안 일부 상류층은 그들의
사적 자원과 전화, 신문광고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9) 특별생방송 녹화테이프

대부분 ‘이산’을 극복해 왔던 반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자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자정을 넘

원 접근이 쉽지 않았던 대다수 서민·중산층에게는 이를 극

긴 새별 4시까지 방송된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

복할 방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KBS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이

습니다>의 방송 녹화물이다. 생방송에 소개된 이산가족들

이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 전담인력 1,641

의 상봉장면이 방송일자별로 463개 테이프에 생생하게 담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하였다.

겨져 있다.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은 국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
대를 형성한 것 못지않게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

10) 레이건 미국 대통령 국회방문 연설 녹음

다. 세계의 유수 언론사들은 대규모 취재반을 구성하여 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가족의 만남과 민족의 완전한 통일

낮없이 실시간으로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전 세계에 알렸

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역설하였다.

다. 밥 호크 호주총리 등 외국의 주요 정상들은 KBS의 이산
가족찾기 방송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찾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사연판

7권. KBS에 접수된 신청자를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책

어질 당시의 상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마다 찾는 사람의 출신도별과 가나다순으로 엮여져 있다.

11)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념 특집음반

기 생방송은 당시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레이

드라마 <남과 북>의 주제가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

건 미국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북한이 이산가족찾기 생

나요”(박춘석 작곡, 한운사 작사)와 설운도의 “잃어버린 30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과 북한 이산가족의 방송출연을

년”(남국인 작곡, 박건적 작사) 등 이 수록된 음반이다. 설운

허락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의 화

도의 ’잃어버린 30년‘은 원래 “아버지”라는 노래였으나 이

해분위기가 고조되어, 남북적십자 회담의 북측대표단 일행

산가족찾기 생방송을 보고 개사하여 다시 녹음하였다. 설운

이 1985년 5월 9일 KBS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현장을 방

도는 방송기간 중 이 노래를 천 여회나 불렀다.

문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최초상봉이

4) 제작진 업무수첩

6) 이산가족찾기 정부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최초의 기획 과

만남의 광장 설치 운영계획 등 KBS의 이산가족찾기 방송

정을 담은 제작진 안국정PD(당시 기획제작 1부장)와 이원

이 전 국가적인 대형이벤트로 되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

12) 방송스튜디오와 KBS주변풍경을 담은 사진들

군 PD(당시 기획제작1부 차장)의 업무수첩 2권. 이산가족찾

록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KBS본관과 여의도 광장

라는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었다.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KBS본관 건물 외벽이나 여의도광장

기 방송에 대한 초기구상과 진행과정, 당시 경영진들의 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가치

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 결과표

바닥, 가로수까지 가족을 찾는 벽보로 뒤덮여 장관을 이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98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

다. 또한 각자의 사연을 알리고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총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세계

5) 이산가족찾기 방송용보드(사연판)

지 전국 1,45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개별면접 조사하

동원되었다. 마네킹을 세워놓은 사람, 염소를 데리고 나온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와 가치는 주제의 보편성, 높은

한정된 방송 시간 내에 더 많은 이산가족을 소개하기 위하

였던 이산가족 관련 여론조사 결과표이다.

사람, 금관을 쓴 사람, 허수아비 복장을 한 사람, 아코디언을

활용가치, 기록물의 독창성과 완전성에 있다고 하겠다.

시사항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 고안된 사연판은 출연자들의 이름과 나이, 찾을 사람,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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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사람, ET 인형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사연을

우선,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써 붙인 사람 등 저마다 눈길을 끌려고 애를 썼다. 이런 다

세계인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전쟁과 가족애, 나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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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감동적인 혈

린 제24차 “골드·머큐리 세계평화협력회의” 총회에서 방송

육의 상봉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을 뿐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1984 골드머큐리·애드 호너렘 (AD

만 아니라 가족애와 인류애라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 가치를

HONOREM)”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세계인들이 이산가

고취시켰다. 인류사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

족 찾기 생방송을 주목한 이유는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산

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 주

이라는 아픔이 한 가족이나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 주제, 즉 인권문제였기 때문

건을 접해보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한 가족의

이다.

이별도 상존하기 마련이다. 단지 한반도와 이곳에서 살고

둘째,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있는 한민족이 더욱 처절하게 그 아픔을 겪었을 뿐이다. 이

보존측면보다는 활용측면에서 더 주목받는 기록물이다. 어

산가족 찾기 생방송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인

느 세계기록유산 보다도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전쟁과 분단, 가족의 생이별과 눈물어린 상봉을 가장 탁월

기록물이다.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의 활용가치는 형식과 주

하게, 또 가장 감동적인 방법으로 영상으로 표현해 냈다.

제측면으로 나눠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우선 형식(매체) 측면

또한 가족의 이별과 상봉이라는 주제는 인권의 문제로 귀

에서 보면, 대부분의 세계기록유산이 종이기록물인 반면에

결된다. 어떠한 사유로 헤어졌던 간에 이산가족들이 정보의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은 시청각기록물이라는 장점이 있다.

부재라든지 시간적 혹은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서로 만날 수

종이류 기록물은 매체의 특성 때문에 원본의 보존에 치중할

없다면 이는 곳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닌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밖에 없고, 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

수 있는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KBS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면,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은 영상, 음향, 사진, 종이 기록물 등

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던 이런 이산가족들에게 TV를 통해 가

이 총 망라된 멀티미디어 기록물이다. 시청각자료가 주는 강

교架橋가 되어 줌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준 것

렬한 인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튜브 등

이다. 더욱이 한반도처럼 냉전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으로 수

온라인 영상미디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록물인 것이다. 서

십년간 서로의 생사도 모르고, 또 서로 만날 수 조차 없다면

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눈물로 재회하는 이산가족의 상봉장

더욱 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레이건 미국

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주

대통령이 당시 국회연설에서 북한 이산가족들의 KBS 방송

제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은 어느 기록

출연을 허락하도록 북한정권에 호소한 것도 바로 이산가족

물보다도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삶과 깊이 결부되어 있

의 상봉 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 전쟁의 참상, 이산의 아픔, 만남의 희열이 기록물 요소요

이러한 인권 문제 측면에서 세계는 <KBS특별생방송 이

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냉전과 분단의 참상을 고발할 뿐

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주시했고 또 찬사를 쏟아냈다. 이산

만 아니라 가족애와 인류애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담

가족찾기 방송이 한창일 당시에 AP, UPI, AFP, 로이터 등

고 있다. 또한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

의 4대 통신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일간지나 방송사가 대서

단국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적 가치가 높다. 남북한 사이에

특필했다. 그리고 하비에르 페레스 데 게야르(Javier Pérez

는 아직도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고 수백만의

de Cuéllar) UN사무총장과 국제인권연맹 이사 일행이 여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

의도 KBS본관의 상봉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1983년 9월 6

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의 소중함을 일

일부터 사흘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시에서 개최된 제6

깨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료인 셈이다.

차 세계언론인대회에서 “1983년도의 가장 인도적인 프로그

셋째,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램”으로 선정되고, 1984년 2월 17일 아프리카 가봉에서 열

헤어진 이산가족을 찾는 도구로 텔레비전을 최초로 활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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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뛰어나다. TV방송 기록물이 세계

진 식대 등 지출결재서, 이산가족 인명부 배포현황 등의 문

우선 2015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

서류는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방송 스

하는 특별전시회를 역사의 현장인 KBS본관에서 개최하였

KBS는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송사의 베를린 장벽에 관한 기록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

튜디오, KBS 주변, 여의도 광장 및 만남의 광장에 부착된 벽

다.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장,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물 소개와 함께

째이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에 관한 기록물이 서류, 증언 등

보,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 특별생방송 당시 타이틀곡, 이

그 의미를 기렸다. 다음으로 2016년과 2017년 추석을 즈음

사이버전시실을 오픈하여 당시 방송영상은 물론 사연판 등

이 대부분인 반면, KBS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은 그야말

산가족을 주제로 한 음반들을 원본 및 디지털 파일로 보유

하여 접경지역인 파주 임진각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녘 고

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

로 방송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TV 방송프로그램 사상 사실

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초기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전 과정

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을 위로하고자 특별전시회를 기획

family.kbsarchive.com/이다. 또한 유튜브에도 이산가족찾

상 처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KBS의

을 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록물의 완결성이

했다. 당시 KBS 건물과 여의도 광장에 붙여 놓았던 가족을

기 생방송 영상을 날짜별로 등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산가족찾기 특집생방송을 두고“방송사상 미증유의 방송

높다. 방송기획과정을 담은 제작진의 업무수첩(2권)에서부

찾는 사연판들을 실물로 전시했고, 가상현실(VR) 체험실도

한편,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사건”이라든지 “방송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터 방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설치하여 마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열린 KBS 스튜디오

총 20,862건으로 기록물의 대다수인 98%를 KBS가 소장하

기록”이라는 찬사를 보낸 것만 보아도 기록물의 독창성이

해 개최된 임원회의 자료, 이산가족방송의 전 과정을 도식

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이

고 있다. KBS소장 기록물은 수원아카이브센터 보존소2층에

높이 인정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막 보급되기 시작한

화한 업무흐름도, 방송대본이나 큐시트 등 방송이 만들어지

산가족 찾기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되어 있다. 나머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412점을 소

컬러TV가 보여주는 생생한 인상과 풍부한 표정은 이산가족

는 전 과정의 기록물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해설을 통해 당시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2017년

장하고 있으며, 당시 이산가족찾기 방송의 정부지원 현황과

찾기 방송의 성과를 극대화시켰다. 헤어진 가족의 이름과

6월에는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추진계획을 담은 종이기록물이 대부분이다. 그 외 한국갤럽

얼굴을 잘 몰라도 출연 모습만으로 서로를 찾을 수 있었기

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 주관으로 첫 해외전시회를 개최

조사연구소에서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에 대한 전국민의

하였다. 이 전시회는 동서화합의 상징적 장소인 베를린에서

여론’조사표를 소장하고 있다.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이후 유사한 구성의 사람찾기 TV프

현대적 활용

로그램이 쏟아졌다. KBS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 <아침

개최되어 의미가 깊다. 전시회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별’

마당>에서는 1997년에 헤어진 가족의 상봉 코너인 `그 사

KBS는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람이 보고싶다'를 방송했다. 이 코너를 통해 약 1백여 명이

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순간부터 특별방송과 각종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으며, 혈육을 찾으려는 해외 입양아의

시회, 출판사업,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등의

출연도 다수 있었다. 또한 유명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추억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록물의 등재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

의 지인 찾기 프로그램인 <TV는 사랑을 싣고>가 1994년부

며, 또 누구나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터 방송되기도 하였다. 기록물의 독창성은 TV방송과 병행

과 1983년부터 시작된 이산가족의 ‘상봉’, 꿈에 그리는 ‘통
일’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하였다.
2) 특집방송
KBS는 2015년 10월 12일 이산가족찾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기념식과 함께 '만남의 강은 흐른다' 2부

하여 컴퓨터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1) 전시회

작을 특집으로 방송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있다. 당시만 해도 최첨단의 과학기술이었던 컴퓨터라는 보

KBS는 등재 이후 아래 [표13-2]와 같이 총 4번의 전시회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어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의

조도구를 방송에 접목시켜 활용한 것이다. KBS는 한국과학

를 개최했다.

넷째,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기록물의 완전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크다. 우선 138일 동
안의 생방송 기록은 생방송 녹화원본 테이프 463개 속에
453시간 45분 분량으로 빠짐없이 전량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만 5천여 점의 사진기록물과 이산가족 신청
자의 친필로 작성된 사연판, 이산가족 접수대장, 당시 방송
편성표, 큐시트, 업무분장표, 근무교대표, 제작진 업무수첩

사연 소개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상봉에 대한 염원을 영상으
[표13-2] 전시회 일람

기술원(KAIST) 및 경찰청 컴퓨터와의 연결, 상호검색을 통
해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과학화하며 상봉 성공률을 높였다.

4) 온라인서비스

로 담았다.

기 간

장 소

특징 / 의미

2015.10.12.~10.25.

여의도 KBS
본관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특별전시회

2016.09.12.~10.16.

파주 임진각

추석맞이 실향민 위로
전시회

2017.09.15.~10.13.

연천군

추석맞이 실향민 위로
전시회

도록은 235쪽 분량으로 각종 기록물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

2017.06.12.~06.25.

베를린 한국
문화원

첫 해외 전시회

론반응, 통계로 보는 이산가족찾기 방송 등 다양한 부록을

3) 출판사업
KBS는 기록물 도록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500부와 리
플렛(영문) 500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을 만든 주역들과 당시의 언
첨부하였다.

(1983년) 등도 원본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물품구입, 제작

226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27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1335~1408, 재위 1392∼1398)는 유교・주자성리학을 국정교
학國定敎學으로 수용하여 통치이념을 정비했으며,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 새 국가의 기
틀을 마련하였다. 통치의 중심 공간인 경복궁을 짓고 『주례周禮』 등을 참고로 하여 궁을 중심으
로 좌측에는 왕실 조상의 신주神主와 책보冊寶(어책과 어보)를 모신 종묘宗廟를, 우측에는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을 세우고 제사하였는데, 종묘사직은 유교 국가 조선왕조의 정통
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책보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제작하여 태묘太廟, 곧 종묘에 봉안한 데서 시작된다. 유교문화권
에 속하는 역대 왕조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이러
한 제도가 시행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까지 이어졌다. 종묘 각 신실神室 중앙에 신주장神主
欌을 만들어 왕실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고, 좌측 보장寶欌에는 어보御寶를, 우측 책장冊欌에는
어책御冊(옥책, 죽책, 금책), 교명敎命,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예물로 봉안하고 조상신의 신물
神物로 존숭하였다. 이러한 어보와 어책은 조선조 건국 초부터 현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
으로 제작되어 봉헌되었는데, 이러한 봉헌 사례는 조선이 유일무이하다.
조선왕조의 왕위는 세습이었다. 국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나 손자 등(또는 왕실의 승계자)은
국본國本으로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는 전례典禮를 거쳐야 했다. 어보
와 어책은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봉작封爵 전례의 예물로 제작되었으며 통치자로서 알아야할 유
교와 성리학의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들어있다.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
표로 국왕에게서 옥인玉印, 죽책竹冊, 교명敎命을 받음으로써 왕권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인정

▲ 종묘 정전

받았다. 이들이 성혼한 경우에는 이들의 빈嬪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왕세자나 왕세손이 국왕에
즉위하면 즉위식에서 왕비도 금보金寶, 옥책玉冊, 교명敎命을 받았다. 왕과 왕비가 승하한 뒤 묘
호廟號와 시호諡號가 정해지면 시보諡寶와 시책諡冊을 올렸다. 그 밖에 추봉追封, 존호尊號, 휘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호徽號 등을 받을 때에도 어보와 어책을 제작하였다. 왕과 왕비가 일생에 걸쳐 받은 책보는 신주

Royal Seal and Investiture Book Collection of
the Joseon Dynasty

와 함께 종묘에 봉안되었다.
국왕이 공식문서에 날인하는 행정 실무용인 국새國璽와 달리 어보는 전례를 치를 당시의 명칭
을 새겨 왕실 의례용儀禮用 인장으로 사용하였다. 어보의 보문寶文과 어책에 쓰일 문구는 당대
의 문장가가 짓고, 선정된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이 구첩전九疊篆으로 글씨를 쓰면 각장刻匠이
새겼다. 어보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같으며, 재료는 금, 은, 옥 등을 사용하였다. 손잡이와 영자
纓子 등 장식물을 달아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어보는 조선왕조 고유의 독창성을 지

국립고궁박물관 _ 서 준

닌 의장용 예물이었다.
어책은 어보에 새긴 명칭의 내용과 의미 등을 보다 상세하게 문장으로 정리해서 만든 것으로
왕실 인사로서 지녀야할 덕목이 주 내용이다. 재료는 금동, 옥, 대나무[竹], 비단 등을 사용했다.
책보를 제작하여 봉안하는 과정은 의궤儀軌로 발간하여 남김으로써 그 신성성을 더욱 부각시키
는 한편 후대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책보는 종묘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에 봉안하는데, 정
식으로 책봉된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추존왕과 왕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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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의 내용과 형식

2) 교명 기록물 32점

는 포미권계褒美勸戒의 내용이다.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은 왕비ㆍ왕세자ㆍ왕세자빈ㆍ왕세제ㆍ왕세제빈ㆍ왕

문장은 사륙변려문四六騈儷文을 쓴 것에서 차이가 있다.

옥책은 옥간이 5쪽이 137개, 6쪽이 43개, 7쪽이 77개이다.
5~6쪽이 일반적이며 7쪽은 고종 때에 제작되었다. 옥책의

세손ㆍ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

현전하는 죽책은 왕세자 책봉 15점, 왕세자빈 책봉 10점,

폭 수로는 2폭이 1개, 4폭이 20개, 6폭이 22개, 8폭이 49개,

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옥책, 금보를 수여하며,

왕세자 존호 2점, 왕세자빈 존호 3점, 왕세자 시호 4점, 왕세

10폭이 90개, 12폭이 39개, 14폭이 30개, 16폭이 5개, 18폭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죽책, 옥인을 내린다.

자빈 시호 2점, 왕세손 시호 1점, 후궁 시호 4점 등 41점이

이 1개로 후대로 갈수록 폭수가 많아지는 경향이다.

1) 어보 기록물 331점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에 왕실과 황실 인사의 위호位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어보, 교명, 옥책,
죽책, 금책 등 5종 669점이다.

號를 옥이나 금동에 새긴 것을 어보라고 한다. 세습 왕으로

내용별로는 왕비 책봉 11점, 왕세자 책봉 7점, 왕세자빈

서 조선의 왕은 출생 후에 차례로 원자, 왕세자, 왕에 책봉되

책봉 7점, 왕세제 책봉 1점, 왕세손 책봉 3점, 왕세손빈 책봉

었으며, 이 봉작명에 따르는 경칭이 그대로 호칭이 되기도

1점, 후궁 책봉 2점 등 32점이 전한다.

하였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생전의 행적과 공덕을 시諡와

죽책 또한 5쪽이 8개, 6쪽이 33개이고 폭수는 4폭이 5개,
6폭이 20개, 8폭이 13개, 10폭이 3개이다.

5) 금책 기록물 7점
금책은 황제국가 즉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황후, 황귀

교명은 비단을 오색으로 나누어 짠 형태에 글씨를 쓴 것으
로 세로는 32~38cm이고, 가로는 250~320cm이다.

비,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親王의 책봉 의식에 사용했던 것

어보 가운데 수급자가 왕과 왕비인 경우에는 보寶라 하고

으로 금동판에 글을 새긴 문서이다. 현재 7점이 전해지고 있

세자와 세자빈의 경우는 인印이라 한다. 옥인, 옥보, 금인, 금

다.

보 가운데 생전에 수여받은 경우에는 옥인, 옥보를 받고, 사

호號로 드러낸다는 유교적 관례에 따라 시호를 받았다. 이렇

3) 옥책 기록물 258점

게 살아생전 받은 호칭들과 사후에 받은 호칭들은 국가적 의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과 왕비・왕대비・대

후에는 금인과 금보를 받는다. 단 예외적으로 왕비를 책봉할

례를 통하여 어보와 어책으로 제작하였고 사후 종묘에 봉안

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

경우에는 금보를 받는다. 어책인 경우에도 왕과 왕비는 옥

되었다.

호), 시호諡號(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

책을, 세자와 세자빈은 죽(대나무)에 글자를 새긴 죽책을 받

號(왕비를 종묘에 부묘할 때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

는다. 생전에는 신성성 보다는 정통성을 표출하였지만, 죽은

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뒤에는 여기에 신성성이 가미되어 그 자체가 신물神物로서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 인사는 여러가지 호칭
을 가지는데, 생시와 사후로 구분된다. 왕의 경우 아
명ㆍ명ㆍ자ㆍ호ㆍ봉작명 등은 생시의 호칭이며, 시호ㆍ묘

왕비를 책봉할 때의 옥책 내용은 왕비의 타고난 천성이 어

호ㆍ능호ㆍ전호 등은 사후의 호칭이다. 이 가운데 생시의 호

질고 자질이 뛰어남을 칭송하고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

칭은 성장 과정에 따라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얻는 호칭과 세

면서 효성과 우애, 심중과 공경, 예의와 법도를 지키며, 자손

습 왕으로서 얻는 봉작명으로 구별된다.

을 번창시킬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존호는 국가와 왕실의

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의 역사적 배경

종묘에 봉안된 어보는 첫번째는 왕세자ㆍ왕세자빈ㆍ왕세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시호・휘호는 죽은 뒤에 공을 높

제ㆍ왕세제빈ㆍ왕세손ㆍ왕세손빈ㆍ황태자ㆍ황태자비ㆍ왕

이 기리고 종묘 신실에 봉안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바

1) 역사적 배경과 전통

비ㆍ황후 등의 책봉 때 제작된 것이며, 두 번째는 칭송의 호

치는 것이다. 이때 옥책에 칭호를 수여하는 배경과 의미를

어보 어책이 언제부터 처음 만들어지고 종묘에 봉안되었

칭인 존호, 생전의 행적을 기리는 호칭인 시호, 종묘 신실의

새겨 설명하고 있다.

이름인 묘호, 왕비에게 따로 올리는 휘호 등 주로 존숭의 경
우에 어보가 제작되었다.
왕과 왕비의 어보는 보寶라 하고 세자와 세자빈 등은 인印

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책

내용별로는 왕비 책봉 18점, 상존호 73점, 가상존호 17

보冊寶를 만들어 태묘太廟에 모셨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

점, 추상존호 91점, 상시호 45점, 상휘호 14점 등 모두 258

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을 것으
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점이 전한다.
▲ 금책

이라 한다. 현전하는 보는 277과顆이고 인은 54과이다. 재질

중국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된 책봉제도冊封制度의

별은 금 153과, 옥 171과, 은 6과, 백철 1과이다. 손잡이의 형

4) 죽책 기록물 41점

6) 기록유산의 규격과 내용

유산이다. 책봉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성어로서, 책

태는 직뉴直鈕 3과, 귀뉴龜鈕 302과, 용뉴龍鈕 26과로 거북

죽책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손과 왕세손빈 등

어보에 대한 크기는 실록과 의궤에 기록되어 있어 정형

명은 ‘책冊으로 명命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모양인 귀뉴가 일반적이다. 내용별로는 책봉 49과, 상존호

을 책봉하거나 존호나 시호 등을 내릴 때 대쪽[竹簡]에 글을

화되어 있다. 금보와 옥보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로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봉작에서의 ‘봉토’는 고대 중국에

24과, 가상존호 84과, 추상존호 87과, 상시호 62과, 추상시

새겨 수여하는 문서이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에

75mm~135mm이다. 무게를 살펴보면 가장 가벼운 것은 의

서 시행된 봉건제도에서 제후에게 토지를 분봉分封한다는

호 8과, 상휘호 16과, 기타 1과이다.

는 교명과 함께 책인冊印(죽책과 인장)을 내려준다. 죽책문

경세자빈 옥인으로 177g이고 가장 무거운 것은 인목왕후 금

의미이고 ‘수작’은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수여한다는

의 내용은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

보로 5,938g이다.

의미이다. 따라서 책봉이란 분봉을 통해 제후를 봉건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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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비 명성황후 교명

◀ 옥책

◀ 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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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책冊으로 명命하는 과정에서 시행

聖物로 숭배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책보는 왕실의 정치

되었던 의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책봉제도는

적 안정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국의 은대, 주대에 봉건 제후들을 포섭, 예우하던 것에서

것은 인류문화사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unique) 문화양상

출발하여 진대秦代 이후 전 신민臣民은 물론 주변 국가들을

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문화 유산

포섭하는 중국적 외교체제로 발전하여 관료제도와 함께 국

이라 할 수 있다.

가의 2대 통치기술로 발달하였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역대 왕조 중 신라 무열왕이 태종太宗

3) 조선의 역사에서 어보 어책이 끼친 영향과 의미

이라는 묘호를 가졌고, 법흥왕 원년(514)에 죽은 부왕에게 지

조선왕조 어보·어책은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상징

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물로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존숭이 활발하게 이루어

여러 왕조에서 어보와 어책을 만들어 사묘祀廟에 봉안했을

진 숙종, 영조 대를 살펴볼 수 있다. 왕의 재위기간에 존호를

것으로 짐작된다.

올리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숙종과 영

또한 고려왕조에서는 성종 2년(983) 태조의 황후 황보씨

조는 재위기간이 각각 46년, 52년에 이르는 만큼 정치변화

皇甫氏를 신정대왕태후神靜大王太后로 추존하면서 작성한

와 사회, 경제 발전에 국왕들이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이러

책문이 남아있으며, 그 후에도 여러 편의 옥책문이 『고려사

한 업적을 의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존호를 올리는 의식과

高麗史』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인종 24년(1146)에 제

함께 어보 어책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숙종, 영조가 생전에

작한 인종의 시책諡冊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받은 어보에 새겨진 보문寶文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

있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조선왕조에서는 태조의 4대 조부모를 비롯하여 제1대 태

또한 숙종은 성리학적 질서에 의한 왕실의 계보 정리에 힘

조부터 26대 고종까지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포함하

쓰면서 동시에 신덕왕후, 정종, 단종과 정순왕후 등 그동안

고, 장조를 비롯한 5분의 추존 왕과 왕비, 후궁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왕실 인물들을 추존하면서 어보와 어책을 제작해 왕

어보와 어책을 제작하여 봉안하였다.

실의 권위를 높였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도 어보와 어책

영조는 왕후가 아닌 후궁 출생으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

을 제작하여 봉안하는 제도는 그대로 이어져 1392년 조선

에 사친私親인 숙빈 최씨에게 존호와 시호를 올려 정통성과

왕조의 개국부터 1966년 대한제국 마지막 가족인 순종비 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전에도 공빈 김씨, 인

정효황후의 승하 때까지 570년간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

빈 김씨 등에 대한 추숭이 있었으나 영조 이후 국왕의 사친

한 존호보尊號寶, 왕과 왕비, 상왕과 왕대비 등 사후 묘호와

2) 내용과 의미

다.

에 대한 추숭은 하나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 묘호보廟號寶와 시호보諡號寶, 왕비

(1) 책봉

를 종묘에 부묘할 때 제작한 휘호보徽號寶 등이 있다.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은 중국의 책봉제도와 더불어 왕과

▲ 종묘 신실 1칸도

왕비의 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은 세습되었으

2) 기록유산의 문화사적 이해
책보는 그 용도가 의례용으로 제작되었지만 여기에 담긴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의 종류과 의미

보문과 책문의 내용, 작자, 문장의 형식, 글씨체, 재료와 장식

(2) 어책의 종류

므로 왕이 되기 이전에 왕세손, 왕세자를 거쳐야 했으며 각

어책의 종류로는 오색비단으로 만든 교명, 옥으로 만든 옥

각의 과정에서 어보와 어책이 제작되었다. 즉 왕세손이나 왕

물 등은 매우 다양하여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1) 종류

책, 대나무로 만든 죽책, 금동으로 만든 금책 등이 있다. 이러

세자에 책봉되면 교명敎命, 옥인玉印, 죽책竹冊을 받았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책보만

(1) 어보의 종류

한 책보를 제작하여 봉안하는 과정은 의궤儀軌로 발간하여

그들의 빈 또한 같은 종류를 받았다. 왕비 역시 교명敎命, 금

이 지닐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어보의 종류는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남김으로써 그 신성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후대 이와 같

보金寶, 옥책玉冊을 받았다.

지대하다. 어보와 그것을 주석(annotation)한 어책은 당대의

그 빈들의 책봉 때에 제작한 책봉보인冊封寶印이 있고, 왕과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신성성을 부여함으로서 성물

왕비, 상왕과 왕대비 등 왕실 선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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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3) 시호

(5) 휘호

시호는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생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왕과 왕비가 승하한 후 상장례 의례과정을 혼전에서 3년

호칭이다. 시호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

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난 뒤, 신주를 종묘 신실에 모시는 것

치하고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郎廳 등을

을 부묘祔廟라 한다. 왕의 경우는 3년의 상기가 끝나는 대로

임명해 시호를 옥책과 금보에 새긴 시책과 시책보諡冊寶를

부묘되었으나 왕비의 경우는 왕이 살아계실 때에는 3년의

만들었다. 시호를 의정할 때는 세 가지 시호를 올리는 것[三

상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혼전魂殿에 모시다가 왕의 3년 상

望]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글자의 뜻을 매우 신중히 고

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부묘한다. 즉 왕이 아직 살아

려하고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였다. 한편 시호에 사용

계실 때 왕비께서 승하하면 시호諡號만 주어지고, 반면 왕께

하는 글자 수는 정해져 있었다. 『주례周禮』의 시법에는 28자

서 이미 승하한 경우에는 왕후의 상기가 3년이 끝나면 시호

이고, 『사기史記』의 시법에는 194자이다. 세종 20년(1438)

와 휘호徽號를 함께 부여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사용하던 글자도 194자였다. 이런 경우에

휘호는 왕비가 승하한 후에 시호와 함께 올리는 아름다운

는 글자 수의 부족으로 시호를 의논할 때 사실과 맞게 하기

존칭이며, 왕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4글자로 정형화 되

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봉상시에서 임금에게 증보할 것을 아

어 있다. 그리고 휘호는 존호와 달리 부묘시 한차례만 올린

뢰었다. 이에 집현전에서는 『의례儀禮』, 『경전통해속經傳通

다.

解續』,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을 참고하여 새로 107자를 첨

영조비 정순왕후의 상휘호보上徽號寶의 보문을 살펴보면,

가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법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소숙정헌정순왕후지보昭肅靖憲貞純王后之寶’로 ‘소숙정

301자로 확정되었다.

헌’은 순조 5년 정순왕후가 승하한 뒤 부묘 할 때 올린 휘호

은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 왕세제는 ‘왕세제인王世

이성계李成桂였다. 1399년(정종 1) 10월 권근權近(1352∼

왕의 시호는 8자, 왕비의 시호는 2자로 정해져있다. 문종

弟印’, 왕세손은 ‘왕세손인王世孫印’ 등으로 새겨 수여한다.

1409)은 상소문을 통해, “근심하며 부지런히 덕을 쌓아 왕업

즉위년에 제작한 세종의 시호보 보문을 예로 들면 ‘영문예무

이렇게 왕과 왕비의 일생에 걸쳐 제작된 어보와 어책은 사

을 창건하고 대통을 전하여 억만년 무궁한 기업基業을 열어

인성명효대왕지보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寶’로 시호 8자

후 종묘에 봉안되었다.

전하게 하였으니, 높은 공과 성한 덕이 하늘과 더불어 다함

를 새겼으며, 왕비인 경우 숙종 7년에 제작한 인경왕후의 시

(2) 존호

이 없다.”는 내용으로 태조에게 존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

호보‘인경왕후지보仁敬王后之寶’와 같이 2자를 새겼다.

존호는 왕과 왕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

하였다. 이에 따라 1400년(정종 2) 6월 태조에게 존호를 올

다. 존호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감을 설치하였는데, 상호도감

리기 위한 봉숭도감封崇都監을 설치하고 ‘계운신무(啓運神

(4) 묘호

上號都監, 존호도감尊號都監, 존숭도감尊崇都監, 가상존호

武)’라는 넉 자의 존호를 올렸다. 태조 이성계가 신무神武로

왕의 삼년상이 끝나고 종묘에 신주를 부묘할 때에 부르는

가운데 대부분은 종이에 기록된 것이 보통이지만 조선왕조

도감加上尊號都監,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 등이 그것

써 조선을 창업한 공덕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호칭을 묘호廟號라고 한다. 묘호는 대체로 시호와 함께 정

의 어보・어책은 대나무, 옥, 금동, 은, 백철, 오색 비단 등에

하며 보통 어보 보문에는 묘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드물게

글씨를 쓰거나 새겼다. 이것은 기록유산의 다양성을 보여주

기록한 경우도 있다.

는 것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형식이며, 더구나 인장과 문서

이고, ‘정순貞純’은 시호임을 알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1) 세계사적 가치
세계기록유산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세계기록유산

이다. 도감은 업무를 분장하여 도청을 1방, 2방, 3방, 별공작

존호의 글자 수는 왕은 처음 4글자였으나 세조 때부터 8글

別工作 등으로 편제하였다. 1방은 옥책문玉冊文, 악장樂章,

자로 정형화 되었다. 왕비는 초창기부터 2글자로 정형화되

제술製述, 서사書寫, 2방은 옥보玉寶 또는 금보金寶의 서사,

어 있다. 단 정희왕후 때는 예외였다. 예를 들면 숙종 39년에

묘호를 어보에 새긴 예는 성종 1년에 제작한 예종어보, 연

를 종묘라는 의례를 행하는 공간에 비치하여 그것을 신성시

제작, 3방은 각종 의장儀仗, 문물의 준비, 별공작은 대소기구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인‘현의광륜예성영렬왕보顯義

산군 1년에 제작한 성종어보, 인종 1년에 제작한 중종어보,

했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독창적인 형태와 인류

의 제작과 영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원은 보통 의정급 도

光倫睿聖英烈王寶’에서 ‘현의광륜 예성영렬’존호 8자를 올

명종즉위년에 제작한 인종어보가 있다. 연산군 1년에 제작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 1인, 판서급 제조 3인, 당하관인 도청 2인, 낭청 6인, 감

린 것을 볼 수 있다. 선조 37년에 인목왕후에게 존호를 올리

한 성종 어보의 보문을 살펴보면 ‘성종인문헌무흠성공효대

유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도 어보와 어책

조관監照官 6인 및 잡직, 서리, 군사 등으로 조직되었다.

면서 제작한 어보의 보문은 ‘소성왕비지보昭聖王妃之寶’로

왕지보成宗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之寶’로 첫머리에 묘호를

을 제작한 사례가 있지만, 역대 왕과 왕비를 세자와 세자빈,

‘소성’2자를 존호로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새긴 것을 볼 수 있다.

왕과 왕비를 거쳐 대비와 왕대비 등 한 사람의 일생을 각 의

조선의 왕으로서 생전에 존호를 받은 최초의 왕은 태조

236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37

◀ 어보

례의 산유물로 남긴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에 일부 남아있는 어보와 어책만으로는 본질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보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한다.
반면, 조선왕조의 어보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형식을 보여주
고 있다. 묘호, 시호, 존호, 휘호를 수여할 때마다 빠짐없이
어보, 어책을 제작하고 추가된 호號까지 포함해 이전에 올린
호를 단 한글자도 빼지 않고 모두 연속해서 어보에 새겨 기
록하는 방식은 조선왕조 어보만이 지닌 특징이다.
또한 어보와 어책은 유일본이다. 각 의례의 산유물로 하나
씩만 제작하였으므로 현재 전해지는 것이 유일한 정품이다.
다만, 옥책이나 죽책, 금책인 경우 탁본하여 책자 형태로 만
들어 보관하였으며, 실물 형태의 것은 단 1점만 제작된 것으
로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선왕실의 책보는 한 나
라의 정치, 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록물로
써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인류가 기억해야 할 이유와 평가 내용
조선왕조 어보 어책은 옥, 금동, 대나무, 오색 비단 등에 글
씨를 쓰거나 새긴 것들로 기록유산으로서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1점씩만 만든 유일
본으로 희귀성은 지대하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왕조 『의궤儀軌』, 『일성록
日省錄』에서 어보와 어책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 『의궤』에는 어보와 어책을 누가, 언제, 어디
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 어보, 어책 제작 전반에 명확한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보에 새기는 글자체는 전서篆書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들이 즐겨 사용하던 서체 중 하
나로, 해서체와 더불어 가독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글자를
새겼을 때 조형미가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어 어보
자체를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 채택된 서체라 할 수 있다. 국
가에서는 문인들을 대상으로 보름에 한 번씩 임금에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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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써서 내게 하는 삭전朔篆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서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태종비 원경왕후 상시호 금보’ 1

다. 그리고 2017년 8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다시 찾

연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선발한 전문서사관에게 어보의 보

과, ‘현종비 명성왕후 상존호 옥보’ 1과 등 어보 2과와 ‘선조

은 조선왕실의 어보」라는 주제로 문정왕후 어보 등 17점을

문寶文을 쓰게 하였다.

후궁 인빈김씨 상시호 죽책’, ‘정조후궁 수빈박씨 상시호 죽

전시하였으며 도록도 함께 발간하였다.

교명, 옥책, 죽책, 금책 등에 글자를 쓰는 양식에 있어서도

책’ 등 죽책 2점을 소장하고 있다.

엄중한 규칙성이 내재되어 있다. 극항(極行, 글줄의 최상단,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완흥군 책봉흥왕 금책’, ‘완흥군부인

12글자), 중항(中行, 글줄의 중간, 11글자), 평항(平行, 글줄

이씨 책봉흥왕비 금책’, ‘완흥군부인 홍씨 추봉흥왕비 금책’

이 같은 높이, 10글자)의 구분을 두어 뜻과 의미를 새롭게 부

등 3점의 금책을 소장하고 있다.

5) 문화상품개발
어보, 어책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문화상품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심미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어보의 보문
서체를 활용하여 스카프, 손수건과 같은 섬유상품을, 어보의

여했다.

조형성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모티브가 될 수 있

특히 극항은 존경의 의미로 임금의 칭호나 상대를 높일 때
줄을 바꾸어 맨 위로 두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유교국

2) 보존 상태

다. 또한 옥책, 죽책의 의미와 형태를 바탕으로 주한 각국 대

가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정통성과 위계를 표현하기 위함

어보와 어책은 항온·항습시설이 갖추어진 제10 수장고에

사관의 신임장 등 격식 있는 자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체는 오직 현존하는 어보와

소장되어 있다. 이곳은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습

문서를 죽책과 교명의 형식을 빌어 제작하여 수여하는 방안

어책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재현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렵다.

한 방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수장고는 일반인의 접근이 원
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24시간 CCTV 등의 감시 장치를

6) 조사 연구 자료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어보 어책에 대한 조

현대적 활용

사 연구의 활성화이다. 우선 어보, 어책의 제작 및 발급과 관
3)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의 접근성

련하여 배경, 주체 등 시대상과 연결하여 당시 왕권 및 정치

2010년 12월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3책 『조

적 상황, 왕실의 의례, 의식 등 왕실 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연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어보 어책은 원래 종묘

선왕실의 어보』 3권을 발간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소장

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보 어책의 형태, 제작방법, 조각 기

신실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도난의 우려와 항온 항습 시

품 도록 제12책 『조선왕조 어책Ⅰ, 옥책』 5권을, 2017년 12

법 등 외형을 조사 연구하여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1992년부터 궁중유물전시관

월에는 소장품 도록 제13책 『조선왕조 어책 Ⅱ, 죽책·교명·

으로 옮겼다가 2005년 다시 국립고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

금책』 1권을 발간하여 조사연구 및 학술연구자로 활용할 수

다. 수장된 수량은 어보 332과, 교명 28점, 옥책 257점, 죽책

있도록 하였다.

1)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소장처

39점, 금책 3점 등 5종 639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단종 상시호 금보’ 1과, ‘단종비 정

고에 보관되어 있다. 다만 대표적인 어보와 어책은 상설 전

순왕후 상시호 금보’ 1과, ‘고종 가상존호 옥보’ 2과, ‘고종

시실에 전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여 관

비 명성황후 추상존호 옥보’ 1과, ‘영조후궁 영빈이씨 상시

람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http://www.

호 은인’ 1과, ‘고종후궁 순비엄씨 책봉 금인’ 1과 등 어보 7

gogung.go.kr)를 통해서도 유물을 검색할 수 있고 사진 자

과, ‘순종 봉왕세자 교명’과 ‘정조후궁 수빈박씨 봉빈 교명’

료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 교명 2점, ‘철종비 철인왕후 추상존호 옥책’ 1점, ‘순종봉
황태자 금책’ 1점 등 모두 4종 11점을 소장하고 있다.

4) 전시 활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의소세손 봉왕세손 교명’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2012년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

과‘ 헌종후궁 경빈김씨 간빈揀嬪 교명’ 등 교명 2점을 소장

지 「왕의 상징 어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도록

하고 있다.

1권을 발간하였으며, 특별 강연을 2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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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
록물과 함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하였다. 이로써 대
한민국은 전 인류가 대대손손 전수해야 할 세계기록유산을 총 16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과거 구한말, 일제는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차관을 강제로
제공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이러한 외채를 갚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망국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으니, 이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나라 빚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인
들은 베트남, 인도, 폴란드, 이집트 등의 나라들이 외채로 주권을 잃은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
국민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최초의 시민운동이라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자 여성·학생운동, 언론캠페인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높으며,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부채를 국민이 대신 갚고자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시민적 연대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
고자 한 인류 보편의 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국가적 위기에 자
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적 책임의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 확산을 이끈 서문시장 사람들

형식 및 세부사항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
13개처의 관계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국채보상운동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이를 소장처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15-1]과 같다.
[표15-1] 기록물의 소장처별 분류(총2,475건)
소

장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_ 김지욱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
동 기록물은 총 2,475건으로,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자료 외에도 국가기록원, 독립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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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전 :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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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소장 경북 용궁면 국채보상운동취지서

먼저 독립기념관은 경북 용궁면 국채보상운동취지서, 국
채보상연합회 문건, 국채보상금 조사정리회 규칙 3건을 소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통감부 문서

장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 통감부 문서로 유리건
판 형태로 소장된 117건의 통감부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한매일신보

▲ 한국연구원 소장 서우 - 국채보상문제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윤고문

한국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서

상운동 기록물은 경북 고령군의 독립운동가인 홍와 이두훈

우』 1건과 언론기록물(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선생이 국채보상운동 기관과 주고받은 편지 및 각종 공문

에 수록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사 791건이고, 한국국학진

서, 고령군의 마을 별 의연금액과 의연자 명단이 기록된 성

흥원이 이진환 씨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52건의 국채보

책과 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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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서 등 8건이고, 국립고궁박믈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

은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국채보상운동 회문回文, 의연소 공

운동 관련 기록물은 1907년 2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발행

함 회답, 마산항馬山港 의연소, 창원항昌原港 상채의연소 문

된 『대한매일신보』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사 639건이다.

▲국가기록원 소장 본부국채보상회의분우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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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회의 분우 건의 문서 4건이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국채

마지막으로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대구은행,

은 본부 국채보상모집금의 건, 본부 오월분 국채보상 모집

보상지원금 총합소 규정, 국채보상갹금 제출 영수증 2건이

조원경(개인) 씨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자료 25건을 소장하

건, 궁천보좌관 국채보상에 관한 집회의 건, 본부국채보상

다.

고 있고, 김한식 씨가 개인적으로 김윤란 국채보상금영수증

1건을 소장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표15-2]와
같다.

[표15-2] 기록물의 주제별 분류(총2,475건)
종

류

수 량

국채보상운동 발단과 전개에 관한 자료 : 발기문 및 취지문 등

12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관한 자료 : 각 지역 ( 간 ) 의 연락문 ( 회문 , 통문 ), 서간문 , 기부자명단 ( 성책 ), 기부 영
수증 등

77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상황을 전달한 언론 자료 : 발기문 , 취지문 , 성금자 명단 , 논설 , 광고 , 관련 기사 ( 국내외 ),
잡지 등

2,264

국채보상운동 관련 통감부 자료 : 공판기록 , 통감부 자료

122

(자료출전 :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연설대해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대한유학생회학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만세보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같은 대

된 국채보상운동 기사 454건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는

학도서관에도 다양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

『만세보』에 수록된 국채보상운동 기사 378건이, 고려대학교

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연설대해』와 『공립신보』,

도서관에는 1906년 9월 동경에서 결성된 대한유학생회가

『대한매일신보』, 『경성신보』, 『대한민보』 등 신문에 수록

발행한 회보인 『대한유학생회학보』가 소장되어 있다.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소장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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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란 영수증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형태는 통감부 문서를 제외한 거

취지서, 발기문, 회문, 편지글 등은 모두 한지로 된 낱장이

의 모든 기록물이 종이류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 통감부 문

거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의연자 명단의 경우 성책

서는 원본의 경우 종이류로 제작되었지만 현재는 당시의 원

형태의 소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신문에 날 경우 주

자료를 찍은 마이크로필름 혹은 유리건판의 형태로 보존되

로 일반 지면에 게재되었지만 명단이 많을 때에는 별책으로

어 있다.

인쇄하여 발행하기도 하였다.

종이류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신문에 난 기사이며, 그 외

기록물의 문체는 대부분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으나,

에 두루마리 형태, 편지글 형태, 공문 형태, 성책 형태, 그리

일부 문서는 순수한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 한글도 몇

고 영수증 형태 등으로 남아있다.

건 남아있다.

▲ 1895년 경복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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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당시 대한

무실해졌고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치며 중국, 러시아, 미

러일전쟁 종결 후 1905년 9월 5일 러시아·일본 간에 포츠

제국 정부 1년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액수였고, 사실

국, 영국 등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행위를 완전히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세계열강이

머스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제는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로

상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제에 예속되는 상황에

보장하고 말았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까지 넘겨주면서 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피식민지에 경제적 침탈을 진행하

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 감독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빠지고 말았다.

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침략 야욕에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

는 과정에서, 1907년 한국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일제는 동년 11월 17일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통

금연·금주·감찬을 통한 외채 갚기 운동에 관한 기록물이다.

▲ 1904년 프랑스 르 프티 파리지앵(Le Petit Parisien) 만평

이미 구한말 격동기를 겪으며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유명

의 역량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고, 전국의 민중들은

▲ 서상돈

▲ 김광제

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후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주도하면서 한국인 민족자본을 수탈하는 한편 실질적인 구

더 이상 나라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말

으면 60전이 되는데, 2,000만 국민이 모두 참여하면 1,200

침략의 마각을 발호,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에 광적으로 나서

매력이 없는 통화를 차관으로 들어와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것이라는 절박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만 원을 모을 수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여유 있는 사람이

기 시작했다.

필요한 제반 경비로 대체 사용하는 행태를 벌이며 통감부의

일본은 이미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

경제적 침략정책 수행에 앞장섰다.

이에 1907년 1월 29일(음력 1906년 12월 16일) 대구 광

100원, 200원, 혹은 1,000원을 내면 1,300만 원이 될 것이

문사의 문회文會인 대구광문회大邱廣文會를 확대 개편하

므로 이것으로 일본의 차관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

특히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자칭 대한제국의 시정개선 및

여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의가 개

말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이들은 그해 2월 21일 대구민의소

大郞]를 재정고문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재정 및 경제에

근대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최되자 이 자리에서 김광제, 서상돈 등은 국민이 직접 이 국

大邱民議所에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서문시장 앞 북후

대한 침략정책 수행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러일전쟁이

도입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차

채를 갚아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자는 발의를 하게 되었

정北堠亭에서 대구 군민대회를 열고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끝나자 일제는 대한제국의 화폐발행권을 박탈하고, 전환국

관을 침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사용하면서 거기다 고율

다. 당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금연운동을 통

를 낭독하였다.

을 폐쇄하여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완벽히 차

의 이자까지 매기는 행태를 벌였고 이러한 강화된 차관공세

해 1,300만 원에 달하는 일본의 차관을 갚자고 제안한 것이

이렇게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곧 『대한매일신보』, 『황

단하였고,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는 화폐정리사업을

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국채는 1907년 1월에 이미 1,300여

다. 담배를 한 달간 끊으면 20전이 모이고 이것을 세 달 모

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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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1300만원 보상취지서(19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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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아울러 취지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

전국적인 관심이 국채보상운동에 집중되었고 경쟁적인 의

으로 유도했으며,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 미디어들

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은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 민중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자

그 취지를 널리 퍼트리는 한편 국채보상의연금을 거두는 중

발적이고 열성적이어서 전국에 무수히 많은 국채보상회國債

심기관의 역할까지 맡았다. 바야흐로 조선 팔도 전국이 한

報償會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렇게 구축된 각

마음으로 나라빚 갚기에 몰두한 것이다.

지역의 국채보상소를 기점으로 남성들은 자발적으로 담배를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은 해외 거주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

끊어 돈을 모았고 부녀자들은 금은의 비녀와 가락지를 내어

문을 통해 점차 세계에 일려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샌프란

놓거나 먹는 반찬의 수를 줄여 의연금을 내었다. 그 외에도

시스코의 『공립신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조신

걸인, 기생, 백정, 인력거꾼, 군인, 상공인, 노동자, 민족자본

문』 등 7개의 해외 신문에 국채보상취지서, 의연금 기부자

가, 교사, 학생, 어린이 등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수

명단, 논설 등이 게재되었고,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채를 갚고자 하였고, 마침내 고

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고종황제의 특사 자

종의 단연 선언을 시작으로 조정의 주요 관료들도 운동에 동

격으로 만국평화회의에 출석하려다 거부당한 헤이그 특사

참하기 시작했다.

들이 영국 언론인 W. Stead의 주선으로 국제협회에서 한국

당시의 지식인층과 계몽주의자들은 각지에 국채보상소

▲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 사통 및 취지서

▲ 공립신보1

로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언론보도는 즉각 큰 효과를 내어

▲ 공립신보2

▲ 대한매일신보 어니스트 베델

의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일본의 강

▲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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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으로 발생한 외채를 갚기 위해 한국의 국민들이 국채보상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언론을 통해 확산되던 국채보상운동

토가 일본의 영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삽시간에

동 기록물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경제적 독립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는 한국의 국채

에 규제를 가하였는데, 당장 국채보상운동의 핵심 단체 중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지식인, 소

을 꿈꾸었던 애국선열들의 시대정신과 활동모습을 생생히

보상운동과 이 운동이 가진 의미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

하나였던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가 강제해산 당하였고 여

농민, 영세상인, 하급관료, 부녀자, 하층민 등이 대거 동참하

보여주는 역사 자료라 할 수 있다.

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러 언론인들이 감금 및 추방당했다. 최종적으로 대한매일신

는 모습을 통해 한국 민중들의 민족의식과 국권회복에 대한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의 전 세계적인 파급력과 성과에 경

보 내의 국채보상기성회 총무인 양기탁梁起鐸을 아무런 근

의지를 보여 주었다.

악한 일제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우

거 없이 국채보상의연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고

동의 발단과 전개를 기록한 수기 기록물이 있다. 취지서, 발

선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인 이지용에게 이 운동을 즉각 금지

이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결국 국채보상운동의 불

기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총 12건이 등재되었다. 이러한

시킬 것을 협박하였고, 1907년 4월 4일부터 송병준宋秉畯

씨는 차츰 소멸되고 말았다.

등이 지휘하는 일진회를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을 극력 반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지만 이는

대하는 선동을 하게 하였다. 7월 24일 정미 7조약 체결을 통

구한말 한국인의 하나된 국권수호 의지를 확인시켜 준 민족

해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 7월 27일에

운동이었다. 일본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필경 모든 강

내용과 의미

기록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채보상운

국채보상운동 수기 취지서, 발기문들은 전 국민에게 국채보
상운동에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이 운동의 취지와 목적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

등을 설명한 기록물로, 한지에 한문 혹은 한글혼용체의 붓

▲ 국채보상지회 의금모집 발문

곽종석 간찰 ▶

▲ 국채보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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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부 문서(국채보상금의 건)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대체로 ‘국민 된 책임으로 금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연 등의 기부운동을 통해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서 나라의

전개되는 구체적 과정을 담고 있다.

위기를 구하자’라는 내용이다. 현재 (사)국채보상운동기념
사업회에 6건, 한국국학진흥원에 3건, 서울대 중앙도서관·

셋째, 국채보상운동 관련 일제 정부 기록물들이다. 이는

독립기념관·한국금융사박물관에 각각 1건씩 소장되어 있으

주로 통감부 문서 및 총독부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며, 모두 수기록물 원본이 현존하고 있다.

총 122건이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일제 정부 기록물은 통감
부 및 총독부가 국채보상운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둘째, 국채보상운동의 확산과 파급을 기록한 수기 기록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와 이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하달

물들이다. 이는 각 지역 간의 회문 및 통문 등 연락문, 보상

한 명령서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일제가 펼친 국채보상운

소 규약, 기부자 명단, 기부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방해 공작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자

자료의 수는 총 77건이다.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관한 자

료들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료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국채보상운동 주체들이 주고받

당시의 원 자료는 폐기되었고 마이크로필름 혹은 유리건판

은 회문 및 통문·국채보상소의 운영 규약·개인 또는 단체 간

의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다.

에 주고받은 서간문·국채보상운동의 지역별 참여자와 모금
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부자 명단, 그리고 기부 영수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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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의 실황을 전한 신문 및 잡지

대한자강회월보(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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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론 기록물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 및 잡지에 게재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삼천리 강토는 장차 내 나라의 소유

된 발기문, 취지문, 기부자 명단, 논설, 광고 등 관련 기사들

도 내 백성의 소유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토지를 한 번 잃

이며 총 2,264건이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상황을 전달

어버리게 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남 등 망

한 언론 기록물로 1900년대 초반 국내외에서 발행된 『대한

국 백성의 처지를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공립신보』,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경성신보』, 『매일신보』 등 7종의 신문과 『대한자강회월

“대저 무엇을 빚이라고 합니까? 크게 사업을 하고 재산을

보』, 『대한유학생회학보』, 『서우』 등 3종의 잡지에 수록된

불려서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할 만한 것이 눈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이다. 언론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

앞에 있는데, 만약 재화財貨와 기용器用이 자신에게 없으면

의 참여를 호소하는 발기문, 취지서, 논설과 광고문, 국채보

반드시 남에게 빌려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

상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지역이나 개인의 상황

이 진실로 마땅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것을 바른 길

을 기록한 기사, 모금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이라 여겨 그칠 줄 모르고 한 번 빌리고 두 번 빌리다보면

소개한 기사, 성금 참여자와 모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부

나라의 형세가 어떠한 상황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예전에

자 명단과 금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프랑스가 애급(埃及, 이집트)에 돈을 빌려 줄 때 애초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부터 이집트에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빚쟁

기록물은 총 네 분류, 2,475건의 기록 자료로 구성되어 있

이들의 일이 불선不善하여 남의 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대

다. 이 중 2월 21일 대구에서 김광제, 서상돈 명의로 처음 발

저 국민 된 자들이 만약 남은 돈은 내어 위로는 국가의 필요

표된 「국채 1300만원 보상취지서」와 다음날인 2월 22일 서

한 것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국민들의 부강富强을 이루게 한

울에서 이에 호응하여 최초로 발표된 「국채보상기성회 취

다면, 또한 무엇이 좋다고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지서」의 글을 보면 당시 한국인들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버리고 남에게 돈을 빌리려 하겠습니까?……”

이루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시의 국채보상운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빚
「국채 1300만원 보상취지서」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외채를 자발적으로 해

“삼가 아룁니다. 대저 백성된 자 충의忠義를 숭상하면 그

결하려 한 평화적 운동으로, 금연·절약·나눔의 평화적 방식을

나라는 흥하고 백성은 편안하며, 충의가 없으면 그 나라는

통해 국가 간 호혜적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망하고 백성은 없어지는 것은 다만 고금의 역사가 아니더

있다. 갚아야할 빚이 있다면 떳떳하게 모두 갚고 앞으로 전 세

라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중략)… 근세의 새로

계인들이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이러한 국

운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민족은 이어서 모두 죽

채보상운동이 지향한 평화의 의미는 비슷한 시기 인도에서 일

으니, 이집트와 월남, 폴란드에서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난 스와데시(Swadeshi, 국산품 애용) 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다만 자신의 몸과 가정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나라가 있

가지지만 불매운동을 통한 소극적 의미의 비폭력을 넘어 각자

는 줄 알지 못하면 이것은 곧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자멸하

가 모은 의연금으로 외채 그 자체를 갚아 침략을 극복하고 나

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당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충

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상호 호혜적 공존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

의를 분발해야 할,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빚

적인 평화를 지향했음을 기록물을 통해 알 수 있다.

1,300만원은 곧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된 일입니다. 갚으
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펼연적인 이치입니다. 현재 국고는 빚을 갚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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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말 영독재차관채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 천진상회회장 왕죽림

의 열강들이 강제로 부과한 국채로 인해 베트남, 폴란드, 이
집트, 인도, 오키나와 등 다양한 지구촌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정에서 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현된 국민적 책임의식, 평화 사상의 전개 과정을 담고 있는 기

실제로 한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후 연이어 중국,

록물로, 중요한 세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료이다.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외채상환운동이 일어났다.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이후 마관조약을 체결, 일본군에

1) 전 세계 국채보상운동의 효시

2억냥의 백은과 웨이하이웨이 일본군 주재비용 150만냥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은 침략의 수단으로

을 부담해야 했고, 신축조약으로 열강에 백은 4,5억냥을 배

약소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

상해야 했다. 또한 러프차관 4억프랑, 영독차관 1,600파운

으로 식민지화를 추진하였고, 일제 또한 동일한 방법을 대

드, 영독재차관 2,000파운드의 차관을 진 상태였다. 이에

한제국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한국에서 국채보상

1909년 11월 천진상회의 총리 왕죽림이 국채보상회 취지

운동이 일어난 후 피식민지 국가에서는 외채를 갚고 경제적

문을 제창하였고, 1910년 3월 25일까지 상환운동이 전개

주권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외채상환운동이 일어났다.

되었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프랑스 제국의 식민통치로부터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당시 한국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황금주 운동(The Gold week

인들은 이것이 대한제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제국주

movement in Vietnam)을 일으켜 약 2천만동과 37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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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을 모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채로 인한 국가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부채상환운동이, 터키에서 리라
화 환율폭락에 대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위한 외채상환운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사 속에서 보

국채보상운동이 한국을 넘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2008년 미국발 유럽 외환위기 때마다 하나의 위기극복모델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피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로 주목받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운동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층 민중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과 특히 여성계층의 적

기록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100여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극적 참여가 있었으며, 일본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3년

현재에도 다양한 전 세계적 외환위기 문제에 대한 극복 모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언론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 확

델을 제시하고 각국의 외채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대가 가능했다는 점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외채상

줄 수 있는 인류의 역사 기록물임을 알 수 있다.

환운동이 전 세계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는 점에서 한
국의 국채보상운동에 세계사적 중요성과 특이성이 있다.

3) 최초의 언론 주도 캠페인이자 여성운동
세계경제에서 일반적 현상인 외채 발생과 외채 상환의 전

2) 금모으기 운동으로 재현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

형을 보여주는 한국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35년간의 일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20세기 말 또 다시 나라에 외환 위기

본식민지와 3년간의 한국전쟁 속에서도 원본이 그대로 보

가 발생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재현되었다. 1997년 동

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 특히 민간이 중심이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은 자신의 집에 보관

된 외채 상환의 기록물이란 점에서도 세계사에 유일하지만

하고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와 같은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을

동시에 식민지국가의 탄압 속에서도 이를 가감 없이 보도

국가에 기부하여 부채상환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한 언론보도의 기록물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당시 언

현재 많은 이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

론은 각 마을에서 일어난 애틋한 사연과 감동적인 사건들을

라고 부른다. 구한말 한국인들이 국가의 부채를 스스로 갚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동시에 본 운동이

자 사재私財를 내놓은 방식이 새롭게 금모으기 운동의 모습으

전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도 가감 없이 모두 보도·논

로 재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금모으기 운동이 국채보상

평하였기 때문에 언론 기록물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목격한 캉드쉬(Michel Candessus)

이러한 국채보상운동 당시의 언론 활동은 한국 최초의 언

IMF 총재는 국채보상운동에서부터 이어진 한국 국민의 책임정

론기관 주도형 캠페인이었으며, 특히 악성 외채를 갚기 위

신을 칭송했으며, 김용 세계은행총재는 브루킹연구소 강연에

한 공동체적 기부운동과 저널리즘이 결합한 사례는 세계적

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하였다.

으로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저널리즘과 미디어 역

1907년 한국에서 처음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그 뒤

▲ 금모으기 운동(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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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를 이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연이어 국채보상운동

또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당시 한국 여성계층의 각성

이 일어났던 것처럼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또한 전 세계

및 사회운동 참여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태국에서는 1998년부터 승려를 중

국채보상기성회가 발기한 후 이튿날인 2월 23일에 대구 남

심으로 수많은 시민과 군인이 참여하는 Thais Help Thais

일동의 부인 7인이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하고 여성

Campaign을 통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몽골의 시

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채보상 활동에 나서기 시작하

민들은 600만 달러의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2017년 2월부

였는데, 이들이 전국의 부녀자에게 보낸 격문인 「경고아부

터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2018년 현재는 말레이시아

인동포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채보상운동의 부녀 차별적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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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정경주 여사
(1926년 당시 60세), 대구여성가족재단 제공

현상을 지적하면서 “여자는 나라 백성이 아니냐. 나라사랑

었는데, 남성들이 의연형 현금 기부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부녀들은 현금의연을 넘어 패물폐지 감선, 감반 등 다양한

30여개에 가까운 국채보상 부녀단체들이 남성의 계도를 전

방법으로 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

혀 받지 않고 부녀자들 스스로의 의지로 조직, 활동하면서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남성들의 분발심을 일

국권 수호와 같은 절실한 민족적 과제 해결에 주권의식을

으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기생·걸인 등의 하층민들이

가지고 참여하여 현대적 남녀동권의식을 성장시켜나갔다.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국채보상운동에

그 성과 또한 남성들의 3개월 60전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참여하는데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세계 여성의 날 지

▲ 기생 앵무

▲ 유네스코 발대식(150508) 1

▲ 기생(19세기 말)
▲▶ 유네스코 발대식

▲ 기생(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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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촉발된 미국의 공식적인 최초의 여성운동이 1908년에

대한 책임의식을 표방하며 스스로 봉건적 신분의식을 탈피

시작되었다는 기록과 비교해볼 때 국채보상운동을 통한 한

하고 국민계층으로 일어섰다는 점이 크게 차별되는 점이다.

국 여성들의 대오각성이 시기적으로 매우 앞섰음을 알 수 있

이러한 점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한국이 근대로의 이

는데, 미국 등 서구의 여성운동이 노동권과 참정권을 주장하

행과정에서 서구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여성신분

는 주권운동이었다면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시민의 의무에

의 차별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남녀동권의식을 가진 시민 계

▲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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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출현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현황 및 활용 계획

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 및 연구 활동을 공
개하고 있으며, 특히 영문 홈페이지에는 약 200여건에 이르
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원본 사진과 해제를 검색 가능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발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굴 계승 작업은 2002년 5월 7일 사단법인 국채

현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전국 아카이브,

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전국에 산재

도서관, 박물관, 학술기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한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자료를 발굴, 보존, 정

으로 긴밀하게 연결한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및 라
키비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리하는 작업과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다양한 학술대회 개

전산 시스템 건설이 완료된다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국채보

최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그 바탕 위에 2011년 10월 5일

상운동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이 구축될 것이

국민적 정성과 성금을 바탕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개관

고, 전 국민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채보상운

하였고, 이후 서상돈상 제정, 천둥소리 회보 간행, 국채보상

동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운동 유적지 발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번역 사업, 기념물

마지막으로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유네스코에 국

조형사업 등의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채보상운동 기록물을 공동으로 등재한 독립기념관, 국사편

면서 국채보상운동의 현대적 재해석 작업 및 나눔과 책임 정

찬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연구원, 한국금융사박물관,

신의 세계화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과도

특히 2011년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부

건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간의 학술교류를 강화

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건립된 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후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항온항습 시설과 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이러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

재예방 시설, 최신 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추어 소장된 국채

및 개인의 노력이 발판이 되어 이룩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보상운동 기록물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

것이다.

울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세간에 인식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시키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대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매

정신을 공유하고 후세에 계승·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모색해

년 국제학술세미나와 국내 심포지움 등 다양한 학술연구를

야 할 것이다. 현재의 등재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유관 기관

진행하고 있다.

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포함한

또한 국채보상운동을 주제로 한 동화책(나라빚 1300만
원), 소설(새들의 저녁, 제 마음도 보태어 주세요), 도록(책

다양한 세계기록유산의 연구,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
망한다.

임을 다하다) 등을 발간하고 뮤지컬(기적소리), 마당극(앵무
뎐), 오페라(불의 혼) 등의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제주도·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채보상
운동 기록물 순회전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
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다국어가 지원
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홈페이지(http://www.gukchae.
▲ 뮤지컬 기적소리

262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com/Pages/Main.aspx)를 개설하여 지금껏 (사)국채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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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기록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江戶]막부의 초청으로 12회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들이다.
조선통신사는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을 침략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에 크게 공헌했다. 양국은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증오와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를 넓혀 외교뿐만 아니라 학술ㆍ예술ㆍ산업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그 결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도 정치적 안
정이 이루어졌고, 안정적인 교역 루트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교기록ㆍ여정의 기록ㆍ문화교
류의 기록으로 구성된 종합자산이다. 여기에는 비참한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 방법 및 지혜가 응축되어 있고, ‘성신교린誠信交隣’의 교류이념을 바탕
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이민족 간의 교류도 잘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적ㆍ지적 유산으로, 항구적인 평화
공존 관계와 이문화異文化 존중을 지향해야 할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저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다.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부산 조선통신사 축제)

기록유산의 형식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19
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 한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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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담은 필담창수집, 그리고 각종 서화 등 통신사와 관련 있
는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나 재질, 규격 등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국의 소장 자료 63건 124점, 일본의 소장 자료 48건 209점으

우선 책자 형태의 자료로는 『통신사등록』과 같은 외교기록

로 총 111건 333점에 달한다. 이 중 외교 기록이 5건 51점, 여

과 통신사행록이 대표적이다. 조선통신사 파견과 관련하여 예

정의 기록이 65건 136점, 문화교류의 기록이 41건 146점이

조와 다른 관아가 주고받은 공문서를 옮겨 적은 『통신사등록』

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했던 만큼 한

이나 사행원이 자신의 일본 경험을 기록한 통신사행록은 양국

국과 일본의 등재 기록물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한국 측 등재

간 외교정책 수립과 각종 외교 의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상당수가 통신사행원 개인의 체험 및 일본에서의 활동

조선통신사 기록물에는 조선통신사의 실제 모습을 보여

을 다룬 것인데 비해, 일본 측 등재자료에서는 통신사를 맞이

주는 시각자료인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통신사

하기 위한 각 번藩의 준비 상황 자료나 향응 접대와 관련된 문

행렬도와 선단도船團圖, 부산에서부터 에도까지 주요 노정

서ㆍ그림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선통신사

의 경관을 그린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나, 조선통신사를

기록물에는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의 공식 문서 및 문헌, 통신

접대할 향응 요리와 그 순서를 그린 그림 등은 조선통신사

사행원 개인의 기록인 통신사행록, 양국 지식인들의 교류 상

의 여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록화이다. 이외에도 김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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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의 문화를 일본에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전쟁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통해 전쟁으로 무너졌던

조선통신사는 조선의 왕이 일본의 요청으로 교린交隣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실현하기 위해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의 실질적인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외교적 실무와는 별도로 일본

최고 통치자인 막부의 쇼군[將軍]에게 파견한 외교사절이

인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줄

다. 조선 전기에는 비록 불안정한 외교관계이긴 했지만 조

수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사절단

선에서 일본으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일

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관리이자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

본국왕사’가 파견되어 왜구에 대한 통제와 대장경 증정으로

난 세 사신을 비롯하여 외교문서 작성과 시문 창작을 담당한

대표되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술관과 서기, 환자의 치료를 맡은 의원, 명필가인 사자관,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은 양국의 선린관

음악 연주를 맡은 악사, 말을 타고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인

계는 물론, 17세기 동아시아 삼국의 체제 기반을 송두리째

馬上才人, 노정상의 풍광을 그린 화원 등 당대 조선에서 문

무너뜨렸다. 조선이 7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의 패

학적 재능이나 기예로 이름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게

권은 명明에서 후금後金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일본 역시

다가 세 사신을 제외한 사행원은 대체로 서얼이나 중인 이하

조선 침략의 와중에 전국시대를 평정했던 도요토미 히데요

의 신분이었기에 이들에게 사행 참여는 신분의 제약을 벗어

시[豊臣秀吉]가 사망하면서 정치적 불안으로 내전內戰이

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이처럼 각 분야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재능을 가진 400~500

에도막부를 새로 세운 후에도 계속되었다. 에도막부는 자신

명으로 구성된 조선통신사는 이미 그 자체로 문화교류 역량

들이 명실상부하게 일본의 최고 권력임을 대내외적으로 인

을 내포한 문화사절단이었다.

정받고, 민심을 복종시켜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
선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였다.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조선도 토지와

▲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경작 인구의 감소로 신분제가 동요하는 등 전후 복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명이 멸망하면서 대륙의 정세변동에 위
기의식을 느낀 조선은 자국을 둘러싼 정치ㆍ외교적 불안감을
이나 김유성 등의 조선통신사 화원이 일본인의 요구에 맞

물로 교류 당사자인 개인 간의 신뢰와 우의는 물론 평화적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국교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

춰 그린 그림이나 동래부 화원이 그린 것을 지니고 가서 일

인 외교 관계 수립과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문과

다. 이처럼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국교는 양국의 현실적 필요성

본인에게 증정한 그림 및 일본 막부에서 조선 국왕에게 선

글씨를 통한 문화교류를 위해 조선 조정에서는 제술관과 서

에 의해 의외로 빨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발

물한 그림 등도 기록물에 포함되었다.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기의 선발에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교류의 과정에 글씨가

판이 바로 일본의 요청으로 다시 파견한 조선통신사이다.

양국이 주고받은 그림의 성격이 상이한 만큼 제작된 형태도

졸렬해서는 안 된다며 사자관寫字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조선통신사의 파견으로 양국의 국교는 재개되었지만, 일

두루마리나 액자, 가리개 혹은 병풍 등 다양하며 그림이 그

특히 일본 노정 중 조선통신사가 사찰을 관소를 사용하거나

본국왕사가 오가던 ‘선린평화의 길’을 ‘신의를 저버린 침략

려진 재질은 대체로 종이나 비단을 사용하였다.

한문에 능숙했던 일본의 승려들이 조선통신사의 안내 및 접

의 길’로 이용했던 일본에 대한 조선의 불신과 적개심은 여

한편 조선통신사 기록물에는 양국의 문사가 동아시아의

대를 맡아 접반승接伴僧으로 참여하면서 청견사淸見寺를

전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우선 신뢰를 저버리고 전쟁을

공동 문어인 한자를 공유하며 만들어낸 시문과 글씨가 많이

비롯한 사찰 등에는 조선통신사가 남긴 시문과 글씨가 두루

일으킨 데 대한 징벌의 의미로 일본국왕사의 상경을 금지하

포함되어 있다. 시문과 글씨는 서로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

마리나 액자, 서첩, 현판 형태로 많이 남아 있다.

고, 조선인 포로의 쇄환刷還과 함께 문화를 통한 일본 교화

고 관심사를 주고받은 ‘성신교린誠信交隣’의 대표적인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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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들은 자신의 사행록에 일본의 다양한 학술을 소개ㆍ평가
하고, 일본 학자들의 저술을 적극적으로 얻어오기도 한다.

중한 체험을 일기나 시문으로 기록한 ‘사행록’과 양국 문사

통한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림과 글씨를 맡은

들의 시문창화와 필담을 통한 교류 내용을 담은 ‘필담창화

화원과 사자관은 공식적인 모임에 항상 가장 먼저 초청되어

집’은 양국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은 이들

탁월한 능력을 뽐냈고, 일본 역시 어용 화가를 동원하여 조

기록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것을 야만으로 간주했던 화이론적

선 국왕에게 바치는 병풍을 제작하거나 조선통신사의 행렬

華夷論的 세계관에서 벗어나 상대를 정확하게 다시 보게 되

을 그림으로 남겼다. 사행원의 약 1/10에 해당하는 악공들

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반성의 시

도 사행원의 노고를 달래거나 일본인을 상대로 공연을 하였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뛰어난 학문적 역량은

고, 일본 측에서도 공식연회에서 고려악高麗樂이 포함된 아

일본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 일본은 조

악을 연주하였다. 연희의 경우 조선의 마상재인이 일본인을

선통신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학經學을 비판적으로 수용

상대로 마상재를 공연하였는데, 일본도 공식연회에서 ‘사루

하면서 고학古學이라는 자체적인 학문 사상을 발전시킬 수

가쿠[猿樂]’ㆍ‘가부키[歌舞伎]’ㆍ‘닌교죠루리[人形淨瑠璃]’

있었다. 반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막대한 경제력과

등 전통연희를 공연하였다.

활발한 대외 무역 상황을 보고 자국의 폐쇄성을 깨닫게 되

또 의복ㆍ음식 등 생활문화와 의학ㆍ조선造船 등 기술문

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 더 나아가 서양과의 통상을 통해 경

화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조선통신사의 의복을

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길가에 가득 쌓여 있는 재화

그림으로 기록하거나 옷과 갓을 빌려 제도를 참고했다. 숙

와 항구를 메운 외국 상선의 모습은 국제 통상에서의 일본

박지에서는 일본인 요리사들이 일본의 전통요리와 함께 조

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력은 사

선식 요리법까지 배워 조선인이 즐기는 음식을 대접했다.

행록 등을 통해 조선으로 전해져 해외 통상에 대한 조선의

그리고 양국 의원들은 필담을 통해 의학서적ㆍ해부ㆍ탕천

인식 변화, 특히 이덕무ㆍ박제가 등의 북학파 지식인의 현

요법ㆍ인삼 등 다양한 화제로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았고,

실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모형배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쇄국체제로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제한되었던 일본

신의 삶 속에 기꺼이 받아들였다.

에서는 고위 관료로부터 학자ㆍ예술가 및 민중에 이르기까

그 결과 조선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는 문학과 학술

지 이국에 대한 호기심과 선진문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을 비롯하여 예능ㆍ생활문화ㆍ기술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조선통신사의 방문을 반겼다. 대도시는 물론 고급문화를 누

하게 전개되었다. 문학의 교류는 주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서로

릴 기회가 적었던 작은 도시의 학자나 예술가들은 조선통신

의 정감을 나누는 ‘시문창화詩文唱和’와 글로 써서 서로의 관

사의 숙소를 찾아 문화교류를 활발히 전개했다. 상대적으로

심사를 확인하는 ‘필담筆談’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술의 교류

조선통신사와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민중들도 수십 년 만에

는 주로 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초기에는 조선이 일본을

맞이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국의 문화를 자

가르치고 베푸는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사행이 지속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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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서도 조선의 문사들이 사행과 관련된 자신의 소

시문창화와 필담 외에 글씨와 그림, 음악, 연희 등 예능을

조선의 선장과 목수들은 일본과 조선의 배를 서로 비교하여

▲ 『통신사등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림으로 교류의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소중화小中華를 자부하며 안일하게 지내던 조선의
지식인이 기존의 화이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

이처럼 조선과 일본 양국은 조선통신사를 통해 다양한 문

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통해 자신은

화교류를 활발히 펼침으로써 상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벗

물론 상대방의 상황까지 아우르며 이해할 기회가 주어진 것

어나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다양

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확산은 조선과 일본의 사회 인

한 방식으로 빠짐없이 기록했다. 곧 양국 정부와 노정에 포함

식을 변화를 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된 일본 지역에서는 조선통신사 왕래로 발생한 각종 문서나

이렇듯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은 전쟁을 치른 조선과 일본

접대상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미래에 대비하고자 했다. 사행에

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로 나

참여한 조선의 문사들은 일기나 시집 형식의 ‘사행록’으로, 일

아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며, 이러한 상호이해가 평화적

본의 문사들과 출판업자들은 조선의 문사들과 필담창화한 내

공존과 사회의 발전에 밑거름이었음을 보여준 역사 그 자체

용들을 재정리하여 수많은 ‘필담창화집筆談唱和集’을 발간하

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였다. 또 양국의 화원들은 노정에서 마주한 경치를 그린 풍경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

화에서부터 육지에서의 행렬도, 수로水路에서의 선단도船團

화까지 정착시킬 수 있었다.

圖, 숙소의 배치도, 음식 접대도, 조선통신사 복식도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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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의 기본 내용과 의미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크게 외교기록ㆍ여정의 기록ㆍ문화
교류의 기록으로 나뉜다.
1) 외교기록
‘외교기록’은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둘러싸고 양국의 국가
기관에서 작성한 공식기록과 외교문서이다. 『통신사등록通
信使謄錄』과 『조선국서朝鮮國書』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등록』은 조선의 예조가 1641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옮
겨 적어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 국
왕의 명령과 조정의 논의, 파견 후 사행단의 보고 내용, 일본
의 국서와 서계, 예물목록 등 조선통신사 왕래의 시작과 마
무리까지 작성된 모든 공문서를 담고 있다. 『조선국서』는 조
선통신사를 통해 도쿠가와 쇼군[德川將軍]이 접수한 조선
국왕의 ‘국서’와 예물목록인 ‘별폭別幅’으로 구성된다.
이 기록들은 선린우호의 구축과 지속을 바라는 양국의 의
사 및 ‘통신’의 원칙ㆍ방법ㆍ실천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통신사를 통한 양국 외교 관계에 대한 1차
사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2) 여정의 기록
‘여정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부

▲ <사로승구도>에 그려진 ‘부산’

터 일본의 에도江戶까지 왕복 4,500㎞를 오가는 동안 양국
이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오가면서

기록朝鮮信使御記錄』은 1711년 통신사가 아카마가세키[赤

이들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

인의 기호와 ‘서화에 능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막부의 강

생긴 일들과 견문을 일기와 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기

間關]와 카미노세키[上關]에 머물 때 이들을 응접한 죠슈번

함과 동시에 조선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대응 및 이문화

한 요청 및 서화교류를 담당한 사자관과 화원의 탁월한 능

록한 ‘사행록’, 일본의 각 번藩이 조선통신사를 위해 숙소를

[長州藩]의 기록이다. 동원된 인원과 선박 및 막부의 명령에

異文化에 대한 상호 간의 동경을 잘 보여준다.

력 발휘에서 비롯되었다.

마련하고 접대한 내용을 기록한 ‘향응기록’, 양국 화가들이

의한 응접 지시부터 접대가 완료될 때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들을 그림으로 기록한 ‘기록화’와

적었다. <숙종 37년 통신사행렬도>는 쓰시마번[對馬藩]의

3) 문화교류의 기록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조선의 세 문사가 일본 하기번[萩藩]의

‘감상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가가 1711년 통신사 행렬을 그린 것으로, 도중道中ㆍ등

‘문화교류의 기록’은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

서기 야마다 겐킨[山田原欽]과 주고받은 25편의 시를 모은 것

『신청천해유록申靑川海遊錄』은 1719년 통신사에 제술

성登城ㆍ귀로ㆍ귀국 등 전체 세트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작품

록으로 크게 시문과 서화書畫의 교류로 나눌 수 있다. 양국

이다. 만남의 소망이 실현된 감회와 이국 영재에 대한 조선 문

관으로 참여한 신유한의 사행록이다. 긴 여정은 일기형식으

이다.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는 1748년 통신사에 화원으

의 문사들은 동아시아의 공용어인 한문을 사용한 시문창화

사의 찬탄 및 이별의 아쉬움이 잘 드러난다. <조선 국왕 효종

로 기록하고, 일본의 산수ㆍ제도ㆍ물산ㆍ풍속ㆍ문학ㆍ학문

로 참여한 이성린이 노정 지역 중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와 필담을 통해 서로의 정감을 나누고 관심사를 확인하였

친필액자朝鮮國王孝宗親筆額字>는 1655년 통신사 때 조선의

등에 관한 견문은 따로 『문견별록』에 담았다. 『조선신사어

명소 30곳을 그린 것이다.

다. 그리고 서화의 교류는 전통적으로 서화를 즐기는 일본

효종이 자필로 ‘영산법계숭효정원霊山法界崇孝浄院’이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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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酬唱詩>는 1682년 사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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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통신사 수창시 ©국립해양박물관
▼ 『신청천해유록』 ©국립중앙도서관

서 도쿠가와[德川]막부의 3대 장군 이에미스[家光]를 기리는 사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된 이유와 가치

당인 타이유인[大猷院]에 기증한 것이다. 할아버지인 이에야쓰

본의 첫걸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류에서 비롯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

국가ㆍ민족ㆍ인종ㆍ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나 테러가

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이 바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과 일본을 오간 ‘조선통신사’이다.

[家康]를 위해 일광산에 화려한 신사를 지은 손자의 효심을 기

1) 세계사적 가치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린 것이다. <부용안도병풍芙蓉雁圖屛風>은 일본이 궁중 화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울타

‘이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내

17~19세기는 유럽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대표

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되는 침략과 정복을 동반하면서 폭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대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무려 7년이란 기나긴 전쟁을 경험한

를 시켜 그린 뒤 병풍으로 만들어 조선 국왕에게 선물한 것으로
금박 바탕에 기러기와 부용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다.
이처럼 ‘문화교류의 기록’은 조선통신사가 양국의 우호 관
계 구축 및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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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헌장>에 등장하는 첫 문장이다. 이는 교육ㆍ과
학ㆍ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

앞서 <유네스코 헌장>에서는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울타

조선과 일본은 이 시기에 12차례나 양국을 오간 조선통신사

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가장 잘

리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어쩌면 전

를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무너졌던 양국의 신뢰를 회복

반영하고 있다, 전쟁만큼 잔혹하고 비참한 것은 없기에 유네

쟁으로 대표되는 대립과 갈등의 세계를 넘어 평화로 대표되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스코의 이념처럼 평화야말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근

는 조화와 화해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도 진솔한 마음의 교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 양국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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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끊임없는 모색의 과정이기도 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이제 한일 양국의 공동자산에서 벗어나

그 결과 양국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

호 이해의 우호 관계 형성은 물론, 약 200여 년간 전쟁 없이

선통신사 기록물이 오늘날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람직한 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양국만이 아니

산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배려

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상호교류에도 큰 영향

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일찍이 1443년 조선통신사에 종사

을 미쳤다. 서로 인접한 국가 사이에 이렇게 사절단을 통해

관으로 참여한 신숙주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 이웃

오랜 기간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문화교류를 한 경우는 세

나라와 사귀고 접대할 때는 상대의 실정을 알아야 예절을 다

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그야말로 조선통신사는 전쟁과

할 수 있고, 예절을 다해야만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폭력이 횡행하던 시대에 이웃한 나라끼리 진솔한 마음의 교

외교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쓰시마의 외교관이자 유학자

류를 통해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분쟁이나

로서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전쟁을 성공적으로 예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규정했던 아메노모리 호오슈[雨森芳洲]의 『교린제성交隣提

한편, 조선과 일본은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약 200여 년

醒』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조선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적 외교의 방법

이 기호나 풍습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조선의 풍속 및 관습

과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을 오늘

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서로 속이거나 다투지

날 한일 양국에 남겨진 다수의 자료에 기록하였다. 이들 자

않고 진심으로 사귈 것을 강조하였다.

료는 조선통신사 왕래의 절차와 방법, 원칙과 목적, 향응과

양국의 대표적인 두 외교관은 이웃 나라와의 사귐에 있어

접대 준비 등을 비롯하여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이루

자국의 이익과 체면만을 먼저 생각하는 근시안적 외교에서

어진 수많은 문화교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벗어나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한결같

이 기록들을 통해 매회 행해진 조선통신사 왕래의 모습을

이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초기 3차례의 조선통신사(1607ㆍ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617ㆍ1624)는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조

이처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일찍이 전쟁을 경험한

선의 불신으로 사절단의 명칭이 ‘통신사’가 아니라, 일본의 국

조선과 일본 양국이 오랜 기간 평화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행

서에 회답하고 일본 내 조선 포로들을 쇄환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진 외교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게다가 12차례나 되는 외

한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불신이 어느 정도 바탕

교사절단의 활약상을 단 한 차례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으

에 깔린 외교활동이다 보니 양국은 포로 쇄환, 외교문서, 사행

로 기록한 것은 세계적으로 그 비슷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

일정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

정도이다. 따라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7세기~19세기

로 상대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고 배려하면

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전쟁과 갈등을 뛰어

서 끈질긴 이견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이와 같

넘어 인류의 평화적인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모범적인 교과

은 직접적인 외교활동 외에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도 첨예한

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다.

외교 갈등을 희석하는데 막대한 이바지를 하였다. 그 결과 상

2) 인류가 기억해야 할 이유와 평가

호불신이 조금씩 해소되어 상대를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

되었고, 마침내 ‘통신사’란 이름도 되찾아 오래도록 문화교류

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

를 매개로 한 평화공존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하지만 200여 년간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선린평화

의 두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관계를 유지했던 양국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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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편찬위원회 귀중자료실 소장 통신사행렬도(숙종37년) 모습

한다. 1811년 조선통신사는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에도가

었다. 오늘날 ‘종군위안부’ㆍ‘독도영유권’ㆍ‘역사 교과서 왜곡’

아닌 쓰시마[對馬島]에서 국서를 전달하였다. 이는 소위 ‘역

ㆍ‘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 등과 같은 양국 사이의 첨

지통신易地通信’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조선통신사는 이

예한 갈등은 조선통신사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

사행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19세기 말

이 아니다. 왜구에 의한 일방적인 약탈을 상호 교역과 공존의

에 새롭게 들어선 메이지[明治] 정부가 그동안 조선통신사

관계로 바꾼 것이 조선전기 통신사라면, 일본의 침략전쟁인

왕래를 통해 구축한 양국의 대등ㆍ선린우호 관계를 인정하

임진왜란으로 인한 원한과 불신을 문화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

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통신사 왕래가 단절되자 서로의

존의 관계로 만들어 간 것이 조선후기 통신사이다. 결국 양국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양국은 서로의 정보조차 교

이 서로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통신通信’을 활발

환할 수 없는 불통不通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히 전개할 때는 평화 공존의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통신’이 끊

그 결과 양국 관계는 점점 멀어져 오해와 편견이 커지면서
마침내 다시 분쟁과 침략의 불행한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

어지는 순간 다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일찍이 독일 제국의 초대 재상 폰 비스마르크는 “어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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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표 16-1] 한국과 일본의 소장 현황
비고

한국

일본

소장처

건

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

41

국사편찬위원회

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장처

경 속에서 관리ㆍ보존되고 있다.

배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선통신사의

건

점

국립중앙도서관

23

34

역사를 담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통해 나라 사이에 ‘만남

3) 기록유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11

고려대학교 도서관

4

9

을 통한 소통의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

등재 이후 양국의 소장처를 중심으로 전시활동과 심포

1

3

국립중앙박물관

7

8

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엄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등재 1주

부산박물관

10

10

국립고궁박물관

3

4

양 국민의 지혜가 오롯이 응축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반목

년을 기념하여 2018년 10월 말을 ‘조선통신사 주간’으

국립해양박물관

4

4

63

124

과 대립으로 점철된 오늘날 국가ㆍ민족ㆍ인종ㆍ종교 간 갈

로 지정하고 등재 사업을 주도한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

교토(京都)대학교 종합박물관

1

3

도쿄(東京)국립박물관

1

15

등의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것은 조선

로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곧 『유

야마구치(山口)현립 야마구치(山口)박물관

1

1

오사카(大阪)역사박물관

11

14

통신사가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록』의 발간(부산문화

시모노세키(下關)시립조후(長府)박물관

4

9

오카야마(岡山)현립박물관

1

9

네스코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10.25), 조선통신사 기록물 특별전시회(부산박물관,

후쿠오카(福岡)현립도서관

1

15

오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도서관

1

1

야마구치(山口)현문서관

1

13

나고야시(名古屋市)호사(蓬左)문고

4

4

시가(滋賀)현립비와코(琵琶湖)문화관

1

1

미야코마치(みやこ町)역사민속자료관

1

6

1

36

의 기록’ 전시회(2017.12.5.~25), 시모노세키시립역사박물
관의 ’조선통신사-한일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특별

소 계

나가사키(長崎)현립쓰시마(對馬)역사민속
자료관

4

5

다카쓰키(高月) 간논노사토(觀音の里)역사
민속자료관

후쿠야마시(福山市) 도모노우라(鞆の浦)역사
민속자료관

1

6

공익재단법인 고려미술관

3

9

공익재단법인 란토(蘭島)문화재단

1

1

종교법인 죠센지(超專寺)

1

1

종교법인 센뉴지(泉涌寺)

1

2

종교법인 아카마진구(赤間神宮)

1

1

종교법인 혼간지하치만베쓰인(本願寺八幡別
院)

1

1

종교법인 세이켄지(淸見寺)

1

48

종교법인 지쇼인(慈照院)

1

4

종교법인 린노지(輪王寺)

1

1

종교법인 도쇼구(東照宮)

2

2

도이 쥰코(土肥純子)

1

1

48

209

111

333

소 계

총 계

(자료 출전 :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기념자료집』, 부산문화재단, 2017)

이제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

10.25),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의 진수식(국립해양문화재연

와 인류공영의 역사를 새로 기록해 나가는 책무는 오롯이

구소, 10.26), 기념 학술심포지엄(국립해양박물관, 10.27)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등이다. 일본도 도쿄국립박물관의 ‘조선국서-조선통신사

현대적 활용

전‘(2018.2.3.~3.11) 등이 개최되었고, 일부 공공 박물관에
서는 온라인 전시기획전도 개최하였다.

1) 현재 소장 및 관리 기관 현황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원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총 111건 333점으로 현재 한국의

구 보존을 위해 접근이 제한된다. 하지만 디지털 이미지나

경우 9개 기관이, 일본은 25개 기관과 개인 1인이 소장하고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각 소장처

있다. 그 현황을 정리하면 [표16-1]과 같다.

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등
재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 법

2) 관리 및 보존 실태

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의 홈페이지에도 등재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국의 경우 문화재 담당기관(국립

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되어 있다.

중앙도서관, 충남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이나 전문 연구기관(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도

4) 기타 기록유산 관련 다양한 활동과 특이사항

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다. 일본

한국의 부산광역시는 매년 5월 첫째 주 금ㆍ토ㆍ일요일

도 대부분이 정부 및 각 현縣ㆍ시市ㆍ정町의 지정문화재로

을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국

지정되어 공적인 보호를 받거나 박물관 등 공적시설에서 귀

제 학술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해신제ㆍ전별연ㆍ조선통신사

중한 학술자료로서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ㆍ보존되고 있다.

행렬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들 행사는 한일 관

예를 들어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는 ‘귀중 자

계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기록유산으

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수문을 비롯하여 자동 화재 탐

로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가치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

지와 소화 시설 구축, 24시간 CCTV 감시장치 등을 운영하

고 있다.

고 있다. 도쿄국립박물관도 학예원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하
▲ 국사편찬위원회 귀중자료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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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book is the first one in which sixteen documentary heritages, which have been either submitted
to or listed by South Korea as part of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by organizations and then are officially explained.

In May 2018, the Korean institutions with documentary heritages gathered together to form the
Association of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stitutions and started working with the help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o well maintain

In 1992, UNESCO commenced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o preserve and utilize important
heritages in danger of being damaged or vanishing for good, in spite of the fact that UNESCO

the documentary heritage in Korea and inform the public. This book is an outcome of the first joint
project.

had previously been dedicated to passing down human cultures. Its objective is to create a list of
documentary heritages and establish effective preservation measures. The register includes 427

In addition,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Advisory

documentary heritages which are preserved and managed by 128 countries and 8 organizations

Committee (IAC)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established KMoW KC in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first published copy of the 42-line Gutenberg Bible and the 1893

June 2018 in order to promote the public dissemination and informatization of Korea's documentary

Women’s Suffrage Petition from New Zealand.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s an

heritage. KMoW KC has been working towards public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heritage.

important project to show how humanity is working towards preservation of human experiences and

Therefore, this book is also part of the KMoW KC project.

cultures.
This book has been creat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Gyeongsangbuk-do and the sponsorship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cherishes its traditions and owns lots of documentary heritages that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e hope this book can spread the knowledge of

are valuable in the history of mankind. Since "The Hunmin Chongum Manuscript" and “The Annals

Korea's documentary heritage register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which are valuable heritages of

of the Choson Dynasty” were register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in 1997, the oldest extant metal

mankind,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increase interest in the documentary heritage.

type printed book,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Vol.II)” was listed in 2001. Then,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and The
Archives of the KBS Special Live Broadcast "Finding Dispersed Families" were added in 2015, followed
by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Royal Seal and Investiture Book Collec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in 2017. A total of 16 heritages have been
registered. In terms of the number of documentary heritages list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South
Korea has the fourth largest number of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highest number of any
country in the Asia Pacific area. Institutions that have been preserving and managing documentary
heritages in Korea have been committed to their tasks. However, the heritages do not belong only to
these institutions which preserve them.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know what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ry means and what kind of content it includes so that its values can be diffused. UNESCO
recommends not only to fully preserve each legacy listed as a Memory of the World, but also to seek
measures to allow access to the documentary heritages more easily after thei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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