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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i-Gum-Bu(義禁府) is regarded as a key 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power of the royal authority, mainly

because it directly obeys the king’s command and retains the power to punish or pardon government officials for

severe crimes such as treason or significant breach of Confucian ethics. For this reason, Ui-Gum-Bu held a

higher place in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of the government than other similar offices such as Hyung-Jo(刑

曹), Sa-Heon-Bu(司憲府) and Po-Do-Cheong(捕盜廳). This characteristic of Ui-Gum-Bu is also evident in the

architectural style and composition of the office building. The figures of the Ui-Gum-Bu office is depicted in

detail in the paintings listed in Gum-Oh-Gye-Cheop(金吾契帖, a record of Ui-Gum-Bu office meetings, and
descriptions in the code book Gum-Oh-Hun-Rog(金吾契帖), both written in 18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overall transition process of the Ui-Gum-Bu office building from the beginning until its

demoli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Based on research materials of 18th century, its architectural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will be dealt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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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시대에 범죄를 다루던 관청으로는 의금부, 형조,

사헌부, 포도청 등이 있다. 이 중 의금부는 주로 왕명

을 직접 받들어 고위 관직자들을 대상으로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형사절차를 주관하거나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의금부는 왕권의 위세를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핵심 기구로 평가된다. 의금부는 금오

(金吾), 금부(禁府), 왕부(王府), 조옥(詔獄)등으로도 지

칭되었으며, 형벌을 주관하는 유사 기관들 중 당상관

의 직제도 종1품아문으로 가장 높은 관청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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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형조의 수장인 판서는 정이품(正二品),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은 종이품(從二品)이었고, 포도청의 수장인 포도대장 역시 종이품의

관직이었다. 종일품(從一品)의 관직을 받는 의금부의 판사는 대개

다른 관청의 판서나 우의정이 겸임했다. 가장 높은 직급인 판사에

이와 같은 의금부의 특성은 청사의 구성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사 관청들과는 달리 중심 건물의 전면

에 돌출된 지붕을 두어 심문 공간으로 이용하였는데,

때로는 왕이 직접 거둥하여 관련 절차를 주관하기도

했다. 돌출 지붕은 청사 전면의 대문에도 두었으며, 이

부분으로의 출입은 당상관 이상의 일부 관리들에게만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돌출 지붕을 청사를 비롯하여 출입문에도

연속적으로 두는 구성은 동시대의 관아 건축에서는 동

일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돌출 지붕은 궁궐의

일부 전각이나 왕릉의 정자각과 같은 의례용 건물에서

주된 행례가 일어나는 중심 공간의 전면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임명되었던 잘 알려진 인물로는 체제공(蔡濟恭, 1720-1799), 김조순

(金祖淳, 1765-1832), 김정희(金正喜, 1786-1856)등이 있으며, 실질적

인 업무를 담당했던 종오품(從五品)의 낭청으로는 정선(鄭敾,

1676-175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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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년도 표제 명칭 크기(cm) 소장처

1 1646 金吾契帖 33.1X20.5 연세대학교

2 1697 金吾齊會圖 37.5X20.1 서울역사박물관

3 1698.06 金吾稧帖 35.1X19.9 국립중앙도서관

4 1698.09 金吾稧會圖 35.7X20.4 국립중앙도서관

5 1699 金吾契帖 34.4X19.5 국립청주박물관

6 1701 金吾座目 35.0X18.9 연세대학교

7 1704 金吾座目 33.4X19.8 국립중앙도서관

8 1712 金吾稧帖 34.0X20.7 서울역사박물관

9 1713 金吾契帖 35.5X20.4 충현박물관

10 1714.05 金吾稧帖 35.7X20.8 충현박물관

11 1714.09 金吾稧帖 35.4X19.9 충현박물관

12 1714.11 金吾稧帖 36.5X19.8 충현박물관

13 1716 金吾稧帖 35.6X22.0 한국교원대학교

14 1717 金吾座目 36.0X22.0 국립민속박물관

15 1719 金吾稧帖 34.7X18.2 장서각

16 1723 金吾稧帖 35.9X22.8 국립고궁박물관

17 1729.08 義禁府圖 34.5X46.5 일암컬렉션

18 1729.09 錦衣郞稧帖 35.5X22.3 서울역사박물관

19 1731 金吾稧帖 35.0X22.0 규장각

20 1733.09 金吾契帖 35.5X22.6 서울역사박물관

21 1733.12 金吾契帖 35.8X23.6 국립중앙박물관

22 1734.01 金吾稧帖 32.2X20.6 대전시립박물관

23 1734.01 金吾契帖 35.0X22.0 서울역사박물관

24 1734.07 金吾契帖 36.5X23.5 군산 동국사

표 1. 의금부 건물이 묘사되어 있는 계회도가 담긴 금오계첩

의 목록(공평도시유적전시관, 앞의 책, 2019, 116-193쪽의 내

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편집)

조선시대 의금부 청사의 모습은 여러 금오계첩(金
吾契帖)에 수록된 그림과 18세기의 문헌인 금오헌록
(金吾憲錄)를 비롯한 관련 기록들을 통해 비교적 상

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금오계회(金吾契會)는 약

300여 년간 지속되며 많은 계첩을 남겼는데, 계첩에는

계회를 진행하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담겼

다. 금오계회의 장소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의금부였고, 이 때문에 의금부 청사를 구성하는

여러 건물들은 계회가 지속된 기간 동안 계회 장소의

배경으로 꾸준히 등장한다.

그동안 의금부와 관련한 주된 연구는 주로 법제사

또는 역사학 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의금

부 청사 건축 자체에 대한 건축역사학 분야의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공평도시유적전시

관의 주최로 여러 소장처에 흩어져 있던 금오계첩의
그림들이 한 데 모여 소개되었고, 1992년 국사편찬위

원회에서 영인본을 출간한 이후로 금오헌록의 번역

작업도 몇 차례 이루어져 의금부 관련 기록에 대한 접

근이 한층 용이해졌다.2)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금부 청사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다수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공간

구성과 그 성격을 자세히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장에서는 의금부의 건축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고, 3

장에서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금부 청사의 건

립과정과 주된 변화를 임란 전·후와 근대기 이후의 각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가장 자세한 기

록이 남아있는 18세기 전반기 의금부 청사의 주된 구

성과 성격을 추국(推鞫), 수인(囚人), 부속(附屬) 공간

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의금부의 건축 관련 기록

2-1. 금오계첩(金吾契帖)
금오계첩에 수록된 의금부 청사의 그림은 조선시

대 관료사회의 결속과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계

회를 기록한 계회도의 일종으로, 의금부에 소속된 관

리들의 명단과 회합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3) 조선시

대의 계회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일도 제법 있었으나,

2)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금오계첩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기획

전, 서울역사박물관, 2019, 박명양, 이의현 저, 김영석 역, 금오헌
록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진옥 역, 의금부의 청헌

(廳憲), 금오헌록, 보고사, 2016
3) 안휘준, 한국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
출판사, 1988, 368∼392쪽

주로는 관청의 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금오

계첩 중 많은 수가 계회의 장소였던 의금부의 건축 공

간을 묘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당대 의금부의 건축

공간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금오계첩은 의금부에 근무하는 종5품 이상의 관리인

도사(都事)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의식인 면신례(免新

禮)를 치르는 날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계첩은 면신례

에 참여하는 신임 도사가 대개 10점 정도를 만들어 선

임들에게 분배하고 자신도 하나를 간직했다.4) 따라서

도사들의 교체가 잦을수록 면신례의 거행과 함께 금오

계첩의 제작도 빈번했는데, 1606년부터 1887년 사이에

제작된 82점이 확인되고 있다.5)

이 중 1768년의 금오시첩(金吾詩帖), 19세기에 제

작된 금오계첩들 중 몇 개는 산수를 배경으로 한 계

회의 장면이 그려져 있으므로 의금부의 건물은 등장하

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의금부 청사의 구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첩은 총 75점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의 표1.과 같다.

4) 윤진영, 조선후기 金吾契帖의 제작관행과 신경향 , 朝鮮時代史
學報, 91호, 2019. 197-234쪽
5)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앞의 책, 2019,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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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739.01 金吾帖 33.9X20.9 고려대학교

26 1739.05 金吾稧帖 34.5X21.4 하버드대학교

27 1745 金吾稧帖 37.3X25.8 버클리대학교

28 1748 錦衣郞契會圖 36.5X22.5 가톨릭관동대학교

29 1749 金吾稧帖 36.1X22.6 수원화성박물관

30 1750 金吾座目 35.4X22.0 규장각

31 1753 金吾契帖 35.5X24.2 서울역사박물관

32 1755 金吾稧帖 35.8X23.7 고려대학교

33 1756 金吾稧帖 35.3X23.3 충현박물관

34 1759.07
金吾契帖

落帙
34.2X92.3 서울역사박물관

35 1759.12
金吾座目 幷

英宗己卯
35.4X22.0 국립중앙도서관

36 1762 金吾稧帖 35.5X23.0 규장각

37 1769.09 金吾座目 34.2X23.2 국립중앙도서관

38 1769.10 金吾契帖 31.8X22.2 단국대학교

39 1777 金吾座目圖 34.7X21.9 장서각

40 1782 金吾稧帖 34.0X21.5 규장각

41 1783 金吾契會圖 36.0X44.5 국립중앙박물관

42 1787.03 金吾稧帖 33.6X22.0 국립민속박물관

43 1787.03 金吾稧帖 33.4X20.2 고려대학교

44 1788 金吾稧帖 34.3X22.8 단국대학교

45 1790.01 金吾帖 33.0X21.0 국립민속박물관

46 1790.07 金吾座目 32.8X21.0 국립중앙도서관

47 1790.12 金吾座目 32.6X15.8 국립중앙도서관

48 1791 金吾契帖 34.5X46.6 국민대학교

49 1799.12 金吾座目 32.5X22.6 계명대학교

50 1799.12 金吾座目 33.0X22.4 서울역사박물관

51 1800
庚申

金吾契帖
32.5X22.2 울산박물관

52 1802.09 金吾稧會圖 33.7X21.7 서울역사박물관

53 1802.11 金吾座目 33.4X21.4 국립고궁박물관

54 1803.01 金吾稧帖 33.5X22.1 서울역사박물관

55 1803.05
癸亥

金吾稧帖
32.0X21.3 울산박물관

56 1805 金吾稧帖 35.2X23.3 버클리대학교

57 1811 金吾稧帖 36.0X22.6 화성향토박물관

58 1812 金吾稧帖 33.8X22.6 장서각

59 1813 金吾稧帖 34.0X23.0 국립민속박물관

60 1814
義禁府先生

稧帖
34.8X23.5 연세대학교

61 1817.08 金吾稧帖 34.0X23.0 장서각

62 1817.? 金吾稧帖 35.0X23.3 버클리대학교

63 1817.12 金吾稧帖 36.3X22.9 고려대학교

64 1825 金吾稧帖 35.5X21.8 경상대학교

65 1828.? 金吾稧帖 35.3X23.1 서울역사박물관

66 1828.? 金吾稧帖 35.7X22.8 서울역사박물관

67 1831 金吾稧帖 35.8X23.8 고려대학교

68 1844 金吾稧帖 33.5X21.8 대전시립박물관

69 1846 金吾郞座目 36.6X24.6 국립중앙도서관

70 1849 金吾稧帖 36.2X23.3 국립중앙박물관

71 1862
金吾堂郞契

帖
36.2X22.8 국립중앙박물관

72 1875 金吾契帖 34.8X23.0 호림박물관

73 1883 金吾稧帖 33.5X22.5 장서각

74 1886 金吾稧帖 35.5X24.1 연세대학교

75 1887 金吾稧帖 34.1X23.6 고려대학교

이들 계첩에 묘사된 의금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대체

로 비슷하다. 개중에는 1734년 정월(正月)의 금오계첩
(표1.의 22. 23), 1787년 3월의 금오계첩(표1.의 42,

43), 1799년 12월의 금오좌목(표1.의 49, 50)처럼 같

은 날 열린 계회를 기록한 것들도 있다. 계첩에 등장

하는 의금부 청사의 묘사 방식은 대부분 정면에서 바

라본 구도의 부감도이며, 일부 평행투상의 기법이 함

께 사용된 것들도 있다.6)

그림 1. 평행투상부감법과 부감법의 비교 [左: 1800년 경신금
오계첩(표1.의 51), 右: 1811년 금오계첩(표1.의 57)]
부감법의 특성상 계첩의 그림 중에는 일부분이 생략

되거나 왜곡된 표현들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이전의 계첩을 그대로 모사하거나 간소하게 그려진 탓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청 앞에 위

치한 호두각(虎頭閣)의 정면 규모는 18세기 중반까지

는 대개 3칸으로 그려져 있지만, 1777년의 금오좌목
도(표 1.의 39)이후부터의 그림에서는 호두각 중심 칸

에 묘사된 기둥의 위치가 뒤로 물러나면서 정면 1칸으

로 보이기도 한다.(그림 1.의 右) 이러한 경향은 한동

안 지속되었으며(표1.의 40, 42, 43, 45-48, 53-75), 개

중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1칸으로 묘사된 것들도 있

다.(표1.의 65, 66, 67)

이러한 묘사들은 주로 18세기 후반에 등장해 지속되

었던 만큼 실제로 호두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1788년의 금오계첩(표1.의 44), 1799년의 금

오좌목(표1.의 49, 50), 1800년의 경신금오계첩(표 1.

의 51, 그림1.의 左)에서는 다시 정면 3칸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만으로

호두각의 규모가 실제로 달라졌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6) 부감법은 동양의 전통회화에서 많이 사용된 기법으로, 위에서 밑

으로 내려다 본 시각상(視覺象)을 표현한 회화 기법이다. 사물을 투

시하여 2차원의 평면에 기술하는 것으로, 이르게는 선사시대의 암각

화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부감법은 조선시대 기록화에서

특히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각적 보조 자료로서의 효용

이 높았던 상황에서 그림의 서사적 표현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평행사

선의 투상이 더해진 것을 평행사선부감이라고도 하는데, <동궐도

(東闕圖)>, <규장각도(奎章閣圖)>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최윤

철, 한국전통회화에서 사용된 부감법에 대한 연구 , 기초조형학연
구, 2011, 12권 4호, 377∼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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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계첩의 제작 시기에 따라 일관된 변화가 관

찰되는 건물들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실제 의금부

청사의 변화가 그림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은 정선(鄭敾,

1676-1759)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의금부도(義禁府

圖, 그림 4.)>이다.

이 그림은 의금부 청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묘사

한 유일한 그림으로, 정선이 의금부도사를 지낸 1729

년(영조 5)에 기록된 것으로 전한다. 실경화가였던 정

선의 의금부도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측면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7) 특히 측면에

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출 지붕의 묘사와 정청 후면

의 연정(蓮亭)의 모습까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2-2. 금오헌록(金吾憲錄)
금오헌록은 1743년(영조 19)부터 의금부도사(義禁

府都事)로 재직했던 박명양(朴鳴陽,1709-?)에 의해

1744년(영조 20)에 편찬되었고, 이후 1826년(순조 26)

의금부도사가 된 이의현(李宜鉉, 1777-?)에 의해 증보

된 의금부의 내규집이다. 이 자료는 의금부에 실제 재

직했던 인물들이 집필한 만큼 조선 후기 의금부의 건

축 공간에 대해 가장 자세한 내용들이 높은 밀도로 기

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현재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으

며,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주립대학의 아사미문고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 자료에는 서문과 기(記)를 비롯해 박명양이 기록

한 본문과 이의현이 덧붙인 추록(追錄), 저자를 알 수

없는 부록(附錄)으로 나뉘는데, 본문의 28개 목(目) 중

설립(設立)과 관부(官府)에 건축 공간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지만, 필요 물자를 기록한 진배(進排)나 예목

(禮木)을 통해서도 공간의 형식과 용도에 관련된 기록

을 확인할 수 있다.

2-3. 지리지와 실록 및 문집

조선 중기의 관찬지리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
覽)의 경도(京都) 편에도 의금부의 위치와 기능이

소개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인문 지리서인 동국여
지비고(東國輿地備考)를 통해서는 의금부 청사의 간

략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7)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앞의 책, 2019, 82쪽

8) 박명양, 이의현 저, 김영석 역, 앞의 책, 2016, 3∼9쪽

기사가 태종대부터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등장

한다. 실록에는 의금부 청사가 견평방(堅平坊, 현재의

공평동 일대))에 자리 잡게 된 시점과 이유, 임란 이후

광해군대의 재건 사실이 있다. 또한 임금의 여수(慮囚)

시 의금부의 공간 이용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9) 승
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일성록(日省錄)을 통해서도

의금부건물의 보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도 조선 시대의 여러 문집에 의금부의 건축 공간과 관

련한 기사가 있다.

3. 의금부 청사의 건립과 변화과정

3-1. 15세기 의금부 청사의 건립 과정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의금부는 1392년(태조 원년)

에 옥사(獄事)를 위해 설치되었던 순군부(巡軍府)가

1402년(태종 2) 순위부(巡衛府), 1403년(태종 3) 의용순

금사(義勇巡禁司)를 거쳐 1414년(태종 14)에 개칭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의금부라는 명칭 자체는

1410년(태종 10)경의 실록에서부터 등장하며, 관리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된다.11) 따라서

의금부는 의용순금사와 통합되기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직제와 기능은 1414년의 개편을 통해

일원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의금부 개편 당시 관아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456년

(세조 2) 단종 복위사건 이후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하

다 유배된 정몽주의 손자 정보(鄭保, 생몰년미상)의 가

산이 몰수된 후 그 집으로 관부의 정아(正衙) 대청(大

廳)을 삼았다는 아래의 기록이 조선 후기의 지리서인
동국여지비고와 조선 후기의 문신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이 1871년 편찬한 임하필기(林下筆記)에
전한다.

의금부는 태종 14년(1414)에 설치하였고 유성원(柳誠源)

이 그 기문(記文)을 지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세조

때에 감찰 정보(鄭保)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집을 관

청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12)

위 문헌의 내용만으로는 세조대에 정보의 집을 바로

9) 여수(慮囚)는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경우 죄수를 용서하고 놓

아주는 일종의 사면제도로,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 이후로 조선시대

에까지 지속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김형중,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

역사와 경계, 2014, 90호, 155∼187쪽 외.
11) 태종실록, 10년 경인(1410), 4월 4일(경자)
12) 임하필기 제13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각사(各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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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청사로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보의 집은 바로 의금부 청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세조비 정희왕후윤씨(貞熹王后尹

氏, 1418-1483)의 남동생이었던 윤사흔(尹士昕,

1422-1485)의 생전 거처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적몰(籍沒)된 정보

(鄭保)의 집은 전 소윤(少尹) 윤사흔(尹士昕)에게 주고, 자

수궁(慈壽宮)의 질병가(疾病家)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이

사철(李思哲)의 아내에게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14)

세조대에 적몰된 정보의 집이 여러 채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중 윤사흔에게 하사된 집이 나중에 의금부 청

사로 전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헌에

는 의금부 청사로 전용된 집 이외에 정보의 다른 재산

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세조와 성종의 2대

왕조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육조(六曹)의 중앙 관직

과 한성부판윤 등 주로 요직만을 지냈던 윤사흔의 생

애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자택은 한성부 중심가인 종

로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금부에는 호두각이라 지칭된 특징적인 심문

공간이 있었는데, 문헌에 호두각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윤사흔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488년(성종 19)의 일이다. 따라서 의금부 청사가

현재의 공평동 100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것은 정보의

집이 적몰된 직후가 아닌 약 30여 년이 지난 이후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기사는 세종대의 일을 회고하며 호두각이

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므로, 실제로 세종대부터 의금

부에 호두각이라고 불리던 건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국 공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호두각

이라는 명칭을 쓴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대

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시강관(侍講官) 이창신(李昌臣, 1449-1506)은 말하

기를, 허조(許稠, 1369-1439)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국(推鞫)하게 하였는데, 눈비가 내리는 날을 당하여

호두각(虎頭閣)에서 국문을 당하자, 묻는 것은 대답하

지 않고 머리를 숙여 울며 탄식하므로, 금부(禁府)에서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하략)15)

13) 윤사흔은 왕실과 외척 관계인 한편,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을 옹립하여 국가를 안정시켰다는 공로로 1471년(성종 2) 파천부원

군(坡川府院君)에 책봉되었다. 1473년(성종 4) 사헌부대사헌 서거정

(徐居正, 1420-1488)등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기도 했으나 1475년에

다시 의정부 우의정에 올랐다. 1485년 사망하였다.

14) 세조실록, 3년 정축(1457), 2월 8일(임인)

3-2. 임란으로 인한 소실과 17세기의 재건

조선전기 한성부의 주요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의금부 청사 역시 임란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금부는 한동안 다른 장소에

임시로 마련된 건물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탈옥사건도 종종 발생했던 기록이 있다.

(전략)"왕부(王府)의 사체는 지극히 엄격하여 중요한 추국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관련자들을 각방에

분산시켜 두어 뒤섞이지 않도록 하여, (중략)그런데 지금

은 임시로 여염집 사이에 설치하여 건물이 많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제도가 협착하여 혹시 추국하는 옥사가 확대

되기라도 하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 넣을 수가

없고, 비록 엄하게 방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소리가 서

로 통하여 소소한 힐문도 자연히 들어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옥사가 큰길과 벽 하나만을 사이하고 있기 때문

에 가령 밤중에 담장 밖에서 귀를 대고 몰래 통화를 한

다고 해도 금할 방도가 없습니다.(중략) ...등이 잇따라 도

망친 것도 실은 바깥담이 낮고 안팎의 방비가 엄하지 않

은 까닭으로 도망하기가 쉬웠던 때문입니다.〈본부의 옛

터에 주초(柱礎)를 그대로 사용하여 옥사를 세우고, 대강

대청을 지을 것을 매번 계청하려 했으나 국가에 일이 많

아 미처 겨를이 없어 감히 번거롭게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략)16)

의금부의 본격적인 재건 논의는 1612년(광해군 4)에

시작되었는데, 언제 정확히 공사를 시작하였고 마쳤는

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1646년(인조 24)년부터의 계회

도첩(표1.의 1, 그림 2.)에는 주요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재건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재건된 의금부의 장소는 임란 이전과 같았고,

주요 건물의 초석도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재건 공사는 같은 해 3월 정도에 시작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문헌에 등장하지만, 이후

의 기록이 없어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전략)마침 조정에 큰 공사가 없으니 때맞추어 폐허가

된 옛터를 치우고 공사를 한다면 점차 왕부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특별히 근

실하고 유능한 관원 한 사람을 차정하여 속히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게 하소서. 옥사나 대청(大廳) 같은 것은

옛날의 구주석(舊柱石)이 모두 있으니 먼저 건축한다면

긴요하지 않은 가옥(不緊房屋)은 수시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옥사나 대청의 재료는 해사에서 직접

마련해야 할 것이나 부내의 기와와 자갈(瓦礫)을 모으는

일과 도랑을 팔 때에는 방민(坊民)이 아니면 역사를 시

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민은 으레 부실한 자들

15) 성종실록, 19년 무신(1488), 10월 28일(무오)
16) 광해군일기, 4년 임자(1612), 2월 12일(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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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으니 병조의 입번(入番) 군사들이 3월에 올라오면

4, 5개월 동안 부역을 시킨다면 만에 하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승전을 받들도록 하소서."하

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17)

임란 이후 재건된 의금부의 대략적인 모습은 앞서

언급한 1646년부터의 계회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1.의 1, 그림 2.) 이 그림에는 중심 건물이 정면 3칸

으로 묘사되어 있고, 동서의 부속 건물은 지붕만이 소

략하게 그려져 있다. 중심 건물 앞쪽으로 두 개의 문

이 묘사되어 있어 의금부 청사의 출입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호두각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1698년의 계회도(표1.의 3(그림 3.), 4)에서도

동일하다. 이 그림들이 당시 청사의 상황을 객관적으

로 묘사한 것이라면 호두각은 이때까지는 다시 지어지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2. 임란 후 재건된 의금부 청사의 1646년 모습

[금오계첩(金吾契帖, 1646), 표1.의 1]

그림 3. 임란 후 재건된 의금부 청사의 1698년 모습

[금오계첩(金吾稧帖, 1646), 표1.의 3]

그러나 1697년의 <금오제회도(金吾齊會圖, 표1.의

2)>에는 호두각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만

을 통해 호두각이 재건 당시부터 지어져 있었는지 정

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1701년(숙종 27)부터는

17) 광해군일기, 같은 날

왕이 호두각에 거둥한 문헌 기록들도 등장하기 시작한

다. 따라서 의금부 청사는 17세기 후반 무렵에는 호두

각까지를 포함해 임란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

은 모습으로 재건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8)

17세기에 재건이 완료된 의금부 청사는 규모와 제도

에 큰 변화를 겪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수리를 통해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의금부에

서의 사건을 기록한 다수의 문헌기록과 일련의 금오계

첩에 수록된 그림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표1.의

6-75) 의금부 청사에 대한 가장 밀도 높은 문헌인 금
오헌록과 측면에서 본 시점에서 그린 정선의 <의금

부도, 표1.의 17, 그림 7.)>는 제작 년대가 각각 1744년

(영조 20)과 1729년(영조 5)으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의금부 청사의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데 특히 유

용하다.

3-3. 20세기 이후 근대사법시설로의 변화 과정

의금부는 1894년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형조(刑曹)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같은

해 7월 ‘의금사관제직장(義禁司官制職掌)’에 의해 산하

사법기관인 의금사로 개편되었다.19) 그러나 의금사는

불과 5개월여 이후인 12월에 지방재판을 제외한 일체

의 재판을 취급하도록 다시 개편되면서 법무아문권설

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20)

법무아문권설재판소는 1895년(고종 31) 3월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에 의해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이원화되었다. 근대기 사

법제도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의금부 청사

건물의 사용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판소는 다른 곳에 위치했고, 고

등재판소가 다시 평리원으로 개편되며 의금부터에 신

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1907년 전까지 의금부의 옛

청사는 비워진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성재판소의 위치는 중부(中部) 등청방(澄淸

坊)의 혜정교가(惠政橋歌)에, 고등재판소의 위치는 서

소문정(西小門町)의 현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있었던

18)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제4권, 고사중(故事中) , 1701년(숙
종 27) 5월

상이 사직의 두 단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환궁

하는 길에 의금부 호두각에 들러 여수하였다.

上詣社稷兩壇，行祀訖，將還宮，歷御義禁府虎頭閣，慮囚.《國朝寶

鑑》

19)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법원·형무소편, 2010, 34쪽
20) 고종실록, 31년 갑오(1894), 12월 16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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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는

1898년(광무 2)과 1899년(광무 3)에 각각 한성부재판소

와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는데, 각각 다른 장소에 떨어

져 있던 평리원과 한성부재판소는 통감부 설치 이후인

1907년(광무 11) 옛 의금부터로 이전되면서 신축 청사

를 지어 함께 사용하게 된다.22) 당시의 신축 공사는

탁지부(度支部)가 주관하였으며, 이 때 남긴 다수의 건

축도면이 있다.23)

신축 청사는 옛 의금부 청사의 전면 마당에 계획되

었기 때문에 이전의 건물 또한 한동안 존치된 채로 남

아있었다. 이때의 모습이 300분의 1축척으로 작성된

<평리원부속문번소문변소등배치도(平理院附屬門番所

門便所等配置圖)>에 재래건물(在來建物)로 표시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돌출된 호두각, 북쪽의 연지 방향으

로 돌출된 연정을 비롯해 연지 자체도 그대로 남아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 의금부

청사의 구성과 일치하는데, 다만 연지의 동쪽에 연접

한 부분에 표1.의 그림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건물이

한 동 그려져 있다는 점은 다르다.(그림 2.의 미상)

虎頭閣

蓮亭

未詳

그림 4. 1907년 평리원 신축시의 의금부 청사

左:1914년 지적원도 위 <평리원부속문번소문변소등배치도,

1906-7년 추정>를 중첩시킨 모습, 右:왼편의 배치도 중 의금

부 청사(在來建物로 표기) 부분

평리원은 1908년 ‘법부령(法部令) 제 11호’에 의거하

여 2심 재판소인 공소원(控訴院)으로 개편되면서 상위

기관인 대심원(大審院)과 경성공소원으로 나뉘었다. 이

때 평리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한성재판소 역시

경성지방재판소로 개칭 되었는데, 이층 규모의 단일

청사만으로는 이전보다 규모가 확장된 세 기관을 모두

21) 국가기록원, 위의 책, 2010, 36쪽

22) 《皇城新聞》, 광무 10년 8월 30일

法部는 平理院과 漢城裁判所建物을 新築하기로 결정하고 度支部에

新築費 80,000圓을 청구하다.

23) 이때부터 해방 전까지 작성된 건축도면은 총 78매가 국가기록

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앞서 인용한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법

원·형무소편, 2010에 그중 일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24)

이러한 이유로 곧 기존 청사의 서북쪽으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옛 의금부 청

사의 서쪽 부분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가 남

아있던 의금부 청사는 곧 소사실(小使實) 등의 용도로

계획된 부속 건물을 지으며 완전히 훼철되었으며, 북

쪽의 연지 또한 메꿔져 온돌탄창고(溫突炭倉庫)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원은 1912년에 ‘조선총독부령 제26

호’에 의해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으로 개칭되었

고, 경성지방재판소는 경성지방법원이 되었다.(그림 3.)

이로부터 약 20여 년 이후인 1928년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은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중구 서

소문동 37)로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게 된다. 남은 건

물은 한때 종로경찰서 건물로 사용되다 철거되었고,

현재는 SC 제일은행본점의 건물이 위치해 있다.25)

그림 5. 부속건물 신축으로 훼철되기 시작한 의금부 청사

左:<경성재판소신축부지부근성토지평작공사도, 1909년 추정>,

右:<경성재판소연와창고급기타신축공사배치도, 1909년 추정>

부분

그림 6. 근대기 공평동 100번지의 시기별 변화

左:경성법원<경성도(京城圖), 1910년대> 부분, 中:종로경찰서

<경성시가도, 1936> 부분, 右:전면에 신신백화점이 들어선 모

습<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가도, 1968> 부분

24) 국가기록원, 위의 책, 2010, 37쪽

2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사, 1999, 1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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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후기 의금부의 공간 구성과 성격

4-1. 推鞫과 出入 공간의 상징적 구성

연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금오계첩과 기타 문헌

들에서 남기고 있는 의금부 청사의 모습은 17세기에서

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이다. 의금부 청사는 사법제도의

개편으로 의금부가 기능을 상실한 20세기 초반까지 이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약 30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의금부는 왕명을 받

들어 추국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주로 임

금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과 관원의 반역죄, 강상죄

(綱常罪)등의 중범죄를 전속적으로 다룬 독립된 기관

이었다.26) 의금부의 사법행정은 4인으로 이루어진 당

상관의 감독 하에 10여 명의 낭청(廊廳)이 주도하였고,

새로운 낭청이 부임해올 때마다 그려졌던 여러 계회도

를 통해 당시 의금부 청사의 구성을 어렵지 않게 살펴

볼 수 있다.(표1.)

사법기능을 담당했던 조선시대의 주요 기관은 의금

부 외에도 형조, 사헌부, 포도청등이 있다. 이 중 의금

부는 종일품아문(從一品衙門)으로 판사(判事, 종1품)·

지사(知事, 정2품)·동지사(同知事, 종2품) 등 4명의 당

상관을 타관직자가 겸관(兼官) 하였으니, 종이품아문

(從二品衙門)인 형조와 사헌부, 군영아문(軍營衙門) 소

속의 포도청과 비교해 직제상 위계가 가장 높은 기관

이었다.27)

의금부 직제의 높은 위계는 청사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사의

중심 부분에서 앞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지붕을 두어

상징성을 강조한 점이다.28)(그림 4.와 5.의 d.) 대개 조

선시대의 건축에서 이러한 돌출 지붕의 구성은 왕릉의

정자각이나 일부 진전 등에 확인된다. 이 부분은 호두

각이라 지칭되었는데, 지붕의 모서리가 범의 머리 형

상과 비슷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진다.29)

호두각은 업무를 개시할 때 서리들이 당상관에게 인

사를 하거나 신임 당상관이 출관(出官)할 때 낭청이

26) 강상죄는 군신, 부자, 부부의 도를 나타내는 三綱(君爲臣綱·父爲

子綱·夫爲婦綱)과 오륜을 의미하는 五常(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

別·長幼有序·朋友有信)을 해한 죄를 의미한다.

27)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3, 37∼51쪽

28) 배창현, 한국건축의 檐과 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20, 107쪽

29) 丁若鏞(1762-1836), 茶山詩文集 第4卷, 獄中和東坡西臺詩韻 , 中
屋角瓦形如虎頭，名之曰虎頭閣

당참례(堂參禮)를 행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이외의

상황에서는 주로 추국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왕이

직접 좌정(坐定)하여 심문을 하는 친국(親鞫)을 행하거

나 죄수를 석방하는 여수(慮囚) 절차가 행해지는 장소

이기도 했다.30)

(전략)의금부는 중요한 곳으로 체면이 다른 衙門에 비할

바가 아니니, 의금부 낭청이라도 관복을 입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다.(중략) 남쪽에 호두각이 있으니 죄인의

진술을 받는 곳이다.(중략) 업무 개시 후에 서리는 호두

각에 줄지어서 跪拜하는데, 판사와 지사, 동지사에게 한

번씩 절한다.(중략) 의금부 신임 당상관이 出官할 때에

는 낭청이 堂參禮를 행하는데, 여러 낭청이 호두각 뒤

에 서열대로 서서 뵙기를 청하고 再拜한다.(하략)31)

g.長房

c.正門 b.大門

a.望門

e.大廳 d.虎頭

閣

f.蓮亭

h.南間

i.東間

n.西軒

o.西間

p.府君

堂

그림 7. 정선의 <의금부도, 1729>, 금오계회도 중 유일하게

측면의 시점을 기록한 것이다.(표1.의 17에 건물명 필자 표기)

a.望門

b.大門

c.正門

d.虎頭

閣

e.大廳

g.長房

h.南間

i.東間

k.堂上房

  東兒房     西兒房

j.東廳
m.大廳

n.西軒

o.西間

p.府君

堂

그림 8. 금오계첩, 1739의 의금부 청사(표1.의 25.에 건

물명 필자 표기)

30) 숙종실록, 27년 신사(1701), 5월 13일(기해)
金吾는 王府衙門이니, 내가 친히 나아가 보는 것이 불가한 까닭을

모르겠다. 게다가 漢帝도 몸소 나아가지 않았던가?”(중략) “어찌 지

나친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禁府에 虎頭閣이 있어서 거기에

좌정할 만하다고 들었다.”를 비롯한 다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다.

31) 金吾憲錄, 官府 , 開坐 中

(前略)王府重地, 體貌非比他衙門, 司員非冠帶無得出入事.(中略) 南有

虎頭閣, 罪人捧招處.(中略)開坐後, 書吏列立於虎頭閣跪拜, 而北壁東西

壁, 各單拜.(中略)本府新堂上官出官時, 郞廳行堂參禮, 而諸郞廳, 序立

虎頭閣後, 請餲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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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으로 돌출된 지붕은 중심 건물뿐 아니라 출입

공간에서도 확인된다. 의금부의 출입문은 남쪽에서부

터 순서대로 망문(望門), 대문(大門), 정문(正門)의 총

3개로 구성된다.(그림 4.와 5.의 a.-c.) 세 개의 문을 통

해 의금부를 출입하는 절차는 망문에서 대문, 정문을

거치는 동안 관직에 따라 점진적인 차별을 두었다. 이

처럼 출입문을 중첩해 두는 구성은 사헌부나 형조의

청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문에까지 돌출된 지붕을

둔 것은 의금부가 유일하다.

의금부의 정문(그림 4.와 5.의 c.)과 망문(그림 4.와

5.의 a.)은 모두 정면 3칸의 규모이고, 대문(그림 4.와

5.의 b.)정면 규모는 그림에 따라 1칸 또는 3칸으로 조

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32) 이중 대문 가운데 칸에

는 전면으로 돌출된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

으로는 4인의 당상관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의금부

의 전·현직 낭청은 돌출 지붕의 서쪽에 있는 문을 이

용했다. 이 문은 추국시 정3품 이하의 문사낭청· 사헌

부·사간원의 당하관(堂下官)들이 출입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동쪽의 문으로는 하인 및 죄인이 출입하

였는데, 직급이 낮은 각사의 관원도 출입하였다.

대문 안과 밖에 위치한 정문과 망문 역시 직급에 따

라 출입할 수 있는 칸을 나누었다. 가장 안쪽에 위치

한 정문은 당상관만이 이용했으니, 이들만이 망문에서

정문에 이르는 세 개의 출입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었

다. 정문의 가운데 칸으로는 판사, 동쪽 문으로는 지

사, 서쪽 문으로는 동지사가 출입했다. 망문에서는 관

원들이 가운데 칸을 이용했고, 서쪽 문으로는 하인, 동

쪽 문으로는 죄인이 출입했다. 망문 밖은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전략)남쪽에 세 칸짜리 정문이 있으니, 정문은 판사, 동

문은 지사, 서문은 동지사가 출입한다. 세 개의 문 바깥

에 대문이 있으니, 정문은 당상관이 출입하고, 서쪽의

쪽문으로는 낭청 및 전임 선생이 출입한다. 추국할 때

에는 문사낭청 및 사헌부·사간원의 당상관 이하가 출입

한다. 동쪽의 협문으로는 하인 및 죄인이 출입하는데,

선생이 아닌 각사 관원도 출입한다. 대문 밖에 망문 세

개가 있다. 정문은 관원이 출입하고, 서족의 협문은 하

인이 출입하며, 동쪽의 협문은 죄인이 출입한다.(중략)

장형을 집행할 때에는 조사낭청이 당상관 앞에서 인사

를 하고 망문 밖으로 걸어 나가 교의에 앉는다. 교대낭

청이 당상관 앞에 앉아 획을 그어 장의 수를 센다. 망

문 밖의 큰길에서 장형을 집행한다.(하략)33)

32) 표1.의 2.와 3.에는 정면 세 칸으로 묘사되어 있고, 나머지의 그

림에서는 모두 정면 한 칸으로 표현되어 있다.

33) 金吾憲錄, 官府 , 開坐 中

중심 공간의 상징성은 돌출 지붕을 둔 것 외에도 정

청을 중심으로 대칭의 익사를 둔 모습에서도 확인된

다. 이 같은 구성은 소수의 금오계첩(표1.의 1, 2, 9,

10, 47, 57-62)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데, 보다 자세한 문헌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일부 시기

동안 지붕의 형식이 실제로 달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금부 청사가 존재했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청의 지붕을 높게 설치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며,

이 역시 주로 가벼운 감찰을 담당했던 사헌부나 양인

들의 송사를 담당했던 형조의 청사와는 뚜렷이 구분되

는 모습이다.(그림 9.)

그림 9. 의금부 청사와는 다른 유사 관청의 추국과 출입

공간(左 :1629년 상대계첩(霜臺契帖)에 묘사된 사헌부 청

사, 右:1709년 추관계첩(秋官契帖)에 묘사된 형조 청사)

이와 같은 중심 건물의 구성 방식은 주로 조선시대

의 객사와 같은 주요 관영 건축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10.) 읍치의 상징적 시설인 객사는 궐패(闕牌)

와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 정

청(政廳)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는 익헌(翼軒)의

지붕 높이를 차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

그림 10. 전주객사 정면도

(문화재청, 전주객사 수리·정밀실측보고서, 2004, 56쪽.
(前略)南有三間正門, 正門判事, 東門知事, 西門同知事出入. 三門外有

大門, 正門堂上出入, 西挾門, 則郞位及曾經先生出入, 而非先生, 則不

得出入. 推鞫時問事郞廳及兩司堂上以下官出入, 東挾門, 則下人及罪人

出入, 而非先生各司官員, 亦爲出入. 大門外, 有望門三間. 正門則官員

出入, 서西挾則下人出入, 東挾則罪人出入.(中略) 決杖時, 曹司郎廳下

直堂上前, 步出望門外, 交椅坐.(下略)

34)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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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성균관에서도 명륜당 건물의 중심 공간은 지붕

을 높여 익사(翼舍)와 구분을 두었다. 일반적인 향교의

명륜당은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곳은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계가 높고, 왕세자가 직접 방

문해 수학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만큼 다른 곳의 구성

과는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1.)

그림 11. 효명세자[익종(翼宗)]의 성균관 입학을 기념해 제

작된 <왕세자입학도(王世子入學圖), 1817, 37.5cm x 24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 세 번째 그림인 왕복의(往復儀)

장면에 묘사된 서울 문묘 명륜당의 구성

이처럼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의금부

의 대청은 추국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추국시

대청에서 좌기하는 위치에도 엄격한 규범이 있었는데,

참여하는 관직의 위계에 따라 주벽(主壁), 동벽(東壁),

서벽(西壁) 쪽으로 나누어 앉았다. 평상시 대청에서는

포진(鋪陳)을 깔고 교의(交椅)를 두고 앉았으나, 국상

(國喪)시나 임금이 정전을 피할 때에는 교의를 사용하

지 않고 바닥에 직접 앉기도 했다.

의금부에 대청이 있으니, 癸坐丁向이며, 坐起하는 곳이

다.(중략) 삼성추국을 할 때에는 위관이 북쪽, 판사가 동

쪽, 지사 이하는 모두 서쪽이며, 교의에 앉는다.(중략)

집무에서 국상 및 임금이 정전을 피할 때에는 전원 바

닥에 앉는다.(하략)35)

4-2. 수인(囚人) 공간의 단계적 구성

의금부의 수인공간은 대청 앞마당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들로 구성되었다. 앞마당 서쪽에 위치한 건물은

서간(西間)이라고도 불렸는데, 서쪽 칸의 중간 부분에

다시 서쪽 마당으로 연결되는 남향의 작은 건물을 장

35) 金吾憲錄, 官府 , 開坐 中

(前略)本府有大廳, 癸坐丁向, 坐起處. 三省推鞫時, 委官主壁, 判事東

壁, 智事以下皆西壁, 皆交椅.(中略) 凡坐起, 國恤及自上避正殿時, 皆

平坐事.(下略)

방(長房)이라 지칭했다. 장방은 보통 지방 관아에서 서

리가 쓰는 방을 지칭하지만, 의금부에서는 전임 의금

부 관리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자를 위한 별도의

수인 공간으로 이용되었다.(그림 4.와 5.의 g.) 장방과

연결된 건물에도 수인 공간이 있었는데, 두 세 칸 정

도씩을 터서 비교적 가벼운 죄인을 수용하는 獄舍로

사용하였다.(그림 4.와 5.의 o)

(전략)서리의 長房은 두 칸이다. 비록 장방이라고 부르지

만, 전임 당상관이나 전임낭청선생을 가두는 곳이다.(중

략)의금부에서 죄인이 갇히는 곳 중 서쪽 건물의 제 1칸

은 세 칸을 합친 것이고 제 2칸과 제3칸은 각각 두 칸

을 합친 것인데, 가벼운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곳이다.36)

중죄인은 대문과 연결되어 있는 남쪽의 건물과 동쪽

에 따로 떨어진 건물에 수용되었다. 서쪽에 위치한 장

방의 수인 공간이 두 세 칸 정도를 터서 넓은 공간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매 칸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

한 구성은 남쪽과 동쪽 건물에 갇힌 죄인들이 주로 반

역죄인 이거나 의정부 의금부 사헌부의 삼성(三省)이

합좌(合坐)해 국문을 하는 강상죄인이었던 까닭에 옥

중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막고자함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남쪽과 동쪽의 건물은 대개

열다섯 칸 내외의 규모였는데, 구체적인 칸 수는 시기

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호두각을 제외

한 의금부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도 주기적으로 개수되

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인 공간은 이 과정에서 그 규

모가 조금씩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18세기 초반의 금오헌록에 기록된 수인 공간의

규모는 남쪽의 건물이 열여덟 칸이었고, 동쪽은 열네

칸이며, 19세기 후반의 동국여지비고에 기록된 규모

는 남쪽의 건물이 열다섯 칸, 동쪽은 열세 칸이다.

남쪽 열여덟 칸과 동쪽 열 네 칸은 중죄인이 있는 곳이다.
- 금오헌록,「관부」中

동쪽의 열세 칸과 남쪽의 열다섯 칸은 모두 逆獄 및 三

省罪人의 중죄수를 가두는 곳이다.37)

-동국여지비고,「의금부」中

정조(正租, 재위 1776-1800)의 사후인 1801년(순조

36) 金吾憲錄, 官府 , 開坐 中

(前略)書吏長房二間. 雖稱長房, 曾經堂郞先生所囚處.(中略)本府罪人所

囚, 西一間 (下略)

37) 金吾憲錄, 官府 中

(前略)南十八間, 東十四間, 重囚所在處.(下略)

東國與地備考, 卷之一, 京都 , 文職公署 中
(前略)東間十三間, 南間十五間, 亦逆獄及三省罪人重囚所(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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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 천주교 서적과 성물(聖物)을 옮기다 발각된 이

른바 책롱사건(冊籠事件)에 연루된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당시 중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되기 전 이

건물(그림 4.의 h.또는 I.) 에 투옥되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이때 남긴 아래의 시가 다산시문집에 전한다.

(전략)마르고 약한 뿌리에도 봄 햇살은 고루 비치듯/이

몸을 아껴주시던 선왕이 그립네/장평의 일 다 운명이라

고 믿어야만 옳단 말가/원우 시절에 완전한 사람 적었

던 게 슬프고야/하늘 땅에 널린 그물 의지할 곳 님이었

네(중략)밤 공기도 바람도 으스스한데/호두에는 무서리

요 달빛도 희미하네38)(후략)

4-3. 부속 공간의 구성과 형식

의금부 청사의 구성에는 추국과 수인 공간 외에도

다수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건물들은 앞선 두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정청

의 대청 북쪽에는 연정을 두었는데, 대개 여름철에 쉬

는 장소로 사용되다. 그러나 때로 어제(御製)를 보관하

기도 했기 때문에 대청과 마찬가지로 의금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었으며, 이 때문에 사사로운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었다.(그림 4.와 5.의 f.)

(전략)북쪽에 연정이 있으니, 여름철에 쉬는 곳이다.(중

략)연정은 어제를 봉안하는 곳이며(중략) 잡인이 만약

대청 또는 연정에 오르거나, 좌기할 때에 하인들을 대

동하여 대청 위에 앉히거나 세워서 시끄럽게 떠들면,

번을 서는 관원이 적발하는 대로 즉시 엄히 장을 친다.

의금부에 소속된 자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

니면, 감히 대청 위나 연정 위에 머무를 수 없다.(하

략)39)

호두각과 연정이 각각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

청의 동쪽에 위치한 익사에는 당상관들의 휴식 공간으

로 사용된 방이 두 곳 있었고, 중앙에는 마루가 놓였

다. 이 마루는 동청(東廳)으로 표현되어 있고, 주된 공

사출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편의 방

은 당상방(堂上房) 또는 마루를 중심으로 동·서 아방

(東·西兒房)으로 구분되었다.(그림 5.의 j.와 k.)

38) 茶山詩文集 第4卷, 獄中和東坡西臺詩韻 中

枯荄弱植徧陽春/尙憶先王惜此身/未信長平非定命/可嗟元祐少完人/天

羅地綱依君父(中略) 夜氣天風兩慘悽/虎頭霜重月華低(下略)

39) 金吾憲錄, 官府 , 金吾廨宇節目 中

(前略)北有蓮亭,夏節歇所.(中略)蓮亭是御製奉安之所.(中略)閑雜人, 如

或上大廳蓮亭者, 及坐起時 帶率下人等 坐立於廳上 喧譁者, 自番官隨

現嚴杖事. 府屬中, 如非因公擧行, 則無敢逗留於廳上及亭上事(下略)

(전략)동쪽에 東·西 兒房 두 곳이 있으니 네 당상관이 쉬

는 곳이다.(중략)東廳은 공사를 출납하는 곳으로...동청 및

堂上房은 번을 서는 書吏가 책임지고 감독한다.(하략)40)

서쪽에 위치한 익사는 낭청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회

합하는 공간이었다. 동쪽 익사와 같이 중앙에 마루를

두고 동·서 양편으로 방을 둔 모습에서 전체적인 구성

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쪽 익사의 서

편 방은 헌(軒)으로 불리었는데, 다른 방과는 달리 마

루가 깔린 판방의 형식이라는 점을 구분하기 위해 명

칭을 방과 구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5.의 l.)

서쪽 익사 중앙의 마루도 대청이라고 불리었지만, 호

두각 정북에 위치한 대청(그림 4.와 5.의 e.)과는 다른

공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금오계회가 진행되었으며, 대

다수의 금오계회도에서 모여 앉아있는 낭청들의 모습

이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다.(그림 5.의 m.)41)

(전략)서쪽에 挾軒이 있고, 헌의 서쪽에 낭청방 및 대청

이 있으니 낭청들이 회합하는 곳이다.(후략)42)

의금부의 서쪽 마당에도 부속 공간으로 사용된 건물

들이 있다. 금오계회도의 서북 편에 그려져 있는 작은

건물은 신임낭청을 위한 방이었다. 이 공간도 헌으로

지칭되어 있는데, 서쪽 익사의 서쪽 방과 같이 마루가

깔린 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헌의 남쪽으로는 부

군당(府君堂)이 있다. 부군당은 당대에 각 관아에 설치

했던 일종의 신사(神祠)로써, 일반적인 사당의 형식과

같이 맞배지붕의 정면 3칸 정도의 건물로 그려져 있

다. 부군당은 별도의 담장과 문으로 구획되어 있다.(그

림 4.와 5.의 p.)

수인 공간이 함께 있는 서쪽의 건물 10여 칸 중에는

문서 및 잡물을 보관하는 공간 네 칸과 주방 세 칸이

있었다.(그림 4.와 5.의 o.) 문서와 잡물을 보관하는 네

칸은 바닥을 높게 설치하여 누상·하(樓上·下)의 공간으

로 나누었다. 이중 누상고(樓上庫)에는 역모사건 추안

과 일기, 등록 등의 중요한 문서를, 이 밖의 문서는 누

하고(樓下庫)에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략)서쪽 편에 있는 열 칸의 건물 중 네 칸은 樓로 지

40) 金吾憲錄, 官府 , 金吾廨宇節目 中

(前略)東有東西兒房二處, 四堂上歇所(中略)東廳卽公事出納之處...東廳

及堂上房, 則入番書吏, 主管看檢事(後略)

41) 표1.의 1에는 계회에 참여한 인물들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의금

부 청사의 표현이 달라 서쪽 익사의 대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1.

의 17에는 계회에 참여한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42) 金吾憲錄, 官府 中

(前略)西有挾軒, 軒西, 有郎廳房及大廳, 郎廳一會處.(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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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누 위의 세 칸은 문서를 보관하고 한 칸에는 잡

물을 두었다. 누 밑은 세 칸이고, 주방은 네 칸이다.(중략)

누 위의 문서는 역모사건 추안과 일기, 등록이다.(하략)43)

5. 결론

조선시대의 의금부는 금오, 금부, 왕부, 조옥 등으로

도 지칭되었으며, 주로 왕명을 직접 받들어 사대부들

의 중범죄를 다루던 일종의 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금부는 형벌을 주관하던 조선시대의

유사 기관들 중 직제의 위계가 가장 높은 관청이었다.

의금부는 조선 개국 직후인 15세기 전반에 설립되어

근대적 사법체계가 적용되어 직제가 개편된 19세기 후

반까지 존속했다. 이 기간 중 의금부의 실무를 담당했

던 낭청들은 신임 관리가 부임할 때마다 계회를 개최

했고, 이때의 기록을 여러 금오계첩으로 남겼다. 이

들 계첩에는 청사 건물의 모습과 회의에 참여한 관리

들을 묘사한 그림이 수록되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의 공간 구성에 대해 자세히 살필 수

있다. 또한, 의금부의 연혁과 직제, 출입과 이용의 절

차와 관리 사항 등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금오헌
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통해 의금부 청사 내 각 건

물의 명칭과 구체적인 형식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금부 청사는 임란으로 소실된 적을 제외하면 건립

후부터 철거될 때까지 주된 공간의 위치와 형식이 크

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금부는 심문과

출입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과 옥사가 있는 수인 공

간, 관리들의 방과 창고를 비롯한 시설들이 위치한 부

속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심문과 출입이 이루어지

는 중심 공간은 동시기 관청 건축에서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건축 형식이 사용되었고, 공간의

접근과 출입문의 이용에도 신분별로 구분되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다.

의금부에서 심문 공간의 지붕을 전면으로 돌출시켜

호두각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판사가 좌기하는 대청

지붕을 부속 건물들보다 높게 조성한 것은 왕실 직속

사법 기관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지붕을 돌출시키거나 중심 부분을 상대적으

로 높인 형식은 대개 의례를 목적으로 지어졌던 정자

각이나 객사 등에서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방식이 한 건물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특징적 구성은 조선

43) 金吾憲錄, 官府 中

(前略)西有挾軒, 軒西, 有郎廳房及大廳, 郎廳一會處.(中略) 樓上庫所

置文書, 卽逆獄推案日記謄錄冊(後略)

시대의 최고위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 중심 공간의 성

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金吾憲錄
2. 茶山詩文集
3. 東國與地備考
4. 朝鮮王朝實錄
5.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금오계첩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특별기획전, 서울역사박물관, 2019
6.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법원·형무소편

, 2010
7. 문화재청, 전주객사 수리·정밀실측보고서,2004, 56쪽
8. 박명양, 이의현 저, 김영석 역, 금오헌록 역주,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9. 배창현, 한국건축의 檐과 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20, 107-108쪽.

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사, 1999, 1029쪽
11. 안휘준, 한국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 韓國繪畫의 傳

統, 문예출판사, 1988
12.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2-67쪽

13. 윤진영, 조선후기 金吾契帖의 제작관행과 신경향 , 
朝鮮時代史學報, 91호, 2019, 197-234쪽

14. 최윤철, 한국전통회화에서 사용된 부감법에 대한 연

구 , 기초조형학연구, 12권 4호, 2011, 377∼387쪽

접수(2020. 05. 15)

게재확정(2020. 0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