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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진 석**

록: 한국의 고문서의 황을 살펴보면, 17세기 이 의 왕실  부의 

문서들은 거의 소진․망실되었으며, 이후의 문서들도 앙과 지방의 아에

서 보존되다가 일제 침략기이후 지방 아의 문서, 특히 재 련 문서는 모

두 폐기되었다. 그 에서 요행히 남은 것들은 앙 서의 것들이 부분이

며, 필요에 의해 경성제국 학, 총독부도서 , 조선사편수회 등에 이 된 것

들이다. 그 외의 것들은 조선왕조때부터 보존되어 온 것이거나 수집된 것들

이지만 양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 발굴되고 있는 고문서들은 부분이 개인이나 

문 , 혹은 기 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에는 조선 기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왕, 왕실 혹은 청에서 작성한 

것도 있으나, 부분의 것들은 사인문서들이며, 종교, 혹은 결사 등 다양한 

조직과 련된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 편집인주: ‘동서양 각국 문서학의 개과정’이라는 제하에 싣는 6편의 은 2009년 3월 12일

부터 3월 13일까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고문서학회가 주 하여 개최된 문

서학 국제워크 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논문발표 뒤 토론시간에 논의된 내용들은 특집논

문 뒤의 文書學 國際 워크 에서 토론문 형식으로 함께 수록하 다.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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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에 한 연구는 1960년 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연구는 고문

서의 정의․분류문제에 주된 심이 두어졌는데, 분류기 이 통일 으로 

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혼재된 형태로 용되었다. 고문서

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에 시론 인 측면에서 근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 한편 1960년 를 후한 시기에 고문서를 이용한 학술 인 근들이 시

도되었고,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의 연구업 들이 나왔다.

1970년  고문서집진 이 등장하면서 고문서들을 자료집의 형태로 정리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이로써 명칭, 분류, 간행 등과 련한 작업에 

한 심도 갖게 되었다. 1980년 에는 고문서에 한 탈 작업이 진행되었

고, 그 결과를 책자형태로 간행하는 것도 본격화되었다. 서울 도서 (규장

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서각), 남 학교들이 간행사업에 앞장섰다. 이

후 국민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들이 고문서 간행에 참여하 으며, 국립

앙박물 을 비롯하여 지방에 소재한 국립박물   국립 앙도서  등이 

고문서를 활자화하거나 도 의 형태로 책자를 간행하 다. 그 외에도 지방

자치단체 등이 많은 심을 갖고 고문서를 수집하고 책자를 간행하고 있으

며, 서원, 향교, 문 이나 개인도 소장한 고문서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 듯 

멸실되어가는 고문서의 기상황을 극복하기 한 노력들은 다방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재 고문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기 한 한국고문서 학계를 비롯한 기  

 개인들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근래에는 학 혹은 국립도서   

박물 들이 고문서 정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 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들을 개인이 발굴하여 

정리․간행함으로써 역사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고문서를 학술 인 측면에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고문서의 학술 으로 이용하기 해

서는 고문서를 해독하기 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 

내지 행서로 작성된 자를 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필기체로 쓴 

한  해독, 이두와 함께 어우러진 한국식 한문  한국식 한자에 한 이해 

등 기 으로 갖추어야 할 것도 많다.

한편 한국 고문서의 보존과 학술 인 이용 등 외형 인 측면과 함께 고문

서학은 내용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고문서학과가 개설되고 과목이 설치

되고 있으나 재 고문서학은 시작단계이다.

우선 한국에서 고문서의 분류체계를 세우기 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작업 에서 무엇보다 선행해야할 작업으로 ‘고문서의 정의’

를 들 수 있다. 이는 고문서의 특성을 잘 반 한 것이어야 하며, 고문서가 갖

는 주요 요소를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한다. 재 고문서의 정의를 “갑의 특

정한 의지가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을에게 달하는 ”이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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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시기 인 하한은 1910년으로 삼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그와 

련하여 문서의 분류는 발 하는 주체를 기 으로 국내문서는 國王文書, 王

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寺社文書, 書院文書, 道觀文書, 結社文書, 奉神

佛文書로 나 었으며, 외교문서는 국, 일본 등 해당국가 사이에 작성된 문

서들을 상정한 분류가 있다. 이 에서 외교문서에 한 가시 인 연구 성과

는 아직 없다. 이와 같은 문서의 정의와 분류법에 한 다른 형태의 방식이 

있으나, 체로 고문서의 분류기 에 다른 기 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어서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 의의 고문서’의 개념이 

용되기도 한다. 2000년  고문서의 분류법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은 섣부른 분류보다는 고문서에 한 연구와 고문서학의 수 을 제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고문서 분류에 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서 소장기 과 보존 리 황을 보면 학술기 과 국립 앙도서 ,

학도서   박물 , 국가기록원, 서원․문   개인소장자, 외국기 , 북한

의 고문서 등 한국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략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고문서의 구체 인 양을 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약 

15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기 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고문서목록집 혹은 자료집으로서 고문서집을 간행한 것이 있다.

고문서 련 보존시설만을 생각해볼 때, 그 수 은 매우 미흡하다. 고문서

를 보존하는 문제가 각 기  사이에 논의된 이 없지만, 한국의 고문서가 

부분 한지로 제작되어 있어서 보존시설에 한 고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이 실이다. 그러나 고문서는 한지 외에도 속, 석재, 나무, 천 등 다양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지의 특성에 한 연구를 통하

여 보존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재질이 다른 것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문

서를 보존하기 한 시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고문서의 발굴만이 아

닌, 고문서의 보존에 한 시설의 문제도 함께 생각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고문서의 보존은 고문서 열람과 연 을 갖고 있게 마련이며, 그에 한 책

도 다양한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문서 련 학회  연구기 의 황을 보면, 학회로는 1991년 한국고문

서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재 고문서 련 학회로서는 유일하다. 이는 고문

서 수집의 활성화와 고문서에 한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시각을 함께 논의

하기 하여 신자료를 소개하고 수집․정리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

문서 보존에 한 논의를 목 으로 하고 있다. 학회는 내 으로 고문서학의 

토 를 마련하고, 외 으로 고문서에 한 이해를 넓  고문서의 수집과 보

존에 많은 심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기 으로서 학에서의 고

문서 련 학과 설치  련 과목의 설치 한 요하다. 재 국내에 이를 

상으로 학과를 설치된 곳은 한국학 앙연구원에 불과하며, 고문서학 련

과목을 설치하여 새로운 연구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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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고문서 교육과 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는 국사편찬 원회

를 들 수 있다. 국사편찬 원회는 학문후속세  양성과 서에 한 연구자

의 문 인 자질을 한 목 으로 사료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

한문과 일본어 서과정을 설치하여 고문서에 한 독해  고문서와 련

된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 

규장각도서  고문서를 정리하기 한 학문후속세 를 양성한다는 목  하

에 서강좌  고문서 강좌를 마련하여 고문서에 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고문서의 수집, 정리, 간행뿐만 아니라, 고문서를 이용한 련분야에

서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문서의 보존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고문서 수집, 정리, 간행 등에 한 심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고

문서학에 한 연구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고문서에 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고문서학회의 창립과 학 내에 고문서

학과의 설립으로 고문서 연구  고문서학의 발 을 한 노력들이 나타나

고 있지만, 보다 많은 학에서 고문서학 련 학과를 설립하고, 연구의 활성

화를 하여 연구기 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극 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

울러 고문서 연구자들도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고문서학은 이제부터 시작이

라는 생각에서 기존 업 들을 바탕으로 연구 역의 확 를 이루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연구주제의 개발을 한 외국 고문서학계와의 교류 한 우리

가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를 통한 한국의 고문서학의 내  발 도 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한국고문서 간행사업 보존  연구 한국고문서학

1. 머리말 

한국고문서라는 이름하에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혹은 고문서학에 한 근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 의 일이 아니다. 고문서를 연구하기 한 선행 작업에

서부터 고문서 자체에 한 연구나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등과 같은 작업들이 근

래에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사회의 학문  심, 그리고 고문서에 

한 일반인들의 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언어학 등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문서를 학문 으로 이용함은 물론이고, 우리 것에 한 심이 커지면서 학술



한국 고문서학의 개과정 5

연구기 , 박물 , 도서 , 지방자치단체  연구자 외에 일반인들도 고문서를 공

개하거나 수집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인이나 기 이 소장한 수많은 고

문서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정리, 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자로 간행하여 일

반에 공개하거나 혹은 연구에 직  이용하기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고

문서 자체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에 한 심을 증폭시

켰다.

이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 에는 한국고문서를 이용하여 자

신의 연구 분야와 목시키려 하거나 혹은 고문서 그 자체를 다루려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1) 이는 고문서를 통한 연구 역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기

존 자료로는 근하기 힘든 1차 이면서 구체 인 내용들을 고문서가 담고 있다.

이러한 이 연구자들에게 많은 심을 갖게 하 으며, 그 자체가 호기심을 유발

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역  내용의 확 를 가져왔고, 고문

서를 활용한 연구자들이 수 인 증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 다.

학문연구의 세계 인 사조의 변화도 고문서연구에 향을 미쳤다. 미시사에 

한 심 특히 생활사(일상사)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고문서를 이용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고문서는 그러한 연구 작업의 빌미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고문서 자체에 한 연구들은 자료정리의 

단계  보 인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단계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고문서의 내

용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문서를 최 한 활용함으로써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를 활성화하고, 고문서학에 한 심도 확 함으로써 한국고문

서가 지닌 특징에 한 연구의 역을 넓 야 한다. 이제 한국고문서를 이용한 연

구  한국고문서학은 이 의 수 을 한 단계 뛰어 넘기 한 발 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토 를 마련하기 해 많은 연구자들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지난날을 되새겨 보고, 그에 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역에 

한 모색과 고문서학과 련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고문서수집  고문

서연구의 황을 살펴보자. 이로써 우리의 연구수 은 어느 정도인가에 한 고

 1) 고문서 련 연구목록과 간행된 자료에 해서는 박병호, 2006 ｢고문서 연구의 황과 과제｣

嶺南學 10, 경북 학교 남문화연구원, 27-59쪽에 실린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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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함께 반성의 자리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한 우리가 도입할 것은 무엇인지

에 하여서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은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작

성하기로 하겠다.

2. 한국의 고문서학 성립과 발달 과정

1) 한국의 고문서학의 성립

한국학계에서 고문서가 심을 끌게 된 시기는 1960년 이다. 白麟, 金約瑟, 金

東旭에 의해 고문서를 다룬 연구가 시작되었다.2) 이들 연구들은 다량의 고문서들

을 충분하게 수집하고 정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고문서 자체에 

한 학술 인 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계몽 인 측면이 많았다. 이 연구

들이 시론 인 입장에서 고문서의 정의, 분류, 정리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고문

서 분류의 기 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져 있었다. 따라

서 고문서에 한 인식수 은 보 인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이

와 같은 연구형태는 이후에도 향을 미쳤으며, 고문서 분류  정리방식과 서지

학 인 심이 뒤섞여 제기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 다. 이들은 고문서 자체에 

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에서 한계 은 명백하 다.4)

한국의 고문서를 수집, 정리한 역사가 깊지 않고, 고문서에 한 연구자 일반의 

 2) 白麟, 1964 ｢古文書의 硏究와 그 整理問題｣ 國 圖書館報 4호, 101-110면.

金約瑟, 1967 ｢古文書論 ｣ 國 圖書館報 통권38․39․40호.

金東旭, 1968 ｢이조고문서의 분류에 하여｣ 인문과학 연세  19호.

金東旭, 1972 ｢古文書의 樣式的 硏究序說(1)｣ 古文書集眞 ― 壬亂以前 文書를 主로 , 인문

과학연구소.

金東旭, 1972 ｢李朝古文書의 分類에 하여 ― 李朝古文書의 樣式的 硏究序說(二)｣ 古文書

集眞 ― 壬亂以前 文書를 主로 , 인문과학연구소.

 3) 이수건, 2006 ｢古文書의 조사․정리와 史料的 가치｣ 嶺南學 9, 경북 학교 남문화연구원.

 4) 尹炳泰 외, 1994 韓國古文書整理法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서지학 인 측면에서 고문서 

정리를 시도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고문서와 서지학의 분류라는 

측면을 극복하지 못한 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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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몇몇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가 

아직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와 같은 수 에 머물 수밖에 없었

다고 생각한다.

하는 고문서를 보면, 고려시  이 의 것은 극히 드물고, 조선시 에는 

앙과 지방의 모든 아들이 문서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합철하여 보존토록 하

으나, 임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17세기 엽 이 의 문서들은 거의 소진․망실되

어 매우 드물게 남아 있다. 이후의 문서들은 일제 침략기 까지 보존되다가 일제의 

강 과 동시에 지방 아의 문서는 모두 폐기되었다. 특히 재 제도와 련된 소

송 계의 기록은 모두 폐기되었으며, 앙 서의 문서도 같은 운명이었으나, 부

분 으로 私家에서 보존되었거나 혹은 요행히 남은 것들이 해지고 있다.

그 에서 몇몇 기 의 것들은 수집 상황을 알 수 있다. 왕궁소장의 것은 李王

職으로 이 되었으며, 앙 각 아문의 것들은 조선총독부 취조국․참사 실․학

무국에서 순차 으로 이 되었다가 경성제국 학에 이 되었으며,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그것들을 수장하여 리하고 있다. 경성제국 학 시 부

터 서울  부속도서  시 까지 고문서 수집에 힘써 모은 것은 재 5만여 이

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도서 이 수집한 것은 15,000여 이며 재 국립 앙도서

에로 인계되었고, 조선사편수회가 수장하던 마도 宗氏家의 문서를 포함한 

62,000여 은 재 국사편찬 원화에 수장되어 있다.5)

앞서 몇몇 기 이 고문서를 소장하게 된 과정을 언 하 지만, 한국의 고문서

에 한 심은 한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제의 강 기에 일본인들이 통치를 

한 정책을 수립하기 한 의도 하에 시작되었다. 朝鮮 慣制度調査事業槪要

에 의하면 고문서의 수집은 1911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심이 되어 慣調査가 

추진되었고, 1912년 총독부 제의 개편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기 이 취조국에서 

참사 실로 바 었다.6) 이로서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고문서 수집사업이 확정

되었다. 그러나 조선통독부가 이때 고문서만을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고문

서를 수집하려는 의도 한 학문  심과 고문서에 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순

수한 의미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기 해 자료

를 확보하기 한 차원에서 조선과 련된 반 인 자료를 수집하려는 계획을 

 5) 박병호, 2007 ｢우리나라 최 의 고문서 수집․정리｣ 고문서연구 31집.

 6) 양진석, 200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 조사 정리의 황과 과제｣ 남학 9, 경북 학

교 남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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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고, 수많은 상 에 고문서가 포함되었다. 朝鮮 慣制度調査事業槪要 에

서 이와 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생활습 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하 으며, 그러한 작업  하나로 국의 고문서들을 수집하기 한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 인 차원에서 고문서들을 정리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 지만, 규모로 고문서를 수집하는 첫 시도 다. 이때 수집된 것들은 양

인 면에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문헌조사도 소략함을 면하지 못하

다.7)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문서를 이용한 최 의 연구로는 1937년 토지문서를 이용

한 周藤吉之의 논문이 있다.8) 1960년  이후 朴秉濠, 崔在錫 등에 의해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었으며,9) 북한에서는 金錫亨과 許宗浩가 토지문기를 

이용하여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에 한 분석과 병작제에 하여 근한 것을 들 

수 있다.10)

자료집으로는 1972년 서울 학교부속도서 과 金東旭에 의해서 각각 발간된 

것이 처음인데,11) 원본의 고문서들을 분류하고 문서의 명칭을 매기면서 형태별로 

나 고, 나아가 탈 작업을 겸하여 책으로 간행하는 작업은 1980년 에 어들면

서 본격화되었다. 이로서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 다.

서울  규장각 古文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앙연구원)은 古文書

 7) 金泰雄, 1993 ｢1910년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慣習制度調査事業’｣ 奎章

閣 16. 105쪽 참조.

 8) 周藤吉之, 1937 ｢朝鮮後期の田畓文記に關する硏究｣ 歷史學硏究 7-7․8․9.

 9) 朴秉濠, 1960 韓國法制史特殊硏究 , 한국연구도서 .

崔在錫, 1972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한 硏究 ― 分財記의 分析에 의한 接近｣ 歷史學報

53․54합집.

10) 金錫亨, 1958 조선 건시  농민의 계 구성 .

許宗浩, 1963 18세기 말～19세기  병작제도의 발 (상․하).

許宗浩, 1965 조선 건말기의 소작제연구 .

11) 서울 학교도서 , 1972 서울大學校 所藏 古文書集眞 .

金東旭, 1972 古文書集眞 ― 壬亂以前 文書를 主로 , 인문학연구원.

이  서울 학교부속도서 에서 간행된 것은 태조 부터 해군 인 17세기 까지의 문서

를 상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김동욱이 편한 것은 1619년을 기 하여 이 의 문서들

을 주로 편찬한 자료집인데, 고문서의 양식과 고문서분류 등에 한 언 이 함께 실려 있

다. 이들 두 책은 서명이 같은 古文書集眞 이지만, 내용과 체제가 다른 별개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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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成 , 남 학교는 慶北地方古文書集成  嶺南古文書集成 I․II와 朝鮮後

期 鄕吏資料書集成 , 국민 학교는 雪村家蒐集古文書集 , 남 학교, 북 학

교, 고려 학교, 순천 학교박물 , 국립 앙도서 , 국립 앙박물 을 비롯한 국

립 주박물 , 주민속박물 , 국립민속박물 , 서울역사박물 , 국립 앙도서

 등이 고문서를 활자화하거나 도  혹은 인의 형태로 고문서집 혹은 고문서

목록집을 간행하 으며,12) 그 외의 것은 좁은 지면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

다.

그 에서 고문서를 활자화하여 간행한 창기의 작업을 살펴보면, 1982년 崔

承熙가 光山金氏 烏川古文書를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1983년 鄭求福이 扶安金氏 

愚磻古文書를 정리한 것을 들 수 있으며,13) 1981년 李樹健이 경북지역의 고문서

들을 모아서 활자화하여 간행한 것들을 표 인 작업으로 들 수 있다. 이들 고문

서집들은 역사, 사회사, 경제사, 법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

이 고문서를 이용하여 근할 수 있게 하는 등 큰 역할을 하 다.14)

한국학 앙연구원은 앞서 최승희, 정구복이 정리한 이후 상당기간 공백기가 있

었으나, 海南尹氏의 고문서를 古文書集成 으로 출간하면서 간행방식을 影印하

는 형태로 바꾸면서 다량의 고문서를 간행하 다. 이는 고문서를 다량으로 소개

하는 역할을 하 으나, 해독이 불가능한 연구자들이 근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었다. 근년에 이미 간행된 것을 포함하여 새로 간행된 것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자화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간행되고 있는 古文書 는 활자화하

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원문이 해서체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활자화된 것도 원문

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재 인터넷을 통하여 

원본과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양 기 들이 간행한 고문서집은 고문서소장 기 들이 문서를 편집․간행

하는 기 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 들은 문서분류방식, 문서명칭을 달리 규

12) 박병호, 앞 논문.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古文書集成 1 - 光山金氏烏川古文書의 간행에는 崔承熙가,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古文書集成 2 - 扶安金氏愚磻古文書의 간행에는 鄭求福이 참여하

다.

14) 표 인 작업으로는 李樹健, 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남 학교 출 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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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 기 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편 시 별 혹은 시기별로 고문서자료집을 묶어 간행하려는 노력도 나타났

다.15) 고 사에서 조선시 에 이르는 고문서들에 하여 때로는 주석과 논문작업

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역사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서 고문서가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게 하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요

성에 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하 다.

고문서를 체계 으로 분류 정리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은 1980년  

이며, 표 인 작업으로는 崔承熙의 韓國古文書硏究 가 있다.16) 그는 체

인 고문서의 종류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 인 분류기 을 세웠는데, 작성주체를 

큰 기 으로 삼았으며 수취자에 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고문서를 유별화하 다

는 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의 책은 실제 자료들을 사진과 함께 구체 인 

로 들고 각 문서들에 한 설명을 붙여 독자들이 해당 문서의 형 인 모습을 

악할 수 있게 하 다. 많은 연구자들이 재도 고문서 명칭, 분류  연구의 기

본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책은 이후 고문서연구와 고문서학의 석을 마련했

다고 할 수 있는 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한국 고문서학의 발

고문서학의 발달과 자료의 발굴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한국의 고문서에 한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박물 , 학, 연구기 , 자치단

체, 서원, 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고문서 발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량

의 고문서를 확보, 정리, 간행하는 곳도 많아졌다. 재 수많은 고문서들이 발굴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문서들이 량 공개되고 있어서 고문서를 이

용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15) 李基白, 1987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 일지사.

許 植, 1988 韓國의 古文書 , 민음사.

盧明鎬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 서울 출 부.

鄭求福 外, 1997 朝鮮前期古文書集成 , 국사편찬 원회.

朴盛鍾, 2006 朝鮮初期 古文書 吏讀文 譯註 , 서울 출 부.

이수건 외, 2004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 아카넷.

16) 崔承熙, 1981 韓國古文書硏究 (정신문화연구원)가 있으며, 1989년에 增補版 韓國古文書硏

究 (지식산업사)로 개정증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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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에서도 차 학문으로서 방향을 잡고 자리를 잡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수건은 이미 “우리 學界는 西歐와 日本에 있어서

와 같은 古文書 그 자체의 학술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서 타당한 기 에 

의한 정당한 分類는 앞으로 古文書學의 성립과 자료집의 축  에서 가능할 것

이다.”라고 하 다.17) 고문서를 이용한 련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문서 자체

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잘 지 하 다고 하겠다.

그와 련하여 한국 고문서의 수집정리의 문제, 고문서의 학술  이용의 문제,

한국고문서학의 발 과 련하여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겠다.

우선 한국고문서의 정리  수집의 측면을 살펴보자. 조선시 에는 왕실․

청․서원․향교․문 이 심이 되어 해당기  혹은 문 과 련된 고문서를 수

집․정리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 수집․정리된 것들도 계획을 세워 

체계 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었다. 왕실은 국왕이나 왕실과 련된 기록이라 하

여 기록보 에 주된 목 이 있었으며, 청이나 서원․향교․문 도 업무에 참고

하거나 혹은 집안의 기록이란 측면에서 수집 정리 보 하는 정도 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들은 실 으로 문서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청의 문서나 서원․향교․문 ․개인 등이 지닌 문서들은 그 효력이 종료됨

과 동시에 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든 문서들이 기되거나 다른 형태로 이

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하 다고 하더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거나,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재까지 남아 있는 것들도 지 않다. 이미 문서로

서 효력을 잃어 부분 폐지나 휴지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 일부가 

표지 혹은 이면지로 이용되어 재활용되어, 재 고문서로서 해지고 있어서 그

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고문서 보존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건은 1950년  쟁을 겪으면서 물

자의 부족으로 좀더 많은 문서들이 폐지 는 휴지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들 

수 있다. 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문서들이 없어졌고, 경제 으로 어려운 상

황이 겹쳤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고문서들을 보존한다는 것

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일반인들의 고문서에 한 사

회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고문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멸실되는 상황에서, 기   연구자들

17) 李樹健, 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남 학교 출 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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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문서를 보존하고 문서의 형태를 하기 해 힘을 썼다. 그들은 지방에 산재

해 있는 고문서를 정리하고 가시 인 결과로서 책자를 발간하 다. 가능하면 발

굴된 고문서들을 간행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문서의 형태를 그 로 보여주려는 노력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학에 소재한 

연구소, 도서 , 박물 을 비롯하여 국학 련 연구기 , 국립 박물 , 지역박물 ,

사립박물  등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정리하려는 노력

들도 함께 이어졌다.

이 외에도 개인 인 노력에 의하여 고문서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

다. 이수건은 남지역에 산재한 주요한 고문서들을 심으로 경북지방의 고문서

를, 高昌錫은 제주의 고문서를 발굴하여 정리하 다.18)

한편 국어학 공자들에 의하여 이두와 련된 고문서 련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그 가운데 南豊鉉, 朴盛鍾, 朴鎭浩 등은 고문서 연구  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19)

개인이 수집한 것을 간행한 로는 최승희 서울  명 교수가 소장한 고문서들

을 탈 하고 인하여 간행한 것을 들 수 있다.20) 이 에 간행된 것들은 체로 

학교, 연구기 , 박물 , 서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 이 소장한 것을 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수집․소장하고 있던 방 한 양의 고문서를 출

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소장한 고문서를 공개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고문서를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개인이나 문 에 그 로 방치되고 있는 문서들이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이들 문서들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개발하는 것이다.

고문서의 학술  이용 ― 1960년  고문서가 역사 연구에 이용되었던 것은 사

료로서의 가치 때문이었다. 이 에는 도서형태의 문헌들이 역사연구를 한 자료

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고문서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5만 건에 달하는 서

울 도서 에 있던 고문서가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정리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된 

18) 高昌錫, 2002 濟州島古文書硏究 , 도서출  세림.

19) 고문서를 이용한 표 인 작업으로는 朴盛鍾, 2006 朝鮮初期 古文書 吏讀文 譯註 , 서울

출 부를 들 수 있다.

20) 양진석․이진복․이재희․김경숙, 2007 최승희 서울  명 교수 소장 조선시 고문서

Ⅰ․Ⅱ․Ⅲ․Ⅳ․Ⅴ, 도서출 다운샘이며, Ⅰ․Ⅱ는 탈 본이며 Ⅲ․Ⅳ․Ⅴ은 인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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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각 기 들이 고문서 정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학

이나 공공 도서 , 박물  등이 확보하고 있던 고문서를 분류 정리하 고, 연구자

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1960년 에 각 기 에서 고문서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1970년  이후 본격 인 

고문서 연구의 석이 되었다. 고문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  가치가 인식되

면서 수많은 고문서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고문서를 이용한 학문  연구업

들을 일일이 시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양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고문서를 이용한 학문 분야들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재 고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한정된 연구자들

만이 이용하고 있다. 장기 으로 탈 와 원문을 제공하고 해제를 붙이는 것에 머

물지 말고, 연구자들이 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해석 등 보다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고문서에 한 해석 혹은 고문서에 한 구체 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고문서를 이용하기 해서는 궁극 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한국고문서의 특징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며, 때로는 서 내지 행서로 작성한 자들을 독할 수 있어야 한

다. 때로는 한 로 작성된 고문서를 읽기 해 필기체 한 을 해독할 수 있는 능

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  하나가 형태상으로는 한

자로 서술되어 있으나, 내용상 한문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의미를 새기거나 읽어

야 하는 자가 있다. 고문서에는 한국식문장으로 작성하기 한 이두가 사용되

고 있으며, 혹은 한국식 한자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된 것들이 많다. 이 경우 한

국의 고유한 문서해독방식에 의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한 해독능력

이 없이는 고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구주제의 확  ― 고문서가 역사연구의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고문서 자체

가 학문  상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고문서의 분류를 비롯한 고문서의 

명칭에 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고문서의 기록형식, 고문서 자체

의 재질, 필체, 고문서 작성에 이용된 인장  서명 등 다양한 기록방식들에 한 

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승희는 이미 앞에서 언 한 서에서 고문서에 한 지식을 정리하여 체계화

시키기 한 학문으로서의 고문서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고문서학의 상으로

는 고문서의 종류, 고문서의 외형, 고문서의 구성 등을 들었다. 이때 고문서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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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材料․形態․ 法․文字․書體와 墨色․署押․印章 등을 들고 있으며, 고

문서의 구성은 구체 으로 內容․書式․作成의 手續과 방법 등을 들고 있다.21)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제들을 구체 으로 다루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문서 연구자들이 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이들 주제들을 다루기 한 고문

서연구자의 수는 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2000년 에 이르러 비로소 고문서 

련 연구자들이 많아졌고, 고문서학을 다루는 학과도 설치되었다. 재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고문서 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련된 과목을 설치하여 박

병호, 경목 교수 등 많은 인원들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나 고문서 자체에 한 심도 있는 연

구도 시작 단계인 셈이다.

3. 한국의 문서 분류 체계

1) 고문서의 분류에 한 논의

고문서에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이는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

가와 한 련이 있다. 고문서의 정의에 해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제시하

려 한다.

우선 金東郁은 고문서의 정의를 고문서와 古記 을 나 는 요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 다. 그는 고문서에 하여 “(古)文書는 그 作成과 효력에 있어서 他動

的이란 것을 第一要件으로 삼는다. 그 타동 이라 함은 그것이 반드시 象을 요

하고, 그 문서에 표 된 것이 어떤 작용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성격을 규정하 다. 이어서 그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문서로 다루어지는 것

은 그것이 문자로써 표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發給한 第一人 ( )와 이를 받

은 象인 第二人 (受 ) 즉 主格과 象과 이 사이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 要件

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그는 문서로서 취 하게 되는 것은 “단지 

문자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發給한 자와 그 文書를 收取한 相   

이 兩  사이에 作用되는 要件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 

21) 崔承熙, 1981 ｢古文書의 槪念｣ 韓國古文書硏究 , 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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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하 다.22) 그리고 이러한 3요소가 구비된 문서가 

‘過去의 것’이 된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즉 그가 문서로서 필요한 요건은 他動

的 요소, 第一人 ( ), 第二人 (受 )가 갖추어져야 하며, 고문서는 3요소에다 

‘過去의 것’이라는 것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李樹健은 고문

서의 정의를 “고문서는 자 그 로 옛 문서”라고 하고, 金東郁의 규정을 그 로 

받아들이고 있다.23)

이후 최승희는 韓國古文書硏究 고문서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앞서의 정의와

는 다른 형태로 문서의 개념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문서를 “甲의 特定

한 意志가 그 目的을 달성하기 하여 乙에게 달되는 ”이라고 定義하 다.24)

즉 그는 주체의 일방 인 기술로 끝나는 일기나 비망록 등은 기록류로서 고문서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고, “문서는 發給 와 受取 가 필수요건이며, 兩  사

이에 문서를 授受하는 目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 다. 이때 目的으로는 命令․

指示․建議․請願․陳情․告知․照 ․契約․贈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고문서의 정의에 따라 고문서를 분류한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자.

김동욱은 고문서의 분류법에 하여 그는 고문서 분류의 상을 우선 조선시 에 

한정하여 事大交隣文書와 國內文書로 나 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國王文書(公私

文書), 宮家文書(准公文書), 官民逮上國王文書, 官相互授受文書, 官 民文書, 民

官文書, 民 民文書, 神(巫)․佛․儒家文書, 結社文書, 外交文書, 國末文書 등으로 

다시 세분하 다.25)

한편 최승희는 고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을 국내문서와 외교문서로 나 고 국내

문서는 國王文書, 王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寺社文書, 書院文書, 道觀文書,

結社文書, 奉神佛文書로 나 었으며, 외교문서는 국, 일본 등 해당국가와의 사

이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상정한 분류를 내세웠다.26)

22) 金東郁, 1972 古文書集眞 ― 壬亂以前 文書를 主로 , 인문과학연구소.

23) 李樹健, 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남 학교 출 부, 7쪽.

24) 崔承熙, 1981 ｢古文書의 槪念｣ 韓國古文書硏究 , 정신문화연구원.

25) 金東郁, 1972 古文書集眞 ― 壬亂以前 文書를 主로 , 인문과학연구소.

26) 이러한 틀은 국내문서와 외교문서 등을 토 로 분류된 것이지만, 佐藤進一의 古文書學入門 ,

吉村茂樹의 古文書學 등의 연구결과의 틀을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崔承熙,

1981 ｢古文書의 槪念｣ 韓國古文書硏究 , 정신문화연구원,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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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서지학자인 沈㬂俊이 고문서의 투식을 정리하면서 下達文書, 上申文

書, 相互文書로 나 어 해당되는 문서를 제시한 것이 있으나,27) 이는 고문서의 

달방향에 따라 분류한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검토 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서지학 인 측면에서 근한 것으로 韓國古文書整理法 을 들 수 있

다.28) 이 책에서 제시된 분류체계는 총류, 교령류(책문, 교지), 소․차․계․장류 

(계 기 성기 단자 신고 품목), 첩․ ․통보류( 문 첩증 첩보), 증빙류(자문 입

안 완문 흘첩 수표 입의 유서 등), 명문․문기류(명문 분재기), 서간․통고류(서간 

간찰), 치부․기록류(추수기 치부 시도기 일기 비망기), 시문류(사 부 시 문), 외

교․문서류(진하 방물 사은 각국별 외교문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분류 방식은 

도서  혹은 기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 에서 모든 자료를 분류하여 단순

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고문서의 특성인 문서작성자  목

에 한 고려가 없으며, 한 자료의 내용을 제 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

제 을 안고 있다.29)

고문서의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 에 하나는 작성된 時期의 下限이다. 재 

고문서의 시기  하한에 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그에 해서는 구체

인 서술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과 상 인 측면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이들 고문서들이 실 인 기능이 완료된 것은 191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사회체제가 이 과 달라졌으며, 문서형태 한 조선의 그것과는 명확

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문서의 시기  하한과 련하여 문제 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왕실, 부에서 작성한 문서보다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들이다. 사

인이 작성한 문서들을 국가에 제출할 때 부분 정해진 문서양식이나 격식을 지

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해진 틀을 벗어난 형태로 작성되었지만, 국가 혹은 

27) 沈㬂俊, 1990 ｢韓國古文書의 套式｣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硏究 , 일지사.

28) 尹炳泰 외, 1994 韓國古文書整理法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고문서를 정의한 것으로는 鄭求福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문서

의 개념에 하여 “  이 의 1차 사료로서의 유일한 가치를 갖는 필사된 기록”이라 정의

하고, 이를 ‘ 의의 개념’이라 하 다. 그는 고문서에 해 “그 자체가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천 이고, 근본 인자료”라 하고, 일기류, 서간류호 , 양안, 가승류, 향약, 결사문, 도

조기, 타작기 등의 치부기록, 사 들의 사   많은 필사의 기록이 고문서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하고, 필사의 문집류도 고문서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하 다(鄭求福, 1992 ｢古文書 硏

究의 現況과 問題點｣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17-18쪽. 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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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지 않다. 고문서의 논의의 하한이 문제가 되고 있

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를 들면 請願書, 訴狀 등과 

같이 국가( 청)에 제출하는 문서는 격식을 갖추도록 하 으며, 격식을 갖추지 않

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 다. 그러나 국가( 청)가 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簡札에서는 그러한 상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간찰은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격식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30) 간찰이 

한문 투로 작성되어 까지도 통용된 것들이 있다. 한문학 인 지식을 갖춘 이

들은 套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 편지를 보냈다. 그 다고 그러한 간찰을 고문서

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그러한 외 인 것들을 들면서 하한선을 에까지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 의 성격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기록형식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질 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변화들을 잘 살펴서, 하한을 설정하여

야 함은 물론이다.

2) 분류방식의 용

앞서 고문서의 정의와 분류하는 방식에 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살핀 분류방

식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있는 표 인 기 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을 용하여 고문서를 분류하고 자료집 혹은 목록집을 간행하는 곳들도 

있다. 각 기 에서 고문서를 분류하여 용한 實例들을 살펴보면, 기 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체로 소장하

고 있는 고도서와 고문서의 수집․정리․간행의 문제가 혼재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 은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을 분리하여 정리․간행하기 

보다는 고문헌의 개념으로 근하여 정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소장 기  에는 고문서만을 정리하여 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럴 만한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해당 기 에서는 고문서분류 방식을 

서지학의 도서정리방식과 혼합한 형태를 취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는 고문서

와 고도서를 하나의 책에 싣거나 혹은 동일한 제목 하에 양자를 같이 묶어서 간행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 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경우 흔히 ‘ 의의 고문서’라

는 개념을 용하여, 고문서 외에 장부(호 , 토지 련 장 포함), 치부류와 같은 

30) 寒喧箚 등 간찰의 내용을 형식화된 투로 작성하기 한 지침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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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류에 포함하여 함께 간행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 ,

서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들을 정리․간행할 때, 소장처의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박물 이나 일반 연구기 이나 

학도서 인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외에도 앞서의 분류법과 달리 생활문화를 주제별로 나 어 다루어 편집한 것

이 있으나,31) 민속자료라는 측면에서 편집된 것으로 매우 시론 인 것이며 모든 

고문서들 포 하는 방식이며, 모든 문서를 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는 유효하지 

못한 이 있다. 다만 고문서를 이용하여 생활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

는 항목들을 설정하 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고민들을 담고 2002년 6월 서울역사박물  강당에서 ‘고문서 정리 표

화안’이란 주제 하에 고문서 분류체계와 련한 발표  토론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고문서학회에서 발간하는 古文書硏究 에 수록되어 있다.32) 그러나 분류

안에 한 논의는 실 인 안으로 모색하는 수 에서 제시되는 정도 다.

고문서분류는 많은 고문서 련 연구자들이 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

다. 먼  다양한 고문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구체 인 사례를 최 한 수집하

고 그것이 갖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문자체에 한 연구 즉 

고문서학의 수 을 높임으로써 고문서의 분류체계에 한 논의를 한 단계 진 시

키고, 아울러 외국의 분류체계에 한 논의를 종합할 필요도 있다. 가깝게는 동양 

여러 나라에서 고문서에 한 정의와 분류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한 조사와, 멀리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지의 고문서들은 어떤 기 하에서 분류되

고 있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 많은 노

력이 필요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분류체계에 한 더 많은 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도 도 필요하다고 본다.

31) 이해 ,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 , 국립민속박물 .

32) 韓國古文書學 , 2003 古文書硏究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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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고문서 소장  보존 리 황

1) 고문서 소장기   소장 황

(1) 학술기  

33) ― 규장각이 소장한 문서는 2009년 재 50,690

이며, 그 간에 기증된 것을 포함하면 51,000여 에 이르고 있다. 규장각소장 고문

서는 부분 해방 이후 서울 도서 에서 매입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선시 에 수집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은 양이며, 일제하  해방 

이후 수집된 것들이 부분이고 그 에서도 해방 이후 수집된 것이 부분이다.

수집된 고문서를 정리하게 된 것은 1964년도부터 하버드 엔칭연구소의 연구비

보조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문서카드화작업 즉 목록화작업이 추진되

었다. 서울 학교부설 東亞文化硏究所가 심이 되어 이 작업을 추진하 으며,

40,000  정도를 정리하 다. 이로서 목록화 작업은 완결될 수 없었으며, 다만 경

제 계 고문헌  고문서를 심으로 간단한 해제를 붙여 만든 韓國近世 外關

係文獻備要 ․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이 간행된 정도 으며,34) 1972년에는 古

文書集眞 이 간행되었다.35)

이후 규장각고문서와 련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1984년 규장각고문서를 

편집하여 古文書 라는 책명으로 간행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古文書 는 국왕

문서, 왕실문서, 부문서, 사인문서, 결사문서, 신불문서, 외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여 간행할 정이며, 古文書 35집까지 간행되어 있다. 규장각고

문서는 기 에서 소장한 고문서를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종류별로 유별하여 간

행한 최 의 고문서집이라 하겠다.

― 앞서 조선사편수회에서 마도 宗氏家의 문서를 포함하여 

62,000여 을 수장하던 것을 재 국사편찬 원회가 수장하고 있음은 살펴보았

다.36) 재 국사편찬 원회는 고문서와 련한 사업은 국에 흩어져 있는 사료

33) 이하 ‘규장각’으로 약칭함.

34) 全海宗, 1966 韓國近世 外關係文獻備要 (奎章閣圖書硏究叢書 1).

韓㳓劤, 1966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奎章閣圖書硏究叢書 2).

35) 서울 학교도서 , 1972 서울大學校 所藏 古文書集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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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수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980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많은 인력과 산  장비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을 해결하

기 한 방법으로 지방사료조사 원을 하 으며, 그에 한 법 인 근거도 

마련하 으나, 1987년까지는 사료 수집성과가 두드러질 만 한 것은 없었다. 1987

년 이후 미발굴 사료를 조사․수집하기 한 계획을 세우고 사료조사 원회의의 

역할을 강화하 으며, 지역별로 사료를 조사․수집하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재 

국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련 마이크로 필름자료는 이 때 수집된 것을 촬

한 것이다. 아울러 수집한 자료를 간행하기에 앞서 길라잡이 역학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문 과 7곳의 소장처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에 하여 설명한 수집자료 해

제집 1 을 간행하 다.37)

그리고 국사편찬 원회는 소장 고서  총독부 추원 소장도서 古書目 1

책을 간행하 으며, 아울러 소장 고문서 19,363 을 목록화하여 정리한 古文書

目 2책을 간행하 으며, 기존에 간행된 15세기 고문서  일부를 뽑아 서지사

항과 해제  도 을 첨부하여 朝鮮前期古文書集成 을 간행하 다.38)

― 한국학 앙연구원은 장서각을 심으로 많은 자료들을 확

보하고 수집하고 있는데, 그 에서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 되어 있는 자료들을 

량 확보하여 간행하고 있다는 이 특색이다. 문화재 리국으로부터 94,104책

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필름을 인수받고, 교육부 국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

원, 향교, 사찰, 문 , 개인 등이 소장한 고문서, 고서를 포함한 고문헌을 촬 하는 

사업을 진행하 으며, 재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거나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사

업의 결과 古文書集成 으로 정리되어 재 96책이 간행되었으며, 소장자들이 연

구원에 고문서를 기증하거나 기탁한 것들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이를 포함하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고문서를 보유한 기 이 된다.

2008년 재 한국학 앙연구원의 소장고문서는 장서각 왕실고문서 4,562 을 

비롯하여 지방에 소재한 수집고문서로서 기증 혹은 기탁된 원본 30,120  등 원본 

36) 국사편찬 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에 의하면, 마도 종가문서와 련하여 이

루어진 고문서 련 문서집  목록집으로는 馬島宗家文書 3책(分類紀事大糖), 馬島

宗家文書記 類目 集 1책, 馬島宗家文書書契目 集 5책, 馬島宗家文書 古文書目

集 I․II가 있다.

37) 김 길, 2007 ｢국사편찬 원회의 고문서 조사․수집의 성과와 과제｣ 고문서연구 31.

38) 鄭求福 外, 1997 朝鮮前期古文書集成 , 국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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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2 에 이르고 있으며, 마이크로필름 311,442 (6,117롤)을 소장하고 있다.39)

한국학 앙연구원은 고문서의 수집․정리․보존 등에 지 한 역할을 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도 명문가의 고문서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이며, 훼손

이나 멸실, 도난 등 험에 처한 고문서들을 수습, 정리하는 노력을 보 으며, 그

에 수반하여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문 이나 개인, 서원 등이 많은 심을 보임

으로써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도 한몫을 하 다.

다만 방 한 자료들을 정리․보존․ 리하는데 따른 자료의 락  체 목록

을 작성할 수 없다는 에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이 

없지 않다. 이는 인력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는 재 자료

를 디지털화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미흡한 부분을 체하고 있

다고 하겠다.

―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학 자료의 수집ㆍ보존과 연구  보

을 통합 으로 수행”하기 한 목 으로 설립된 한국학 문연구기 이다.40)

따라서 고문서를 비롯한 고문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 흩어져 있는 멸실 

기에 직면한 유교 련 기록문화재들을 상으로, 문 이나 서원 등 민간에 소

장되어 있는 문화재들로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 등을 기탁받아 안 하고 과학

으로 보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 하겠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탁에 을 두고 있으며, 수탁한 문헌들을 보  리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찾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료에 한 DB화가 주된 사업이 되

고 있다. 기 에서 게시한 자료에 의하면 문집자료는 1,328종 3,503책이고, 고문서

는 도산서원 고문서와 14개 명문가 소장 고문서 23,055종 40,607건, 일기류 389종 

등이다.41) 다만 이 에서 한국국학연구원에서 고문서로 분류된 것에 고도서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그 양은 어 들 것으로 생각한다.

(2) 국립 앙도서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한 고문서는 2006년 11월 재 16,000여 이라 한다.

1972년 12,000 이었던 것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국립 앙도서 은 고문서해

39) 한국학 앙연구원의 안승 님이 제공한 자료의 의거하 다.

40)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에 게시된 바에 의거하 다.

41) 이욱, 2007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서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 고문서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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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가지 재 간행하 는데, 1책은 土地文記, 戶籍, 所志, 咨文를 실었으며,

2책은 敎旨, 貢物文書, 試券, 奴婢文書, 書簡文, 其他(土地文記, 戶籍, 所志, 祭文,

詩部, 雜文) 등을 서지사항과 해제를 간략하게 실었으며, 이후 간행된 3책과 4책

은 구체 인 문서들을 원문의 도 과 함께 에 비해 자세한 서지사항을 첨가한 

敎旨를 싣고 있다. 그러나 3책과 4책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것이라기보다는 기

존에 해제된 것을 새로이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42)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에는 서울 규장각이 소장한 문서

와 상호 보완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다. 이는 문서 매상들이 문서를 수집하고 

매하는 과정에서 연 된 문서들을 분리하거나 혹은 같은 집안의 것이라도 나 어 

양 기 에 매하 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상들이 양 기  외에도 매도하지 않

은 것도 있어서 재 시 에 고문서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필자가 목격한 

도 있다.

(3) 학도서   학박물

학도서  혹은 학박물 이 소장한 고문서는 목록집이나 고문서를 간행한 

경우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학도서  소장 고문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

다. 표 인 학으로는 남 학교를 꼽을 수 있다. 남 학교는 학박물 ,

학도서 이 소장한 고문서목록을 발간하 을 뿐 만 아니라, 民族文化硏究所 

한 고문서 련 자료집을 간행함으로써 고문서 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남 학교, 북 학교, 단국

학교, 안동 학교, 국민 학교, 고려 학교, 경남 학교, 성균 학교, 순천

학교 등에서 고문서 련 책자들을 간행하 다.

(4) 국가기록원

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을 비롯하여 많은 도서  문서들이 있다. 기

에서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도서(문서 포함) 100만 권, 도면 80만 매, 장류 

12만 5천 권, 카드 20만 매, 마이크로필름 7만 롤 등 총 220만 건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를 포함 구체 인 분류  소장물에 한 검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42) 국립 앙도서 , 古文書解題 I(1972년 간행)․II․III(2006년 간행)․IV(2006년 간행).



한국 고문서학의 개과정 23

이들 문헌 에서 고문헌과 련된 기록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사기록물 

421,090건 등으로 보이지만, 총독부기록물 14,562,877건을 포함하더라도 그 에

서도 기 에 따라 제외되어야 할 것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수가 아닌 

건수로 표기되어 있어서 구체 인 것에 한 것은 알 수 없다.

(5) 서원․문  혹은 개인소장

서원 혹은 명문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은 재 많은 것들이 간행되어 

있다. 한국학 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서원과 명문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상으로 古文書集成 으로 인하여 간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편찬한 古文書集成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재

도 간행되지 않은 문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 개인이 고문서를 수집하여 모은 를 들 수 있다. 문서에 한 개인 인 

호기심 때문에 몇 건의 고문서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고문서 

매상처럼 의도 으로 고문서를 매하기 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량의 고

문서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확한 양을 가늠할 수는 

없으며, 게다가 이들이 기  혹은 개인에게 고문서들 매도한다고 치더라도 기  

혹은 개인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고문서는 악 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와 반 로 개인이 학문 으로 고문서를 연구하기 하여 수집하고, 나아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간행한 경우도 있다. 이는 최승희 서울  명 교수가 

자신이 수집한 고문서들을 간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고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된 

최 의 라고 할 수 있다.

(6) 외국기 에 소장된 것 

최승희 교수가 일본에 소재한 한국의 고문서들을 기 별로 정리하여 소개하

다. 天理大學, 京都大學, 早稻田大學 등 일본의 주요 학에 소장된 것들을 촬 하

고 탈 하여 국내에 소개하 다.43) 한국에서 되어 일본으로 건 간 이들 고문서 

에는 조문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언 하고 있을 정

도인데, 이를 통하여 일본인들이 고문서를 수집할 당시의 사회  분 기도 엿볼 

43) 崔承熙 편, 2002 日本所在韓國古文書 , 국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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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외국인이 고문서를 직  수집한 경우가 있지만, 군사력을 이용하여 탈취해간 

도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랑스가 병인양요 때에 가져간 의궤 외에도 ‘한

문이  있는 회색 리석 (옥책문)’ 3개, ‘이어진 흰 리석 을 담고 있는 구

리 경첩이 박힌 상자’ 3개 등은 옥책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문헌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보  물

건에 비해 그리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주재 랑스 공사인 랑시가 1903년까지 재임기 에 고서를 

많이 수집하 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문서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 1894년부터 1901년까지 4권으로 묶은 한국의 고서

들에 한 목록으로 3,821종을 다루고 있다는 으로 볼 때,44)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외국인들이 고서 혹은 고문서를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한국 시 을 포함하여 지 에 이르기까지 외교 ,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여행자 등이 해외로 가져간 고문서들의 황에 해서는 재로서는 우리

가 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직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외교문

서의 형태로 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보낸 문서

들도 황을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고문서 추정량

고문서 소장기 으로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개 으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5만여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규장각에는 장토문 류와 같이 고문서

가 편철되어 있는 장토문 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 을 때, 고문서의 총량은 10

만여 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15,000여 , 국사

편찬 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도 宗氏家의 문서 62,000여   그 외의 고

문서, 고려 학교 5,000여 , 연세 학교 18,000여 , 남 학교, 국민 학교가 

각각 5,000여 , 그 외에도 각 학교에서 소장한 고문서  국립박물 ․민속박

물   토지공사, 사립박물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원이나 문 을 비롯한 개

인이 소장한 것들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수의 고문서가 국 으로 산재해 있다고 

44) 李姬載, 2004 韓國書誌 ― 修正飜譯版 , 一潮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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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박병호는 우리나라의 고문서의 양을 15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

다.45)

한편 북한에 소재한 고문서에 한 정보들은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김일성종합 학 도서 에 고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1958년 목록집이 간행

된 것으로 그 정리방식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목록 에서 買記, 綸音,

傳令, 訓令, 疏章, 敎旨, 戶口帳, 完文, 單子 등을 비롯하여 謄 , 鄕案, 啓 , 狀啓

草, 事例, 題辭, 日記, 節目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 소재한 고

문서의 양을 비롯한 구체 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46)

3) 고문서 련 보존시설의 황과 문제

고문서만을 한 보존시설은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서를 보존하는 

문제는 각 기 들 사이에 서로 논의를 해본 이 없다. 한국의 고문서들은 체로 

한지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고문서를 보  혹은 보존하는 시

설은 한지라는 특성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지가 갖는 특성을 최 한 고려

하여 시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속, 석재, 나무, 천을 재료로 

삼은 것들에 한 고려도 빼놓을 수는 없다. 이들은 체 분량에 비하면 매우 

은 양이지만,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실 으로 보존시설의 미흡한 을 지 하고, 고문서보존을 한 책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고문서를 보존, 리하는 기 마다 확보된 공간  경제  사

정에 따라 보존책의 수 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은 인정할 수밖

에 없다. 다만 고문서를 소장하거나 혹은 리하는 기 마 도 각 문서들 지닌 특

45) 박병호, 2007 ｢우리나라 최 의 고문서 수집․정리｣ 고문서연구 31.

46) 정수환, 2008 ｢북한의 고문서 연구 황과 북한고문서 조사방안 연구｣ 고문서연구 32에서 

김일성종합 학도서 의 주요 고문서 련 자료 황에 한 소개를 하고 있다. 매우 제한

이지만 북한의 고문헌의 소장  연구 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의 고문서는 고문헌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문서에 해서는 구체 인 언 이 없다. 조

선 백과사 에 실린 고문서의 정의를 보면, ‘책으로 묶어지지 않은 단편 인 옛 문서’라 

하 고, 노비매매, 노지매매, 재산상속 등에 한 문서와 호 , 교지, 편지, 신소장 등으로 분

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원 내의 민족고 연구소의 분류방식은 고 문헌의 범주 내에 

서지문헌을 두고, 서지문헌 내에 도서와 문서로 나 되, 문서는 등록문서와 증빙문서로 나

고, 등록문서는 호 , 토지 장 등이 있으며, 증빙문서로는 매매문서  확인 문서를 설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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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면서 시설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재 고문서를 보존방식은 문서 자체의 수명을 늘리기 한 습도  온도 등 

고문서 주변 환경의 조성, 보존처리, 그 외에도 문서의 내용의 확보  보존을 

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디지털화( 상  텍스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

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 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

다. 기 마다 보존과 련한 재정 인 지원  고문서 련 시설의 확보가 격하

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존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열람의 문제이다. 보존만을 한 보

존이 아니라, 고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보존과 열

람은 상호 보완 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며, 반 되는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문서의 원형에 한 정보를 

최 한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방법  하나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원본이 아니지만 원본에 상응하는 방식, 즉 마이크로필름 혹은 디지털화함으로써 

원래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지 않은 경우 복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으나, 앞서 원본의 형태를 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방법도 고문서 시라는 측면에서는 고려해볼 만하다.

5. 한국의 문서학 련 학회  연구 기  황

1) 고문서학회의 창립과 활동

한국에서 고문서를 이용한 개별  연구들은 종종 있었으나, 학회의 형태로 연

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91년 4월 26일 韓國古文書學 가 창립되면서부터이

다. 이에는 쟁으로 인하여 고문서가 소실되거나 해외로 반출된 것이 많고, 신분

의식으로 인한 공개를 기피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문서에 한 무지와 

무 심으로 귀 한 문서들이 인멸․유실되어 가는 등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는 상황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고문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해 문

제 을 인식하고, 뜻을 모아 고문서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한국학의 발 을 꾀

하고 일차 사료의 확 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학회를 설립할 필요성을 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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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고문서학회는 발기 취지문에서 고문서 수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한 정보

를 서로 교환하며 연구 시각을 함께 논의하기 하여 학술발표, 신자료의 소개,

수집․정리 방안의 모색, 고문서 보존에 한 논의 등을 한 것이 설립목 임을 

밝히고 있다. 재 학회의 창립회원을 비롯하여 소장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 으로는 고문서학의 토 를 마

련하고, 외 으로는 고문서에 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고문서의 수집  보존에 

많은 심을 갖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문서학회는 고문서연구자,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문 , 기  등과 상

호유 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의 고문서 련 기 과

의 긴 한 조  외국의 고문서학에 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고문헌 리학과와 연구 기 들의 활동

고문서에 하여 심을 갖거나 혹은 고문서를 이용한 기존의 작업들은 학이

나 연구소의 필요로 고문서를 정리하거나, 혹은 개인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분이었으며, 때로는 연구기 이나 개인이 서로 연계되어 작업을 진행하

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들의 부분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

을 심으로 그와 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한 것이거나 혹은 서 을 간행하기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문서연구와 

련한 후속세 를 양성하기 한 계획은 거의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

기존 고문서에 한 학습은 학의 역사학부나 역사 련 학과, 혹은 문서기록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정도 다. 구체 인 계획을 갖고 후속세 를 양성하기 한 

계획이 진행된 것은 1980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에 부속 학원으로서 한국

학 학원이 설립되고, 2000년 이후 비로소 인문학부에 고문헌 리학 과정을 운

하여 고문서 련 문가를 양성할 목 으로 공과목들이 설치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  내의 장서각을 토 로 고문헌(여기에서 고문헌이라 함은 일반

도서와 고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보다 집 인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 기 때문이다.

한국학 앙연구원은 고문서  서지 련 연구를 연계하여 집 으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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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련 학과를 설치하 다. 교과목을 보면, 서강독을 비롯하

여 각 시 별 문서연구, 이두연구 등의 교과목과, 고문서학  서지학과 련한 

과목들을 마련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배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써 고문서학과 집 으로 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국사편찬 원회의 경우는 학문후속세  양성과 서에 한 연구자의 

문 인 자질 향상을 한 목 으로 사료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한문과 

일본어 서과정을 마련하여 서를 익히는 것이 주된 것이면서도 해당 과정에서 

고문서를 익힐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

원도 규장각도서  고문서를 정리하기 한 학문후속세 를 양성한다는 목  하

에 서강좌  고문서강좌를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후속세

를 양성하기 한 노력은 몇몇 기 을 심으로 이어져 왔으나, 보다 체계 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문 인 연구자들을 배출하고, 아울러 그에 걸맞은 연구의 

기회를 주고, 연구직의 확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고문서에 한 열기는 매우 정 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역사, 문화, 사

회, 민속, 고문서학 등 다방면에서 순기능 인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고문서의 발굴, 보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여 역사, 문화, 사회, 민속, 고문서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문화를 보

다 풍부하게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차 으로 생산한 것이라는 은 곧 그

와 련된 모습을 1차 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 다

른 기록들이 이와 같은 자료를 갖고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

것이 지닌 1차 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보다 확 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고문서들에 한 정보를 소장기 이 책자를 발간하거나 혹은 다른 기 을 통하

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이미 발간된 것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고문서에 

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은 한국고문서 연구

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고문서에 한 많은 정보들은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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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을 통하여 근할 수 있으며, 많은 기 들

도 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고문서정보를 제공하는 기 들도 많기 때문에 직  기

에 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는 고문서에 한 사회 인 열기가 반 된 것이라 하겠다. 고문서소장기 들

이 소장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을 홍보하기 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고문서학에 한 심과 연구자들의 요구가 반 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

다.

끝으로 고문서의 발굴과 보존 등에 소장기   연구자, 일반인들이 많은 역할

을 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고문서 연구의 질  수

의 도약을 한 토 를 마련하기 해 많은 연구와 상호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해서는 지난날을 되새겨 보고, 나아가 한국고문서학의 발 을 한 새

로운 역에 한 모색,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한 외국의 고문서학의 성과에 

한 겸허한 수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투고일(2009. 4. 30), 심사일(1차: 2009. 5. 15, 2차: 2009. 5. 29), 

게재확정일(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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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of 

Age-old Documents

Yang, Jinseok

The Korean age-old documents we have today are mostly originated from 

governmental offices, and the ones from periods before the 17th century are mostly 

missing, due to wars and other reasons. Many of the documents from periods after the 

wars are also missing, and the ones that remain are in most cases the ones generated 

by central offices.

The age-old documents that are now newly discovered or found are mostly reported 

from individuals or houses or governmental bodies, who or which had managed to 

keep them in their custody for a long time. The old documents that were kept by 

individuals are in some cases produced by either the king, the royal family or the 

governmental offices, but are mostly private documents which were produced by other 

individuals. They usually cover a variety of topics such as religion, or even the plans 

of establishing secret alliances.

Studies of Korean age-old documents began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the effort 

to compile all those original materials of such age-old documents into manuals and 

books first emerged. In the 1980s the contents which had been written in the so-called 

grass-style writing were interpreted and rewritten (reprinted) in standard writing style, 

and then they were published in the form of material book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yujang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angseo-gak), 

Yeongnam university played the leading role in such publication projects, and 

following such initiatives other universities as well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ther self-governing local bodies, traditional Seo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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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yanggyo schools, and private houses and individuals, all continued such efforts 

of compiling and publishing age-old document books. 

Attempts of using such age-old documents in academic studies are continuing in the 

area of historical studies, studies of the Korean language, studies of socio-economic 

history, and the study of legal codes, etc. Yet in order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utilize such material, several conditions should be in place: the ability to examine and 

interpret contents written in either grass-style writing or Haengseo standard style, the 

ability to examine and interpret contents written in cursive letters, and also the ability 

to examine and interpret sentences written in Chinese letters yet composed in a 

‘Korean’ style (using Idu) or Chinese sentences using Chinese letters which were 

fashioned specifically by the Koreans, should be secured beforehand. 

Many scholars devoted a considerable amount of their time and efforts into 

establishing a categorization system for the age-old documents. And the most important 

task that had to be done before all else was establishing the ‘definition’ of age-old 

documents. Such definition had to reflect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old 

documents, and also take all the basic components of such documents into 

consideration. Currently the age-old documents from the past are categorized by who 

generated such document, and are assorted into categories such as the kings’ 

documents, the royal family’s documents, governmental offices’ documents, private 

individuals’ documents, religious bodies’ documents, Seoweon schools’ documents, 

Dogwan office’s documents, Allied organizations’ documents, and Bong-shin’bul 

documents. The diplomatic documents are categorized, by the counterpart countries of 

Korea such as China and Japan, yet studies that directly dealt with such diplomatic 

documents are yet to be announced. Also, aside of this categorization, in some cases 

a wider definition of the age-old documents is also employed. In the 2000s, the 

categorization system was once again discussed, yet instead of trying to make some 

hasty modifications to the current system, we should try to heighten the level and 

quality of age-old document studies in general and then try to renovate the 

categorization system based upon such results. 

It is not an easy job to ascertain the exact figure of remaining Korean age-old 

documents, yet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500,000 pieces are know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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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today. Yet the methods we use to preserve them, and the status of preservation 

facilities, still leave many things to be desired. Age-old documents feature a variety 

of materials in composition, so preservation facilities should be able to address them 

all, case by case. And the issue of preserv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issue of what 

would be the extent of allowance for the public’s inspection of those materials, so both 

issues would have to be contemplated upon together. 

There is only one society of researchers for age-old document studies in Korea, and 

it is the Society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and for survey and research 

institutes there are related departments established insid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re providing educative classes 

with topics involving age-old documents.

Researches of age-old documents now should evolve into the next level. Many 

universities would have to establish more departments to deal with age-old document 

studies, and more institutes would have to devote much of their own continuous and 

active efforts into relevant tasks and projects. And the scholars and researches engaged 

in age-old document studies should try to develop new themes in their studies, and 

delve into deeper levels of research. The age-old document studies in Korea are just 

beginning. The past achievements should be reviewed, and used in expanding the realm 

of our studies in the future. And to develop new themes and to further our researches, 

interaction and exchanges with foreign societies of scholars engaged in age-old 

document studies should be pursued as well.

Keywords: Korean age-old documents, publication projects, preserv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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