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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고는 『유서필지(儒胥必知)』를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검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에 대해 고문서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에 통용되던 문서들의 서식집(書式集)1)으로, 국어학계에서는 이두

(吏讀) 어휘 자료집2)으로 주목하였으나, 근대 이전의 이두문(吏讀

文) 작문 교재로 볼 필요가 있다.3)

* 이 논문은 2015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사업의 성과물로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

(2015.12.1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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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봉좌(2005), 전경목(2006) 등 참조.
2) 강전섭(1972), 박형익(2003), 최범훈(1974), 홍순혁(1946), 홍순혁(1947) 등 참조.
3) 일찍이 안병희(1983: 83-84) 에서 『이문대사』, 『이문잡례』, 『유서필지』를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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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에 작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금석문(金石文), 과거(科擧), 시문(詩文) 창작, 관청의 문서 행정, 매

매(買賣) 서류 등등 작문 행위를 기반으로 한 현상들을 염두에 둘 

때 어떤 형태로든 작문 교육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나, 그것을 체계적

으로 재구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과거 응시에 요청되는 작문 능

력이 무엇인지는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능력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 즉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

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4) 게다가 근대 이전의 작문 교육에 대한 정

보는 문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세의 어문생활에서 지배적 위치

에 있었던 한문의 작문 교육에 비해 한글과 이두(吏讀)의 작문 교육

에 대한 정보는 더욱 영성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서필지(儒胥必知)』는 매우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조선 후

기에 통용되었던 여러 이두 문서들의 학습용으로 출판되어 널리 쓰

였기 때문이다.

『유서필지』의 편찬자는 물론 이 책이 어떤 교육 체계 속에서 

교재로서의 기능을 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서 교재로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범례(凡例)

에서 분명히 교육용임을 밝히고 있고, 교육 제재로 선정한 문서들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조선 후기에 통용

되던 모든 문서를 망라하지 않고 그 일부를 선별하여 제재로 선정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작문 교재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유서필지』가 이두문(吏讀文) 쓰기 교재라는 점에서 이두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오늘날의 작문 교육에는 그 현실적 의의가 적고,

들을 위한 이두 문서 교재로 본 바 있다.
4) 이응백(1988)에서 이에 대한 개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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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문 쓰기의 범례를 보여준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의만 인정된다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작문 교재로

서의 현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이 책은 직무(職務)

리터러시를 위한 교재라는 점이다. 이 책이 선정한 문서들은 거의 

다 관리와 이서(吏胥)의 직무(職務)와 관련이 있는 것들로서, 근대 

이전 관청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알아야 했던 리터러시가 무엇이

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직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책에 선정된 문서들

은 근대 이전의 사회, 문화, 법제(法制) 속에서 형성된 장르들이라는 

점이다. 특정한 장르 글쓰기가 특정한 글쓰기 목적, 특정한 소통 맥

락, 그리고 고유한 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이 책에 선정된 문

서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책에 선정된 문서들의 상

당수가 관(官)을 상대로 한 청원(請願)과 호소(呼訴) 및 법적 권리

(權利)의 주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청원과 호소 및 권리 

주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 우리 작문 교육의 역사에서 강력한 전

통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유서필지』를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검토

하기 전에 이 책에 수록된 글들과 이 글들의 필자와 독자에 대한 통

칭(統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유서필지』에서는 세상의 모든 ‘글’

들을 ‘문자(文字)’라 지칭했고,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법전에

서는 공문서를 ‘문자(文字)’라 했다.5) 이에 비해 고문서를 연구하는 

5)『대전통편(大典通編)』,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 『경국대전』의 

해당 내용이 ‘원(原)’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용문자식(用文字式)>은 관청

에서 국왕 및 다른 관청에 문서를 올리거나 보낼 때의 절차와 사안에 따른 문서 명

칭 및 문서를 발급하는 관청의 지위에 따른 문서 명칭 등등을 규정한 것인데, 여기

서 문서(文書)를 ‘문자(文字)’로 부르고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卷三), 「예

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 참조. 한편 이 <용문자식(用文字式)>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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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글들은 ‘문서(文書)’6), 필자는 발

급자(發給者), 독자는 수취자(受取者)로 통칭하고, ‘문서’를 발급자가 

특정한 의지나 목적(예컨대 명령, 청원, 계약 등등)을 달성하기 위하

여 수취자에게 주는 글로 정의하고 있다7). 다시 말해 발급자에 의해 

발급되고 수취자에게 전달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용을 하는 

글을 ‘문서’라고 한 것이다.

한편 이 ‘문서’를 국어교육의 분야에서는 ‘실용문(實用文)’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물론 관청의 명령, 지시, 조회를 위한 글들이나 소송,

매매계약, 재산 증여의 글 등, ‘문서’로 분류되는 상당수 종류의 글들

은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나 건의, 청원, 진정(陳情) 등의 

글들은 설명문, 논증문 등과 함께 주요하게 교육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이1오늘날도 호소문, 건의문, 진정서, 청원서 등 그 명칭에

서 ‘문’과 ‘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문서 쓰기는 단순히 빈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수

준의 서류 작성과는 다른 것이다.8)

물론 쓰기와 읽기의 상호 관계의 측면에서는 ‘문서’의 ‘발급자’는 

서 여러 공문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다.
6) 이 용어는 근대 이전에 다양한 의미로 쓰였고, 이 용어와 같은 뜻으로 문권(文券),

문계(文契), 문기(文記) 등이 쓰였다. 최승희(1989: 17-22) 참조.
7) 이수건은 “문서로 다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文字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發給

한 第一人者(與者)와 이를 받은 對象인 第二人者(受者) 즉 主格과 對象과 이 사이

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 要件이 구비되어야 한다.”(이수건, 1981: 7)고 했고, 최승희는 

그 발급자와 수취자가 특정(特定)되어야 하며, 발급자가 특정한 목적(명령, 지시, 건

의, 청원, 진정, 고지, 조회, 계약, 증여 등등)을 달성하기 위해 수취자에게 주는 글을 

문서로 정의했다.(최승희, 1989: 22)
8) 근대에 매매 계약 등 일부 문서 서식이 정해지면서 서식에 정해진 항목에 따라 빈칸

을 채우는 서류 작성 방식이 등장했다. 주로 『유서필지』에서는 문권(文券)으로 분

류된 문서들이 이렇게 규격화되었는데, 근대 문서의 작성 방식의 분화와 관련해서도 

『유서필지』의 위상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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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수취자’는 ‘독자’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문서’에서는 실제 

‘필자’와 발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문서’의 처리 과정에

서 여러 단계의 ‘독자’가 있을 수 있다. 관청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

서의 경우 발급과 수취 과정에서 여러 필자와 독자가 있게 마련이

고, 사문서인 매매 문서나 분재(分財) 문서의 경우 매매나 증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필집(筆執)’이라 하여 문서 작성자로 기록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서’가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특

정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문서 작성의 최종 책

임을 지는 ‘발급자’와 그 문서의 최종 ‘수취자’를 ‘필자’와 ‘독자’ 대신

에 사용하는 것이 실상에 맞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서필지』에 편찬된 글들은 ‘문서’로, 작자

와 필자는 ‘발급자’와 ‘수취자’로 하되, ‘문서’의 하위 장르를 지칭할 

때는 해당 장르 명칭을 쓰고, 작문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에

는 ‘발급자’와 ‘수취자’ 대신에 ‘필자’와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유서필지』는 목판본(56장본, 간행처 미상)과 번역본 『유서필

지』(전경목 외, 2006)를 대상으로 한다.9)

9) 이하에 인용하는 『유서필지』의 번역은 번역본(전경목 외, 2006)을 따르거나 부분

적으로 수정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번역본은 큰 도움

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유서필지』는 목차와 범례의 면

수(面數) 표기와 본문의 면수 표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인용할 경우 ‘목

차와 범례’의 면수와 ‘본문’의 면수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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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서필지』 편찬의 배경

1. 『유서필지』의 편찬자와 편찬 시기

『유서필지』는 누구에 의해 언제 편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편찬자에 대해서는 양반층의 인물로 추정(강전섭, 1972)하기

도 하고, 이서(吏胥)로 추정(홍순혁, 1946 ; 최범훈, 1974 ; 전경목,

2006)하기도 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서층의 인물이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편찬된 때는 이 책에 수록된 산송(山訟) 문서에 

『대전통편(大典通編)』(1785)이 언급되고 있고, 현재 전해지는 

『유서필지』 중 가장 이른 판본(版本)이 1844년 무교(武橋) 신간

(新刊)본인 것을 근거로 1785년에서 1844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류탁일, 1990 ; 김봉좌, 2005 ; 전경목, 2006).

그런데, 『대전통편』이 언급된 구절에 근거하여 편찬 시기를 더 

좁힐 수 있다. 즉 “(…) 대저 법전을 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묘를 

쓴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대전통편에 실려 있는데, 저 우매한 자가 

법전의 규정이 어떠한 지도 모르고(…)”10)에서 ‘나중에 묘를 쓴 사

람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때가 19세기 초엽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묘지 문제로 송사하는 집안에

서 흔히 이 말을 한다면서, “근일에는 관장(官長)들 역시 이렇게 말

하고 시골의 몽매한 인사들은 이 말을 성현의 경전처럼 외우고 법

전인 양 끌어댄다. 그러나 실은 협잡배들의 못된 말이다.”라고 하고

는 이 말은 『대전통편』은 물론 그 이전의 법전들에도 나오지 않

10) “(…)大抵以其法典而言之 則後入者爲主 載在通編 而渠以愚蠢之流 不知法典之

如何(…)”, 〈士夫以山訟事親呈單子>, 『유서필지』, 본문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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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했다(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1984: 289). 정약용이 『목민

심서』를 집필할 무렵 이 말이 유행했다고 했으니, 이 말을 반영한 

『유서필지』의 편찬 시기의 상한선은 19세기 초엽으로 좁혀진다.

나아가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내용을 근거로 더 좁혀 본다면, 선조

(先祖)의 충신정려(忠臣旌閭)를 청하는 상언(上言)에 역신(逆臣)의 

예로 홍경래(洪景來)가 언급11)되어 있으므로 홍경래란이 진압된 이

후에 이 책이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서필지』는 

1812년에서 1844년 사이에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서필지』는 현재 경판본, 완판본, 출판사 미상의 판본들 및 

필사본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홍순혁, 1946 ; 강전섭, 1972 ; 최범훈,

1974 ; 김봉좌, 2005), 민간에서 거듭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19세기 전반기에 

이러한 수요가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2. 이두문(吏讀文)의 공·사문서(公·私文書) 학습 

『유서필지』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

는 글들이 당시 사회에서 두루 쓰였고, 따라서 이 글들의 작성 능력

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음을 말해준다.

『유서필지』에서 다루고 있는 글들이 당시에 쓰이고 있었음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문서(古文書)들로 확인할 수 있다. 금석문이 

아닌, 종이에 작성한 고문서로서 현전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려(高

麗) 후기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 사이에 관청과 민간에서 만

들어진 것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11) “(…)當其 國家板蕩之時  逆臣(如施愛慶來之類)某 (…)” <子孫爲先祖忠臣旌閭上

言>, 『유서필지』, 본문 p.11. ‘慶來’는 ‘景來’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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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유서필지』에서 다룬 종류의 글들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공·사문서들이 근대 이전에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

현전하는 근대 이전의 문서들을 보면, 우선 공문서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 군현(郡縣)에 이르기까지 관청과 관청 사이에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들이 오고갔으며, 문서 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문서를 주고받는 관청 사이의 행정적 위계에 따라 일정한 격식

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서들을 작성해

야 하는 실무자와 그 문서들을 처리하는 최종 책임자들은 문서의 

양식과 작성 요령을 숙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행정을 담

당하는 관리들은 모두 담당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문서 해독 능력

은 물론 작성 능력까지 갖추어야 했으니 이 점에서 이들은 문서 작

성 학습이 필요했던 집단이었다.

사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 용도인 일기나 비망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글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고, 그 양식은 

특정한 개인끼리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형

성된 것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양식을 익혀야 

했다. 특히 개인이 관청을 상대로 문서 행위를 하거나, 문서로 법적·

행정적 효력을 보장받고자 하거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관습적으로 인정된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수많은 조선 시대의 사

문서들은 관리가 아닌 일반인들, 즉 양반, 평민, 천민들이 직접 작성

한 것들로서, 이 점에서 이들 역시 각종 사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

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

12) 고려 후기에서 대한제국 시기 사이의 공·사문서 전반의 종류와 실제 사례에 대해서

는 최승희(2003) 참조.
13)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평민과 천민들은 문서 해독은 물론 작성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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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문서는 일정한 규식(規式)과 함께 특수한 용어와 표현 

및 이두를 사용하므로 이를 학습해야만 했다. 문서의 종류별로 격식

이 다르고, 쓰이는 용어와 표현도 달랐으며, 여러 문서에 쓰이는 이

두 어휘들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익혀야 했다. 이처럼 

공·사문서의 사용과 그 작성 능력의 획득이 『유서필지』 편찬의 일

차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3. 이두문(吏讀文) 쓰기 교재에 대한 요구

이두 사용의 역사만큼 이두 학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漢字)의 음독(音讀)과 훈독(訓讀)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한문(漢文)의 독해와 작문 능력을 갖추어야 했

고, 동시에 이두 어휘의 독해와 표기 능력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

다. 아울러 이두문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두에 대한 

학습만이 아니라 공·사문서 규식(規式)을 학습하고 문서에 담을 내

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이두문 쓰기 

학습은 이두 및 문서 규식 학습과 내용 표현 학습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두문 쓰기와 관련된 것으로는 법전(法典)의 문서 규식을 

들 수 있다. 이는 공문서(公文書) 규식을 정한 것으로 『경국대전

(經國大典)』의 「예전(禮典)」을 비롯하여 『전률통보(典律通補

갖추지 못하여 대서인(代書人)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세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한 대서소(代書所)가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소지(所志)는 소송을 제기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근대 이전에는 이러한 소지의 작성과 소송

의 진행을 도와주거나 대리하는 직업인으로 외지부(外知部)가 있었다. 외지부에 대

해서는 박병호(2012: 164-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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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관지(秋官志)』 등등에 규정된 문서 규식들이 그것이다. 국

가 차원에서 각종 공문서의 규식과 문서 이행(移行)의 절차를 정한 

것인데, 이것은 이두문 쓰기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나 이두문을 사

용해서 작성해야 하는 공문서의 규식과 소통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재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이두문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관리는 이 규식들을 숙지하고 규식에 맞추어 능숙하

게 문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전(法典)류 외에 민간에서 편찬되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두

문 쓰기를 위한 교재는 이두 어휘집 형태로 된 것과 공·사문서 사례 

중심으로 된 것이 있다.

이두 어휘집 형태의 교재로서 현재 발견된 가장 이른 것은 『이

문(吏文)』이다. 이 책의 간본 중에는 1658년에 간행된 것이 있어서 

이두문 교육을 위한 출판 차원의 대응이 늦어도 17세기 초·중엽에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공·사문서에 자주 쓰이는 한문 

어구(語句)와 이두 어휘를 수록하고, 부록으로 산술, 토지면적 계산

법 등등을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이두문 교육이 주로 이서층(吏胥

層)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준다(안병희, 1986). 이 책은 차례와 장

(章)·절(節) 등의 형식 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어구와 어휘를 나열하

고 있어서 교재로든 편람용으로든 그다지 잘 편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이 책은 어구나 어휘 중심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공·사문서 

독해를 위한 교재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서들은 문

서를 읽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쓰기 교재의 성격도 함께 지녔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쓰기 교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첫째, 이두문 쓰기 학습자의 주류가 이서층(吏胥層)임을 분

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책 제목인 ‘이문(吏文)’은 책의 내용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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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쓰이는 문장을 뜻하는 ‘이문(吏文)’이 아니

라 국내의 이두문으로 작성된 공·사문서의 문장을 뜻하고(안병희,

1983), 이러한 문장의 사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집단이 이서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책은 공·사문서의 규식에 따라 전형

적으로 사용되는 어구14)와 이두 어휘 중심의 이두문 쓰기 교육을 지

향하고 있다. 글을 쓰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교육 내용

은 불완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재에는 학습자가 자율 학

습이 가능하도록 편찬된 것도 있지만 교사와 다른 참고 교재가 교재

의 불비(不備)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있다. 이서(吏胥)로

서의 초보자가 지방 관청에서 선배 이서를 교사로 삼고, 또 관청에서 

다루는 실제 문서들을 참고 교재로 학습한다고 할 때 『이문』은 그 

나름대로 교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책

의 편찬자는 문서별로 특유하게 쓰이는 어구와 문서 내용에 따라 자

주 쓰이는 성어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두 어휘 중심으로 교재를 편

찬함으로써 이두문으로 된 공문서 작성 능력이 문서 격식의 표현 능

력, 행정 처리 사안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구사 능력 및 일반적인 이

두 어휘 사용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문

서가 종류별로 이미 격식화되어 있으므로 그 격식을 익히는 것이 실

용적이라는 인식, 문서가 다루는 구체적 내용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교재가 다 다룰 수 없되 주요한 사안들이나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

는 사안들에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인식,

14) 예컨대 어구로는 소지(所志)의 기두(起頭)에 해당하는 ‘右謹陳所志矣段 우근딘소

지의단’, ‘右所陳爲白內等 우소딘갈든’ 등과 공문서의 결사(結辭)에 해당하는 

‘合行牒呈 합텹뎡 伏請복쳥 照驗施行죠험시‘’須至牒呈者 슈지텹뎡쟈’ 등을 들 수 

있다. 안병희(1986: 부록2) 참조.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연결하면 문서의 결사 부분

이 거의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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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두 어휘들은 모든 문서에 두루 쓰이므로 기본적인 구사 능

력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 『이문대사(吏文大師)』이다. 이 책

은 서리들에게 문서에 쓰이는 한자어구와 이두를 가르치기 위한 것

(안병희, 1983: 51)으로 1679년 간행본이 있다(안병희, 2009: 437). 전

반적인 체제는 『이문』의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구와 어휘는 증

보(增補)되거나 보다 상세히 제시되었다.15) 따라서 『이문대사』의 

편찬자는 『이문』의 편찬자와 동궤의 편찬 의식을 가졌으면서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문대사』 이후 이두 어휘집 형태의 작문 교재는 더 이상 편

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안

병희, 2001)되는 『이두편람(吏讀便覽)』에는 문서의 서두나 결사에 

해당하는 구절은 포함되지 않고 이두 어휘 일반16)만 포함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이후의 여러 서적에 포함된 이두 어휘집에도 볼 수 있

다. 이처럼 『이문』과 『이문대사』 이후 이두 어휘집이 어절이나 

구절은 포함하지 않는 단어, 조사, 종결어미 중심의 어휘집으로 분

화된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공·사문서 사례 중심의 이두문 쓰기 교

재가 편찬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4. 『이문잡례(吏文襍例)』와 『유서필지』

문서 작성을 배우는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어구나 어휘 중심이 아

닌 실제 문서를 범례(範例)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범례 중심의 

15) 예컨대 증보된 어구로는 문서의 결사에 해당하는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 

某人準此’를 들 수 있다. 안병희(1983: 83) 참조.
16) 이 책은 외교문서 이문의 어휘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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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급자 수취자 내용 비고
報狀式 하급관청 상급관청 사례문(事例文) 제시 이두에 한글 독음 부기

書目式 하급관청 상급관청
하급 관청의 서목작성 요령과 상
급 관청의 서목 접수 처리 방식 
설명

所志式 노비 관청 사례문 제시
소지 및 의송(議送) 작
성 요령 설명

上言式 작성 요령 설명
이문잡례 
편찬자의 

서술

이두 사용법 설명과 드물게 쓰이
는 이두 어휘 제시

重囚同推式
동추관
(同推官)

관찰사 사례문 제시와 작성 요령 설명
<承服賊人正刑時結案>
포함

決訟立案式 관청
소송

당사자
민사 소송의 결송 입안 형식 제시

買得斜
出式

관청 매입자 매득(買得) 입안(立案) 형식 설명 

교재에 대한 요구가 일찍부터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필사본

으로 된 문서 범례집들17)이 이러한 수요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수

요가 증대되면 출판으로 그것에 부응했을 것이다.

사례 중심의 이두문 쓰기 교재로 『유서필지』에 앞서 출판된 것

으로 『이문잡례(吏文襍例)』가 있다(홍순혁, 1949). 편찬자와 편찬 

시기를 알 수 없는 이 책은 사문서(私文書)들보다 지방 군현(郡縣)

에서 발급한 문서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문서들

을 수록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전경목(2006)에 이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또 『이문대사(吏文大師)』(필사본)에 

사인(私人)과 관아 사이나 군현이나 면, 동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이 추가로 수록

되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안병희, 2009: 446). 그리고 필자가 수집한 『行文

類抄』(필사본, 15장)(내제목은 行文式)는 1894년 이후의 것인데 『유서필지』에는 

없는, 동(洞)의 존위(尊位)끼리 주고받는 <私通>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필

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문서 사례집이 편집되어 이용되었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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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主陳荒
地立案

관청 신청자
소지에 대한 제사(題辭) 제시 및 
구비 서류 설명

付火立案 관청 신청자 구비 서류 설명
無主田畓
願受立案

관청 신청자 제사(題辭)의 사례 제시

移關·下
帖式

이관식과 하첩식의  결말 형식 제시

李相國居
官訓範

지방수령이 지켜야 할 사항들 문서가 아님

이러한 글들로 구성된 『이문잡례』를 작문 교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두 글쓰기를 학습하게 할 의도로 편찬하였음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편찬자는 <보장식(報狀式)>, <소지식(所志式)>, <상언

식(上言式)>을 먼저 제시한 다음, 이 세 가지의 제재에 당시 쓰이던 

이두 어휘가 거의 들어 있다고 하고는 긴요하지 않고 드물게 쓰이

는 이두를 따로 제시한다18)면서 뒤이어 11개의 이두 어휘를 수록하

였다. 아울러 이 책이 이두 어휘 교육을 중시한 것은 수록된 5종류

의 문서에 쓰인 이두 어휘에 한글로 독음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19)

과, 당시 공문서에 주로 쓰이는 이두 어휘를 실제 문서에서의 사용

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두로 경어법을 

구사할 때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20)

둘째, 문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보장식>에서 문서의 

제목 밑에 “急報는 馳報라 하고, 請得은 請報라 한다.”21)라고 하여 

18) “行用吏吐 幾盡入於上項三件文字 其餘不緊罕用者 列錄於左,” 『이문잡례』(全)

(동양문고본, 국립중앙도서관 영인본), p.8.
19)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節지위 到付 備局事目導良드듸여 使關內 節該(拈

出要旨之意) 云云 是置有亦이두이시니여”, 위의 책, p.1.
20) “大抵吏吐 臣告君 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敎是 等語 是字爲字 隨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行項吏吐 成一語脈 亦無妨”, 위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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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수록된 모든 문서마다 문서 작성 요령이 기술되어 있다. 예

컨대 <소지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所志式 兩班則右謹言 官員則右告矣段

右謹陳所志矣段 或曰 右所志爲白內等알든 矣身亦의몸이여

等狀則曰矣徒等의내등 奴則曰奴矣身亦上典宅舍音름以으로 

(…중략…) 明政之下各別行下爲白只爲기삼 別行 行下向敎是事 別

行 某官處分 別行 年月日 所志22) (밑줄은 인용자)

즉 편찬자가 평민이 지방수령에게 올리는 소지의 격식을 보여주

면서 보충 설명과 형식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밑줄 친 부분

이 이에 해당하는데, 먼저 소지 작성의 주체가 양반이면 ‘右謹言’으

로, 관원이면 ‘右告矣段’으로 시작한다고 했다. 다음 평민의 소지 기

두(起頭)는 ‘右謹陳所志矣段’으로 하거나 ‘右所志爲白內等(알

든)’으로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 다음 소지의 사연의 주체가 평민으

로서 개인이면 자신을 ‘矣身亦(의몸이여)’로 하고, 여러 명이 함께 

올리는 등장(等狀)이면 자신들을 ‘矣徒等(의내등)’으로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소지 문서의 끝 부분의 ‘行下向敎是事’와 ‘某官處

分’ 및  ‘年月日’ 등의 기재는 각각 행(行)을 달리 하여 쓰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편찬자의 설명은 『이문잡례』의 다른 문서들

에서도 볼 수 있다.

넷째, 문서의 처리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예컨대 <서목식>의 작

성 요령에 이어서 “다만 서명만 하고 원장(元狀)은 제김을 하고 서압

21) “急報曰馳報 請得曰請報”, 위의 책, p.1.
22) 위의 책,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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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지 않고 보관하며, 서목은 제김을 하여 해당 읍으로 돌려보낸

다.”23)라고 하여, <보장>과 <서목>의 처리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이 교육 목적으로 편찬되었음은 각종 문서 제재들 뒤에 수

록한 <이상국거관훈범(李相國居官訓範)>에서도 알 수 있다. 지방 

수령이 임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제

사(題辭)를 비롯한 문서 처리 요령도 포함되어 있다.24)

『이문잡례』는 비록 서문, 발문, 목차, 범례 등이 결여된 책이나 

이상에서 보듯이 이두 글쓰기 교재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문잡례』는 『유서필지』보다 먼저 편찬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前間恭作이 이 책을 『유서필지』의 남본(藍

本)으로 본(前間恭作, 1929: 47) 이래 이 견해는 대체로 수용되어 왔

다(小倉進平, 1964: 335 ; 홍순혁, 1949). 이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도 

있으나(김봉좌, 2005)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두 책의 상호 관

계를 보면 『이문잡례』가 『유서필지』보다 먼저 편찬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두 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는 것은 『유서필지』의 이두 어

휘집인 <이두휘편>의 끝 부분에 이두의 경어법 표기 방법 등을 기

술한 부분과 그 뒤에 수록된 문서들이다. <이두휘편> 뒤에 수록된 

문서들은 『유서필지』의 목록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 문

서들은 『이문잡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두의 경어법 표

기 방법 등을 기술한 부분 역시 『이문잡례』에 있는데, 구체적인 

23) “只着單署 元狀則題音뎨김 不署押留置 書目則題送本邑”, 위의 책, p.5.
24) “所志 成貼者則官押踏印 退者則只書退字以給 論退者則略擧不準辭緣而書退” ;

“爭訟及訴人呈狀者題音 推閱次捉來 或 治罪徵給捉來 各據狀辭變幻文字”, 위의 

책,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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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공통부분은 어느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전재된 것임이 분명한데 다음의 근거로 『이문잡례』의 

것이 『유서필지』로 전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긴요하지 않아 드물게 사용되는 이두 어휘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관련 양상을 쉽게 보이기 위해 편의상 원문 

그대로 제시한다.

(가 : 『이문잡례』) 大抵吏吐 臣告君 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敎是等

語 是字爲字 隨語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項吏吐 成一語脈 亦無妨

行用吏吐 幾盡入於上項三件文字 其餘不緊罕用者 列錄於左25)

(나 : 『유서필지』) 大抵吏吐 臣告君 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敎是等

語 是字爲字 隨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項吏吐 成一語脈 亦無妨

行用吏吐 列於上 其餘不緊罕用者 錄于左26)

(가)와 (나)의 밑줄 친 부분이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먼저 ‘隨

語勢’와 ‘隨勢’의 경우 전자가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다음 ‘幾盡入

於上項三件文字(거의 다 위 항목의 세 건의 문서에 들어있다)’와 ‘列

於上(위에 열거했다)’는 표면상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세 건의 

문서’는 『이문잡례』에 수록된 <보장식(報狀式)>, <소지식(所志

式)>, <상언식(上言式)>을 말한다. 이 세 문서는 모두 당시 쓰이던 

이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보장식>과 <소지식>에는 이두의 

독음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幾盡入於上項三件文字(거의 

다 위 항목의 세 건의 문서에 들어있다)’라고 한 것이다. 반면 『유

25) 위의 책, p.8.
26)『유서필지』, 본문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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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지』는 당시 쓰이던 이두 어휘를 ‘一字類’에서 ‘七字類’에 걸쳐 

수록하였으므로 ‘列於上(위에 열거했다)’이라 했다. 끝으로 ‘列錄於

左’와 ‘錄于左’는 의미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아래에 기록한’ ‘긴요

하지 않아 드물게 사용되는 이두어휘’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두 책 모두 이에 해당하는 11개의 동일한 어휘를 수록했는데, 『이

문잡례』는 세 건의 문서에 쓰이지 않은 이두 어휘들을 제시한 반

면, 『유서필지』는 11개 중 9개의 어휘가 이미 <이두휘편>에 수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서필지』의 편찬자가 『이문잡례』

의 경어법 설명과 드물게 사용되는 이두어휘 부분을 수용하면서 내

용 중복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하다.27)

둘째, 두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글들의 종류를 보면 『유서필지』가 

월등히 풍부하고,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사문서들

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공문서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한 

『이문잡례』와 대비된다. 즉 이두문 작문 교재에 대한 일반인의 수

요의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이문잡례』가 『유서필지』에 선행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유서필지』는 『이문』, 『이문대사』, 『이문잡례』

로 이어지는 이두문 교재 편찬의 흐름 속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27) 강전섭(1972)에 따르면 『유서필지』 편찬자는 이두 어휘 수록에 치밀성을 결여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서필지』는 이두의 독음 표기에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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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서필지』에 편찬된 문서들의 성격 

1. 『유서필지』 편찬자의 장르의식

『유서필지』의 <범례>에는 편찬자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있

는데, 여기서 편찬자는 글에 대하여 독자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무릇 문자(文字)28)의 체(體)는 각기 다르다. 문장(文章)을 배우는 사

람은 문장의 체(體)를 숭상하고, 공령(功令)을 배우는 사람은 공령의 

체를 익히며, 이서(吏胥)의 일을 배우는 사람은 이서의 체를 익힌다.

이른바 문장지학(文章之學)이란 서(序)·기(記)·발(跋)·잡저(雜著) 등의 

체이며, 이른바 공령지학(功令之學)이란 시(詩)·부(賦)·표(表)·책(策)·

의(疑)·의(義) 등의 체이다. 이른바 이서지학(吏胥之學)이란 문부(文

簿)만이 아니라 상언(上言)·소지(所志)·의송(議送) 등의 체(體)로서 모

두 이서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서만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릇 관리가 된 사람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런 문자(文字)들은 

유자(儒者)와 서리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므로 ‘유서필지(儒胥必

知)’라 한다.29)

편찬자는 글을 크게 문장체(文章體), 공령체(功令體), 이서체(吏胥

體)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글들을 들고 있다. 문장체

28)『경국대전』「예전(禮典)」의 <用文字式>의 ‘文字’는 ‘문서(文書)’를 뜻하나 여기

서의 ‘문자’는 ‘글’ 일반을 뜻한다.
29) “凡文字之體 各自不同 爲文章之學者 尙文章之體 爲功令之學者 習功令之體 爲

吏胥之學者 講吏胥之體 所謂文章之學者 序記跋雜著等體也 所謂功令之學者 詩

賦表策疑義等體也 所謂吏胥之學者 非獨文簿而已 上言所志議送等體 皆是吏胥

之不可不知者 又非獨吏胥之所可知也 凡爲吏治者 亦不可不知者 然此等文字 於

儒胥最近 故名之曰儒胥必知”, 『유서필지』, 목차·범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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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글들은 전통적으로 한문문학의 문(文)으로 분류되는 것들

이고, 공령체에 속하는 글들은 과거(科擧)의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

던 것들이다. 반면 이서체로 분류된 글들은 관공서의 문서와 장부 

및 관청과 국왕을 상대로 한 청원과 소송의 문서들로서, 이것들은 

대개 한문의 문집(文集)에는 수록되지 않는 것들이다.

편찬자가 문장체와 공령체와 함께 이서체를 대등하게 제시하고,

통상 문장체와 공령체를 익히는 유자(儒者)들도 이서체를 알아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서체’에 해당하는 글들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의 문화적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고 과감

한 주장(전경목, 2006: 137)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족(士族) 집

단에게 공령체는 입신(立身)을 위한 과거 시험에 필수적이었고, 문장

체는 문한(文翰)을 중시하는 양반 문화에 필수적이었지만, 편찬자가 

이서체로 분류한 글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언, 소지,

의송 등 양반층도 사용하는 장르들을 양반보다 신분이 낮은 ‘이서’의 

체로 분류하고는 이서만이 아니라 유자(儒者), 즉 사족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수사(修辭)의 차원에서는 사족이 계층적으로 낮

은 이서의 글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편찬자는 ‘이서체’라는 명칭을 ‘이서(吏胥)’가 주로 담당하는 글이

라는 뜻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편찬자는 이서체 학습서를 편찬한다 

했으나 정작 『유서필지』에 편찬된 문서 중 이서가 발급자인 문서

들은 <수유(受由)소지>, <원역연로자대(員役年老子代)소지>, <부

의(賻儀)단자>, 그리고 고목(告目)류에 속하는 4편뿐이고 『유서필

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문서들은 사족(士族)과 평민이 발

급한 것들이다. 이 점에서 ‘이서체’는 이서가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

라, 이서가 행정 실무상 다루어야 하는 문서라는 뜻에서 명명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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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문에서 편찬자는 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류 의식을 드러내

고 있다. 즉 글을 담당하는 사회 계층과 글의 소통 맥락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계층별 분류 의식은, 문장체와 공령체는 사족층이 주로 담당

하는 범주의 글로, 이서체는 이서층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글의 분류 명칭을 보면, 편찬자는 세 범주의 

글의 명칭에서 유독 이서체만 직역(職役)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즉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서의 일을 배우는 사람’이 익히는 글

이 이서체의 글이란 것이다. 이는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 공령체를 

익히는 것과 범주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서체의 범주를 설정하

고는 이서체를 사족층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하급 관리의 

실무 행정과 관련된 글쓰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문장체와 공령체

와 대등하게 이서체를 재평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글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대립 의식의 일단도 엿볼 수 있다.

소통 맥락 중심의 분류 의식은 이서층만이 주로 쓰는 것이 아닌 

상언, 소지, 의송 등을 이서체로 분류한 데서 파악할 수 있다. 상언,

소지, 의송은 계층을 막론하고 사용하는 장르들인데, 이들을 이서체

로 분류한 것은 이 글들이 행정적으로 이서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문서 행정의 절차상 이 글들은 관청을 거쳐

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관청의 이서와 관장(官長)이 각각 검토

하고, 결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서체의 글들이란 이서들이 

작성하는 글들만이 아니라 이서들이 업무상 다루는 글들도 포함하

는 것이다. 관리가 된 사람들도 이서체를 알아야 한다고 한 것 역시 

관장이 이런 부류의 글들을 검토하고 평결을 해야 하는 업무를 염

두에 둔 것이다.30) 이 점에서 이서체의 분류 기준은 문장체와 공령

체의 그것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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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문 발급자 수급자 비고

上言

효자정려 士林 국왕
충신정려 士林 국왕
열녀정문 士林 국왕
효자증직 士林 국왕
충신증직 士林 국왕
학행증직 士林 국왕
선조효행정려 사족(士族)개인 국왕

선조충신정려 사족 개인 국왕

2. 제재로 다룬 글들의 종류와 성격

1) 종류

『유서필지』에서 직접 예문을 제시한 글들을 표로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그런데, 이 책에는 하나의 예문에 응답의 형태로 된 예문

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소지(所志)에 대한 수

령의 제김(題音)이나 제사(題辭), 소송 과정에서의 척(隻)과 원고(元

告)의 원정(原情), 제김이 내려진 후의 피고의 다짐(侤音), 이서(吏

胥)의 고목(告目)에 대한 답배(答牌)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발

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된 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글들은 특정한 소지나 제김 및 고목과 분리되면 그 맥락이 사라지

고 의미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편의상 제사, 다짐, 원정,

답배 등은 도표의 비고란에 표기하기로 한다.

30) 예컨대 다산은 『목민심서』에 지방수령이 다루어야 할 소송 문서 등에 대한 설명

을 하고 있다. 또 『이문(吏文)』의 판본 중 하나인 대구본에 “비록 ‘이문’이긴 하나 

또한 요즘 긴요하게 쓰이는 문서에서 뽑은 것이니 선비도 한번 볼만하다.(雖曰吏文 

亦要招行文 可〔1자 결〕士者足以一覽處耳)”라는 필기(筆記)가 있는데, 이 또한 

이서체의 글들이 이서와 사족(士族) 모두 알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안병희

(2009: 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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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문 발급자 수급자 비고
선세열녀정문 사족 개인 국왕
효행증직 사족 개인 국왕
충절증직 사족 개인 국왕
학행증직 사족 국왕

擊錚原情

先世雪冤 사족 개인 국왕
伸雪後復官爵事 사족 개인 국왕
立后事 사족 개인 국왕
先塋山訟 사족 개인 국왕

所志類

山訟 單子 사족 개인 지방수령 題辭 3건 포함
議送 사족 개인 관찰사 題辭 1건 포함
奴名 山訟 사족의 노비 지방수령 제김 1건, 다짐 1건 포함

平民의 山訟 서울 거주 평민
한성부
당상관

제김 1건,척 원정 1건,원
고 원정 1건, 원정 제사 1
건 포함

債訟 서울 거주 평민
한성부
당상관

제사 1건,척 원정 1건,寬
限 제사 1건 포함

頉役 사족 개인 지방수령 제사 1건 포함

묘지기의 탈역 
서울 거주 
사족의 노비

지방수령 제사 1건 포함

頉免還戶 지방 거주 평민 지방수령 제사 1건 포함
吏胥 受由 吏房 지방수령 제사 1건 포함
折脚 지방 거주 평민 지방수령 제사 1건 포함
全牛膏 사족의 노비 지방수령 제김 1건 포함
은퇴 청원 吏胥 지방수령 제김 1건 포함
家券 立旨 지방 거주 평민 지방수령 제김 1건 포함
田畓文券 立旨 지방 거주 평민 지방수령 제김 1건 포함
權賣 田畓 還退 지방 거주 평민 지방수령 제김 1건 포함

毆打 서울 거주 평민
한성부
部令

제김 1건 포함

單子

宗家 祭需 지방수령
수령의 
宗家

賻儀 지방수령 喪家

賻儀 吏胥
양반 
喪家

양반은 전·현직 수령으로 
추정됨

告目

公故 書吏 당상관
公故 書吏 당상관

公故 書吏 당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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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문 발급자 수급자 비고
公故 書吏 당하관
公故 書吏 당하관
問安 吏胥 당상관 答牌 1건 포함
歲時問安 吏胥 당상관 答牌 1건
干請 告目과 錄紙 지방의 吏胥 당상관 答牌 1건

文券

家舍 牌旨 사족 개인 노비
가사 매매를 자신의 노비
에게 위임하는 문서

家舍 문권 소유자(평민) 매입자 문서의 실제 필자는 執筆임
沓券 소유자 매입자 문서의 실제 필자는 執筆임

奴婢 평민 매입자
자신과 자기 처를 노비로 
판다는 自賣문권임

債用 채무자 채권자
山地 山主 매입자

通文 증직과 서원 배향 사림 사림
吏頭彙編 이두 어휘집
報狀式 하급관청 상급관청 『이문잡례』에서  온 것
書目式 하급관청 상급관청 『이문잡례』에서 온 것
重囚同推式 죄인합동신문보고 관청 관청 『이문잡례』에서 온 것
결송입안식 『이문잡례』에서 온 것
買得斜出式 매매 인정 신청 관청 신청인 『이문잡례』에서 온 것

立案 無主陳荒地立案 관청 신청인
『이문잡례』에서 온 것.
제사와 구비 서류 설명만 
제시

付火立案 관청 신청인
『이문잡례』에서 온 것.
절차와 구비서류만 제시

無主田畓立案 관청 신청인
『이문잡례』에서 온 것.
제사와 처리 절차만 제시

山林川澤立案 관청 신청인
『이문잡례』에서 온 것.
기각하는 제사만 제시

移關式 이관문 관청 관청
『이문잡례』에서 온 것.
結辭 부분만 제시

下帖式 하첩문 관청 관청
『이문잡례』에서 온 것.
結辭 부분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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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로 볼 때, 『유서필지』에서 다루고 있는 문서의 종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전체 고문서의 종류와 비겨 보면 알 수 있

다. 고문서의 분류 체계로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는데, 그 중 최

승희(1989)는 문서 발급자와 발급기관을 중심으로 국왕(國王)문서,

왕실(王室)문서, 관부(官府)문서, 사인(私人)문서, 사사(寺社)문서,

서원·향교문서, 도관(道觀)문서, 결사(結社)문서, 봉신불(奉神佛)문

서 등의 9개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이 9개 범주 중 『유서필지』에

서 다룬 문서들은 모두 관부문서와 사인문서 및 결사문서의 3개 범

주에 속한다. 최승희(1989: 8-10)에서는 관부문서로 모두 80종의 문

서를, 사인문서로는 ‘대국왕(對國王)문서’ 4종, ‘대관부(對官府)문서’

12종, ‘대사인(對私人)문서’ 28종을, 결사문서에는 ‘대사인(對私人)문

서’ 5종을 들고 있는데, 『유서필지』에서 다룬 관부문서는 8종, 사

인문서는 4종, 결사문서는 1종이다. 이렇게 보면 『유서필지』에서 

다룬 문서의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서필지』가 다루는 문서의 종류가 

적은 것은 아니다. 국왕문서, 왕실문서, 사사(寺社)문서, 서원·향교문

서, 도관(道觀)문서, 봉신불(奉神佛)문서 등은 일반인과는 관계가 없

거나 특정한 계층과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관부문서와 사인

문서는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유서필지』의 수록 문서의 종류가 갖는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이문잡례』의 그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문잡례』에서는 작성 요령만 제시한 <상언>을 실제 예문 중심

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예문이 1건만 제시된 <소지>도 다양한 사안

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대폭 수록했다. 그리고 <격쟁원정>, <의송>,

<문권>, <단자>, <고목>, <통문> 등 『이문잡례』에서는 다루지 

않은 종류의 글들도 대폭 수용했다. 이 중 <고목>은 주로 관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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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업무를 위한 글들이고, <단자>는 수령과 이서의 예속(禮俗)

관련 문서 행위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이문잡례』에서 주요하게 

다룬 관부문서들은 마치 부록처럼 편집했다. 『유서필지』에서 상

대적으로 많이 다룬 것들은 <상언>, <격쟁원정>, <소지>, 그리고 

<문권>인데, 이 글들이 교재로서의 『유서필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문잡례』가 관부문서 중심이라면 『유서필지』는 사인문

서 중심인 것이다. 즉 『유서필지』는 사인문서 학습의 수요에 부응

하여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서필지』의 사인문서는 장르 차원에서 보면, ‘대국왕(對國王)

문서’가 2종, ‘대관부(對官府)문서’가 1종, 그리고 ‘대사인(對私人)문

서’가 1종이다. ‘대국왕(對國王)문서’ 2종은 <상언>과 <격쟁원정>으

로 실제 사례는 <상언>이 12편, <격쟁원정>이 4편으로 모두 16편의 

예문이 수록되었다. ‘대관부(對官府)문서’ 1종은 <소지>인데 실제 사

례문은 16편이다. ‘대사인(對私人)문서’는 <문권>으로 5개의 예문이 

수록되었다. 여기에 <통문>과 <고목>의 일부를 합하면 40편이 된

다. 이는 『유서필지』 수록 예문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2) 성격

『유서필지』에 수록한 문서들은 크게 관부문서, 즉 공문서와 사

인문서, 즉 사문서로 나눌 수 있고, 편찬자가 중시한 것은 앞에서 보

았듯이 사문서이다. 그리고 이 사문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 실제

로 많이 쓰인 것이며, 또한 그 예문들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첫째, <상언>, <격쟁원정>, 그리고 <소지>의 일부 문서들은 모

두 청원과 호소를 위한 것들인데,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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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과 <격쟁원정>은 국왕에게 직접 청원·호소하는 것으로, 이 

이전에 단계별로 여러 관청에 청원·호소해도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원통한 일이 있을 경우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감영에 호소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사헌부(司憲府)에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왕에게 호소하

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효자, 절부(節婦) 등등의 인물에 대한 표창

도 먼저 군현(郡縣)과 도(道)에 보고하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

게 되어 있으며, 군현과 도에서 여러 번 상신(上申)하여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에만 <상언>이 가능했다.31) 따라서 『유서필지』는 

두 단계의 과정은 생략하고 최종 단계의 호소와 청원을 다루고 있

는 셈이다.

국왕에게 직접 청원 및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은 한정되어 있었다.

원래 형륙(刑戮)이 자신에게 당하게 된 경우, 부자(父子) 분간(分揀),

적첩(嫡妾) 분간, 양천(良賤) 분간 등의 네 가지 사안만 허용했다

가32) 뒤에 자손(子孫)이 부조(父祖)를, 처(妻)가 부(夫)를, 제(弟)가 

형(兄)을, 노(奴)가 주(主)를 위하는 네 가지 사안과 함께 기타 지원

극통(至冤極痛)한 사정이 있는 것33)을 추가 허용하게 되었고, 후자

의 네 가지가 전자의 네 가지보다 더 중시되게 되었다. 정조(正祖)

시대에 와서는 절실한 민은(民隱)도 받아들이도록 하여 부세(賦稅)

수탈, 토지 침탈, 상공업(商工業) 이익의 침탈, 토호무단(土豪武斷)

등등의 민은에 관한 상언과 격쟁원정이 많이 제기되었다. 정조 시대

31)『대전통편』, 「형전(刑典)」, <소원(訴願)> ; 『전률통보』(하권), 「형전(刑典)」,

<소고(訴告)> ; 『대전통편』, 「예전(禮典)」, <권장(勸獎)> ; 『전률통보』(상

권), 「예전(禮典)」, <권장(勸獎)> 참조.
32)『수교집록』의 <고소(告訴)>에 따르면 명종(明宗) 12년에 왕명으로 정해진 것이

다. 법제처 옮김(1964: 154) 참조.
33)『대전통편』(卷五), 「형전(刑典)」, <소원(訴願)> 참조.



282   국어교육연구 제37집

의 상언과 격쟁 원정의 사안을 주제별로 보면 간은(干恩)34), 민은

(民隱), 신원(伸冤), 산송(山訟), 입후(立後)의 순으로 많았는데, 간은

이 제일 많았다.35)

『유서필지』에 <상언>으로 편집된 12편의 예문들의 발급자는 

모두 사족(士族)에 속하고, 국왕에게 요청하는 바는 모두 효, 충, 열,

학행(學行)을 실천한 선조(先祖)와 선인(先人)에 대한 표창과 증직

(贈職)으로 앞에서 본 간은(干恩)에 해당한다. <격쟁원정>에 수록

된 4편의 사례 역시 발급자는 사족으로, 각각 선조의 설원(雪冤), 복
관작(復官爵), 입후(立后), 그리고 산송(山訟)에 대한 것들이다. 이렇

게 보면 『유서필지』는 당시 <상언>과 <격쟁원정>의 주제를 대

부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간은의 사례를 많이 수록한 것 

역시 당시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

언>의 사례를 <격쟁원정>의 사례보다 훨씬 많이 수록한 것은 <상

언>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나 <격쟁원정>은 구두로도 가능

했기 때문이다. 사족 계층에서 선조의 현양을 위한 간은(干恩)과 설

원(雪冤)의 <상언>과 <격쟁원정>이 많았던 것은 이것이 실현되면 

당사자가 명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子孫)이 신분상으로나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36)

흥미로운 것은 민은(民隱)을 호소하는 <상언>과 <격쟁원정>이 

34) 국왕에게 은전(恩典)을 베풀어주기를 청원하는 것인데, 주로 후손이 선조의 충·효·

열에 대하여, 후학이 선학(先學)의 학행(學行)에 대하여, 지역 공동체가 동향인의 

충·효·열에 대하여 표창과 포상을 해줄 것을 청원했다.
35) 이상의 내용은 한상권(1996: 117-119) 참조.
36) 18세기 이후 선조(先祖)를 현양(顯揚)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은 군현(郡縣) 단

위에서의 지배력 약화에 직면한 재지(在地) 사족층이 이름난 선조를 중심으로 결

속하여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상권(1996: 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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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점이다. 실제로 민은에 대한 것이 간은(干隱) 다음으로 많았

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까닭은 『유서필지』 편찬자가 이서층(吏

胥層)인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은에 관한 <상언> 및 

<격쟁원정>의 주체(문서를 기준으로 하면 발급자)는 양반보다 평

민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부세 수탈, 토지 침탈 등으로 분석되고(한

상권, 1996: 169-228) 있는데, 이러한 수탈이나 침탈 등 평민이 호소

하는 민은의 사안들에 이서층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유서

필지』 편찬자가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소지>의 일부 글들과 <문권>의 글들은 모두 권리의 주장

과 확인을 위한 것들인데, 이것들 또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소지>에서 수록한 예문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들 중,

‘산송(山訟)’, ‘탈역(頉役)’, ‘탈면환호(頉免還戶)’, ‘절각(折脚)’, ‘전우

고(全牛膏)’, ‘환퇴(還退)’ 등과, <문권>에서 다루고 있는 노비 매매

와 산지(山地) 매매가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지>에서 ‘산송(山訟)’의 사례로 사족의 산송과 평민의 산

송, 그리고 2심 재판에 해당하는 ‘의송(議送)’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다룬 것은 실제로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산송이었던 

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산송이 급증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37)

선조(先祖)를 받드는 관념과 부계(父系) 친족(親族) 질서의 형성, 풍

수(風水) 사상, 문중(門中) 의식의 심화와 선산(先山) 조성을 통한 

사족의 단결과 세력화, 중인과 평민들의 장례 의식 확대 등등의 사

유로 인하여 산송이 급증하였고, 이를 위한 법적 조치도 확대38)되었

37) 이에 대해서는 김경숙(2002a), 김경숙(2002b), 김경숙(2008) 참조.
38)『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산송(山訟)」 조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옮김(1964: 288-290) 참조. 또 『대전통편』(卷五), 「형전(刑典)」, <청리

(聽理)>에서도 산송(山訟)에 대한 조문(條文)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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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조선 후기의 실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문권>에 산지(山

地) 매매가 포함된 것은 묘역(墓域)이 점차 사유화(私有化)되어 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탈역(頉役)’을 다룬 <외읍인유반맥자탈역단자(外邑人有班脈者頉
役單子)>는 군역(軍役)에 충원된 잔반(殘班)이 이를 면제받기 위해 

올린 단자이다. 타향(他鄕)에 이주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몰락한 양

반이 양반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향리(鄕吏)에 의해 군안(軍案)에 오

르게 되자 가승(家乘)과 계보(系譜)를 제출하여 양반임을 주장하고 

군역(軍役)을 벗고자 한 것이다. 향리의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39)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이

다.40)

‘탈면환호(頉免還戶)’를 다룬 <환자초호도면소지(還上抄戶圖免所

志)>(본문의 제목은 <頉免還戶所志>로 되어 있다.)는 환곡(還穀)을 

강제로 배당받은 평민이 이를 면하기 위해 올린 소지이다. 조선 후

기에 환곡이 구휼의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부세(賦稅)처럼 되어 힘  

없는 백성들에게 강제 배당이 이루어졌었다. 이 소지의 본문에서 

“이번에 환곡을 호(戶)별로 분배할 때에 저의 이름이 소호(小戶)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어찌 감히 백

성된 도리를 면하고자 꾀하겠습니까만”41)이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런데 앞의 ‘탈역’의 경우와 달리 이 소지에 대해서는 수령이 

39) “他邑에서 移來한 사람으로 公文이 없는 자는 有役이나 無役을 막론하고 良人이

면 그 相當役에 充定하고 私賤人이면 束伍軍에 充定한다(自他邑移來 無公文者 

勿論有役無役 良人充相當役 私賤充束伍.).” 『대전통편』(卷四), 「兵典」, <成

籍>(續).
40)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2004) 참조.
41) “今此還穀排戶之時 矣身姓名錄入於小戶是乎尼 以其在是邦 居其土之民 安敢圖

免其爲民之道”, 『유서필지』, 본문 p.61.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儒胥必知)』 285

“모두 이처럼 면제받기를 꾀한다면 환곡을 배정할 호(戶)가 없게”42)

된다며 호소를 받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령도 환상곡(還上穀)

을 기준대로 수납하지 않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43)

<절각소지(折脚所志)>는 다리가 부러진 소의 도살에 대한 허락

을 구하는 것이고,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는 

어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소를 잡아 우황(牛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민간에서 마음대로 소를 도살할 수 없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환퇴(還退)’를 다룬 <권매전답불허환퇴소지(勸賣田畓不許還退所

志)>는 환매(還買)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소송 문서이다. 즉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 전답을 당초 매각 대금을 돌려주고 되사려고 

하자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전답의 가

치가 전답의 매매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환매는 매매 형식의 담보 대출로 그 매매문기(文記)의 형식은 일반

적인 매매문기와 같은데, 환퇴(還退), 환매(還買) 등을 특약(特約)하

는 것이었다.44)

<문권류>에 수록된 <노비문권(奴婢文券)>은 노비를 매매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민이 스스로를 노비로 팔면서 작성한 자매문기(自

賣文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전하는 노비문권에서 자매문기는 

노비매매문기보다 그 수가 적은데, 『유서필지』에서 노비매매문기

를 수록하지 않고 자매문기를 수록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

다.45)

42) “擧皆若是圖免 則還穀無分給之戶乎”, 『유서필지』, 본문 pp.61-62.
43)『전율통보』(상권), 「호전(戶典)」, <조적(糶糴)> 참조(법제처, 1971: 267).
44) ‘환매(還買)’에 대해서는 박병호(1983: 8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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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서(吏胥)의 삶과 관련된 문서들도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관련이 깊다. <소지>에 휴가를 청하는 소지와 연로하여 은퇴를 청

하면서 자신의 아들로 이서(吏胥)의 역을 대신하게 해 달라는 소지

가 포함되어 있고, <단자>에는 부의(賻儀) 단자가 들어 있고, <고

목>에는 고위 관리에게 문안을 하는 고목 2편과 인사(人事) 청탁을 

하는 고목이 1편 수록되어 있다. 은퇴하면서 아들로 그 역(役)을 대

신하게 해달라고 한 문서는 이서의 역이 대체로 세습되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부의 단자와 문안 고목들은 예속(禮俗)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인맥(人脈) 유지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외읍리유방임간청사고목(사外邑

吏有房任干請事告目)>이다. 이것은 향리(鄕吏)가 좋은 방임(房任)을 

맡을 수 있도록 자기 고을 수령에게 청탁 편지를 해 달라고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청하는 고목인데, 이는 이른바 <칭념(稱念)>, 또는 

<소록(小錄)>으로 불리던 청탁 편지에 속하는 것이다.46) 이를 『유

서필지』에서 <고목>으로 분류한 것은 문안(問安) 인사로 올리는 

<고목>에 동봉(同封)하여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47) 향리의 청탁

을 받은 고위 관료의 <답배(答牌)>의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알

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가 문안 고목이나 부의단자 등을 향리가 올림으로써 가능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청탁 편지에서 좋은 직책을 맡기 위한 향리들의 

경쟁이 치열하며, 임명권자인 수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앙의 고

45) 평민이 스스로를 노비를 파는 ‘자매’의 현실에 대해서는 박경(2008) 참조..
46) 청탁의 편지는 보통 안부 편지의 별지(別紙) 형식으로 보냈으며, 발신인과 수신인

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한 경우가 많았다. 『유서필지』의 청탁 편지도 같은 양

상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청탁 문서에 대해서는 김혁(2008) 참조.
47) 이 경우 문안 인사의 고목은 ‘원폭(原幅)’이라 하고, 청탁의 편지는 ‘녹지(錄紙)’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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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료를 동원해야만 하는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유서필지』에

서 청탁 편지의 사례를 수록한 것은 향리들에게 이러한 청탁 편지

가 일반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유서필지』의 사문서들이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시 사회에서 긴요하게 사용되던 문서들을 중심

으로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의 구성과 교육 내용

1. 학습자와 교사의 등장

1) 학습자의 설정

이 책이 문서들의 서식집(書式集)이 아니라 글쓰기 교재인 것은 

우선 학습자의 설정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서문에서 편찬자는 이서체의 글들을 

이서는 물론 유자(儒者)들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때 안다는 것

은 그 글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쓸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서체(吏胥體)’를 익히는 ‘이서지

학(吏胥之學)’의 교재인 것이다.

둘째, ‘범례’의 조목 중 다음 세 가지는 이 책이 교육용임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비록 이상과 같이 범례를 제시(이 앞에서 여러 조에 걸쳐 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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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송의 격식과 구체적 표현을 제시했음–인용자)했다 하더라도 글 한 

편을 오롯이 보지 못하면 오히려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염려

가 있기 때문에 상언(上言)·원정(原情)으로부터 소지(所志)·의송(議送)

에 이르기까지 각각 조목을 세우고, 한 편씩 그 예문을 상세히 지어서 

어린 학습자에게 참고할 바가 있게 한다.”48)

“등서(謄書)할 때 평항(平行)보다 올려 쓴 것과 두 자(字) 올려 쓴 

것은 모두 그 법(法, 擡頭하는 법을 말함, 인용자)에 의거한 것이니 이

는 글 짓는 사람이 예(禮)에 어둡다는 탄식이 없게 함이다.”49)

“지방 고을의 수령(守令)과 관아(官衙)의 아전(衙前)의 봉송단자(封

送單子)는 그 격식을 낱낱이 제시하여 어린 학습자로 하여금 그 범례

를 알게 한다.”50)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편찬자는 이 책이 ‘蒙學之人’, ‘幼而學者’

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편찬자는 서문에서 사족과 이

서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이서체를 설정하였으므로, 이 어린 학

습자는 사족과 이서층의 자제로 볼 수 있다.

2) 교사의 등장

이 책의 전편에 걸쳐서 편찬자의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설명 중

대부분은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교사의 목소리이다.

48) “雖有凡例 不見專篇 則猶有不能纖悉之慮 故先自上言原情以至于所志議送 各立

條目 詳著一篇 使蒙學之人有所參考焉,” <儒胥必知卷之全凡例>, 『유서필지』,

목차·범례 p.7.
49) “謄書之際 上於平行者及上於二字者 皆依其法 使人無昧禮之嘆”, 위의 책, 목차·

범례 pp.7-8.
50) “外邑守令及官司小吏封送單子 體格一一付之 使幼而學者 知其凡例”, 위의 책, 목

차·범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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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子路)가 양식을 짊어지고 가 부모를 봉양한 것도 이 사람에게

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하고[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실제 행적에 따

라 적을 것이며 반드시 이런 문투를 쓸 필요는 없다]”51)(밑줄은 인용

자)

편찬자는 세주(細註)의 방식으로 사례문 속에 개입하는데, 효자 

정려를 위한 <상언(上言)>에서 자로(子路)의 고사를 끌어서 그 효

행을 강조한 부분을 두고 편찬자는 사례문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

며, 표창 대상이 되는 효자의 실제 행적을 쓰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

은 문서의 규식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서 규식 속 실제 글쓰

기, 즉 문서 작성의 목적에 맞는 글의 내용 선정과 표현 전략에 대

한 설명이므로 이는 작문 교사의 목소리인 것이다.

문서 양식을 제시하면서 편찬자의 설명이 첨입되는 현상은 『경

국대전』을 비롯한 법전류에서 볼 수 있고, 또 『이문잡례』에서는 

보다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서필지』에 와서는 분명히 작

문 교사의 목소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잡례』에서의 문

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여기

서는 『경국대전』의 공문서식 중에 등장하는 설명을 보인다.

敎旨

惟爾某有某功將臧獲幾口土地幾結特賜賞 

爾可傳永世者(只賜己身 則可傳永世者 改爾其受之)

年[寶] 月 日52) (괄호와 밑줄은 인용자)

51) “子路之負米 於此人猶屬餘事[隨其人之實行實蹟 不必用此套]”, <孝子旌閭>, 위

의 책, 본문 pp.1-2.
52)『대전통편』(卷三), 「예전(禮典)」, <奴婢土田賜牌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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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奴婢土田賜牌式>으로, 공신(功臣)에게 노비와 토지를 특

별히 하사할 때의 교지이다. 괄호 속 밑줄 친 부분은 노비와 토지를 

공신의 당대(當代)까지만 주는 것이면 원래의 문구를 ‘爾其受之’라

고 고치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공신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할 때 

영구히 주는 것과 그 당대에만 주는 두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교지

를 다 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주(細註)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다. 『경국대전』의 공문서식 중에 등장하는 설명들은 모두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문잡례』의 문서 속에 등장하는 설명

도 크게 보면 『경국대전』의 그것과 같으나 보다 자세하고 또 상

대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에 비해 『유서필지』의 설명은 글의 격

식에 해당하는 공식구적 표현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한 

개별적 표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앞에 든 예에 이어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신의 진외증조 고 영의정 신 아무개가 준수하고 영특한 사람을 널

리 찾아 사윗감을 골랐는데 저의 조부 고 판서 000[여기서 관작을 말

하는 것은 명문대족임을 밝히려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53) (괄호와 밑줄은 인용자)

영의정이니 판서니 하고 쓰는 것은 명문대족임을 밝히는 표현의 

한 기법이란 설명은 글쓰기에서의 표현 의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

다. 『유서필지』의 편찬자가 격식화된 문서의 설명을 넘어서 작문 

자체에 대한 설명까지 담당하는 교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

53) “矣身眞[陳의 오기-인용자]外曾祖故領議政臣某旁求俊英 擇其令婿 而臣矣身祖故

判書臣某[此言官爵者欲明其古家大族也 非眞有是事也]” <子孫爲先世烈女旌門

上言>, 『유서필지』, 본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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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교재 구성 방식

편집·출판의 관점에서 『유서필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미비

점이 드러난다. 이미 선행 연구(전경목, 2006)에서 검토되었듯이 권

차(卷次) 표시의 불일치, 목록의 문서 명칭과 본문의 해당 문서 명

칭의 불일치, 목록에서의 누락, 교정의 불철저 등 여러 가지 미비점

이 노정되어 있다.54) 판본으로 여러 번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이 책의 교재로서의 가치를 저하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교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미리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서필지』의 편집 체제는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선행 연구(전경목, 2006)에서 이미 지적

되었으나 논지 전개에 필요한 만큼 재론을 한다. 이 책은 표면상 ‘목

록’, ‘범례’, ‘본문’의 순으로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내적으로는 그

렇지 못하고, 즉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이두휘편>과 『이문잡례』

에서 가져온 공문서 제재들이 있어서 교재 전체의 구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추측컨대 ‘儒胥必知 卷之上’이라는 표기가 ‘文券類’ 끝에 

있는 것으로 보아, 상권(上卷)까지는 제대로 편집되었고, 하권(下卷)

54)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 출판사에 의해 간행된 결과 편집과 교정이 철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 편지 쓰기 교재인 『언간독』과 그 

증보판인 『징보언간독』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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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체계적으로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儒胥必知 卷之下’라는 표기가 없고, 하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서(통문투), 어휘집(이두휘편), 예시문(『이문잡

례』에서 전재한 것들)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체계가 전혀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편찬자는 애초에 상권은 사문서(私文書),

하권은 공문서(公文書) 중심으로 편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상권은 <고목>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사문서들로 되어 있

고, 하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글들은 모두 공문서들이기 때문

이다.55) 그런데 이 공문서들을 상권의 사문서들처럼 실제 범례를 만

들지 않고 『이문잡례』에서 가져온 것은 다른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미 이 책이 잘 알려져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편찬자는 『이문잡례』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상언>과 

<소지>를 중시하여 대폭 다루고, 또 『이문잡례』에서 다루지 않았

던 <격쟁원정>, <단자> 및 <문권>을 포함시켜 차별화에 이루었으

나 하권의 공문서들은 『이문잡례』의 것만으로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어쨌든 편찬자는 상권은 사문서, 하권

은 공문서 중심의 교재를 편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편찬자가 이서체 학습 교재를 편찬하려 했음을 뚜렷이 드

러내고 있는 것은 <이두휘편>의 존재이다. 당시 널리 쓰이던 이두 

어휘를 글자의 수를 기준으로 편집한 것인데, 책의 전체적인 체제와 

관련하여 보면 <이두휘편>의 위치는 특이하다. 우선 ‘범례’에서 

<통문투>까지와 <이두휘편>의 관계를 보면 <이두휘편>은 그 앞

55) 이는 간행된 『유서필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본 것일 뿐이다. 상권 다

음에 수록된 ‘통문투’가 사문서이므로 하권에도 부분적으로는 사문서가 포함되는 

것이 애초의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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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온 문서들의 이두 표현의 독법(讀法)을 위한 사전이 된다. <통

문투>까지는 이두 표기에 한글 독음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

면 <이두휘편>부터 <이관·하첩식>까지의 관계를 보면 <이두휘

편>은 이두 어휘의 독음을 먼저 학습하고 이두가 실제로 쓰인 공문

서들을 학습하는 것이 된다. <보장식> 등의 공문서에 이두 독음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두 학습이라는 점에서 보면 독음

이 병기된 문서들이 책의 뒷부분에 편집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56)

어쨌든 편찬자는 이두 어휘 구사 능력이 이두문 쓰기 능력의 한 부

분이라고 인식하여 <이두휘편>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2) 단원 구성

『유서필지』의 단원의 구성은 상권(上卷)까지만 제대로 되어 있

는데, 장르별로 단원을 나누고 있다. <상언>, <격쟁원정>, <소지>,

<단자>, <고목>, <문권>, <통문>의 순으로 되어 있고, 각 단원 속

에 구체적 사안에 따른 문서들을 배열하고 있다. 예컨대 <상언>의 

경우 효·충·렬·학행의 순서로, <소지>의 경우 ‘산송’, ‘채송’, ‘탈역’

등으로 묶어서 배열하고 있다. 즉 편찬자는 장르별로 단원을 나누고 

각 단원 내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문서를 나누어 배열하고 있

는 것이다.

(3) 예문 제시와 설명의 방식

각 단원의 학습 자료는 예문과 편찬자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6) 이 점에서 보면 애초에 하권은 <통문투>와  <이두휘편>으로만 기획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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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자는 ‘범례’에서 각 장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문들을 제시

하되 각각의 예문들은 그 전체를 제시하여 자세한 학습이 가능하도

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편을 제시한 글들은 당시의 실제 문

서를 전재(轉載)한 것은 아니고, 인적 사항 등만 기입하면 실제 문

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문(例文)이다. 이런 예문으로 일관

된 것이 교재의 <상언>부터 <통문투>까지이다.57)

편찬자는 예문을 제시하되 특히 격식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

나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예문에서 이두 어휘는 대부분 글자 크기

를 작게 하여 한문식(漢文式) 문장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이는 이

두문 교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편찬자의 설명은 ‘범례’와 본문 제재에서 이루어지는데, 본문 제재

의 설명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예문의 외부에서 설

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문 속에서 하는 것이다. 예문 속에

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예문 외부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군문(軍門)은 물론 모든 중앙 관청과 외읍(外邑)의 원역(員役)은 모

두 이러한 예[연로하여 자식으로 그 역을 대신하게 하는 것, 인용자]

가 있으니 시면(始面)은 사안에 따라 쓴다.58)

<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된 설명이다. 관청별로 원역의 소임이 다르므로 문서의 첫 부분

을 각각의 소임대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원역에 해당하

57) 다만 단자(單子)의 경우만 기본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문잡례』에서 

전재한 글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58) “無論軍門百各司及外邑員役 皆有此例 而始面隨書之”, 『유서필지』, 본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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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문 밖의 설명은 부기

(附記)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문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나 개별 

문서 전반에 대한 설명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 내부의 설명은 세주(細註)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문에서 학습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에 편찬자가 설명을 하

는 것인데, 세주는 문서의 형식에 관한 설명, 단어 설명, 사용해야 

할 용어 제시, 표현 방식 등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

하고 있다. 또 예문 내부의 설명에는 설명이 아닌 지시의 역할을 하

는 것도 있다. 즉 개별 예문은 전편(全篇)이 제시되므로, 앞의 예문

의 특정한 부분이 뒤의 예문에 반복되면 ‘始面上同’, ‘以下上同’ 등으

로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표시는 편집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예문들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형식과 표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효

과를 가져 오고, 아울러 학습자로 하여금 앞의 예문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음 예문을 학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책은 일정한 원칙하에 구성된 교재임을 알 

수 있다. ‘범례’를 통한 전체적인 설명, 장르별 단원 구성, 개별 예문

의 전편 제시, 예문 안팎에서의 세주와 부기를 통한 설명 등이 이를 

말해준다.

3. 교육 내용

1) 장르

편찬자는 <상언>, <격쟁원정>, <소지>, <고목>, <문권>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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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하위 장르별로 글들을 묶어 교재를 편집함으로써 장르 중심

의 작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부기(附記)

이다.

“상언과 원정은 모두 임금에게 고하는 글이고, 글의 격식도 대동소

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였다. 이다음부터는 아래와 같이 

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59)

<상언>과 <격쟁원정>은 체제상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인용문에

서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장르 차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다.

또 인용문에서 묶어서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두 장르의 격식이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지>부터는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장르별로 학습하게 한다는 말이다.

2) 직무 글쓰기

『유서필지』는 이서체 학습을 위한 교재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이서체의 글들은 통문과 일부 고목(告

目)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관청이 발급자이거나 수취인인 특성

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 : 관청’이 아니면 ‘관청 : 관청’의 소통 

구조 속에 쓰이는 문서가 이서체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는 이서체가 행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격

식(格式)이 요청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서필지』 역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학습자들이 주목하도

59) “上言與原情 俱是告 君之文字也 且文體大同少異 故一統書之 此以下則 區以別

之如左.” 『유서필지』, 본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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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점을 보기로 한다. 이를 제일 잘 보여

주는 것이 <소지(所志)> 장르로 편집된 부분이다. 소지는 소송(訴

訟)과 청원(請願)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것이든 관청

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인이나 청원인이 올린 모든 

소지에는 소지를 접수한 해당 관청의 장(長), 예컨대 지방 수령의 

응답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제사(題辭) 또는 제김(題音)이다. 관

청의 장은 접수한 소지에 제사나 제김을 적어서 소송인이나 청원인

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소지>의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제사> 글

쓰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유서필지』의 편찬자가 이

서체를 이서만이 아니라 이서를 다스리는 관리도 알아야 한다고 말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이서를 다스리는 관

리가 쓰기 때문이다.60) 소지에 대한 응답의 글이 제사이므로, 『유

서필지』의 편찬자는 개별 소지의 사례마다 제사, 제김의 사례를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지와 제사가 연속으로 제시된 제재는 두 부

류의 학습자를 전제하는 제재라 할 수 있다.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두 번째 중점 사항은 소지의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서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것 

역시 ‘산송(山訟)’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남이 자기 집

안의 묘역(墓域)을 침범하여 묘를 썼으니 옮겨 가게 명령해달라는 

산송 소지가 접수되면 수령이 이를 검토하고, 시비가 되는 묘소의 

그림, 즉 도형(圖形)을 그려 오라는 제사를 써서 돌려보낸다. 도형으

로 시비를 가릴 수 있으면 판결에 해당하는 제사를 써서 주고, 도형

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직접 수령이 그 현장에 가서 살펴 본 다음 

60) <고목>에 대한 <답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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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사를 써서 준다. 가령 침범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침범한 

사람은 옮겨 가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하는데, ‘굴이다짐(掘移侤音)’

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군현(郡縣)의 수령이 관장한 1심 소송에

서 패소한 사람이 불복하여 2심 소송을 감사(監司)에게 할 경우 제

출하는 소장이 <의송(議送)>인데, 이 의송의 사례와 제출 절차 또

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

들, 즉 <소지>, <제사>, <다짐>, <의송> 등의 문서들을 자세히 사

례별로 보이고 있는 것이 『유서필지』 편찬의 특징인데, 이는 행정

적 처리 절차를 알게 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서의 성

격과 작성 요령을 알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행정적 절차에 따라 문서가 발생하고, 이를 그 절차에 맞

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유서필지』가 소통 맥락에 최적화

된 직무(職務) 글쓰기 교육을 지향한 교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통 맥락에 최적화된 직무 글쓰기 능력이란 장르와 표현 차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유서필지』가 직무 글쓰

기 교육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은 이러한 글쓰기를 초래하는 실제 

사건들이 유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격식 강조

『유서필지』의 중점적 교육 내용의 하나는 문서의 격식이다. 이 

격식은 외적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법제적 근거를 갖

고 있는 것이다.

격식은 문서의 명칭, 문서의 시각적 형식, 표현, 발급자와 수취자

의 호칭, 문서 필기의 서체(書體)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장르의 문서라도 그 명칭은 발급자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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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예컨대 양반의 소지는 ‘단자(單子)’이나 양반의 노비가 대

신 올리는 소지나 평민의 소지는 ‘발괄(白活)’이라 한다. 격식이 문

서의 시각적 형식으로 드러난 것은 행을 높여 올리거나 별도의 행

으로 쓰거나 글자 사이를 떼어 놓는 것 등이 있다. 표현과 발급자와 

수취자의 호칭에 드러나는 격식의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천만번 바라옵니다’는 말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명령하옵

실 일입니다’라고 쓴다.”61)

“이서들이 휴가를 청하는 일이 꼭 목사나 부사가 있는 고을에만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사나 부사에게 올리는 소지에서 ‘사또’라고 

칭하는 사례가 앞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여기에 쓰는 것은 현

감과 군수는 모두 ‘안전’이라 칭하고, 목사와 부사는 모두 ‘사또’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62)

발급자의 호칭도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양반은 소지에서 자신을 

‘민(民)’ 또는 ‘화민(化民)’이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문

서 필기(筆記)의 서체로는 소지는 해서(楷書)로 쓰고, 관청의 장을 

표기할 때에는 초서(草書)로 크게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제사도 

초서로 쓴다.

이 격식은 첫째 예(禮)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필자와 독자 사이

의 일반적인 의례를 넘어서 중세의 특징적인 위계적 질서 의식이 

문서의 명칭과 형식 및 용어로 구현된 것이다. 이 격식은 조선의 경

61) “不用千萬望良則必云敎事” <常人與儕類山訟所志에 대한 隻原情>, 『유서필

지』, 본문 p.52.
62) “吏輩受由 不必獨在於牧使府使之邑 而牧府使都所志之稱以使道者 不載於前 故

特別書於此 使知縣監郡守統稱以案前 牧使府使統稱以使道” <牧府使都吏輩受由

所志>, 『유서필지』, 본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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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국대전』의 공문서에서부터 민간의 한글 편지에까지 두루 

나타나는 바로서 『유서필지』에만 특징적인 것은 아니다.63) 다만 

『유서필지』는 백성이 왕에게 올리는 <상언>과 <격쟁원정>, 또 

백성이 관청에 올리는 <소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격식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찬자는 

<소지>의 격식을 중시하여 ‘범례’에서 모두 7개 조에 걸쳐 소지의  

시면(始面), 기두(起頭), 결사(結辭)의 표현을 미리 제시하였고, 실제 

<소지>의 예문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이 격식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모든 문서들이 발급되

면 법적,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문서인 <소지>를 관

청에서 접수하면 관청에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하므로,

격식에 맞지 않는 문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격식은 문

서가 갖추어야 할 법적, 행정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내용 구성과 표현

편찬자의 격식의 강조가 내용의 구체성과 표현의 설득력을 소홀

하게 다룬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편찬자는 사실에 입각한 내

용 구성과 설득력 있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두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로(子路)가 양식을 짊어지고 가 부모를 봉양한 것도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속하고[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실제 행적에 따라 적

을 것이며 반드시 이런 문투를 쓸 필요는 없다.]”64)(밑줄은 인용자)

63) 예(禮)와 공문서의 관련에 대해서는 박준호(2009) 참조.
64) “子路之負米 於此人猶屬餘事[隨其人之實行實蹟 不必用此套]”, <孝子旌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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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선왕조에서 알아주시고 대우하심이 융숭하고 무거웠으니,

신하를 대하실 때마다 반드시 아무개의 인품을 칭찬하시기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실제 행동과 실제 행적 

및 매번 임금으로부터 포양 받은 말을 이런 식을 서술할 따름이지 굳

이 이런 문투를 쓸 필요는 없다] 고금을 살펴보아도 오직 이 한 사람

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65)(괄호와 밑줄은 인용자)

이상에서 편찬자는 실제 내용에서의 사실에 입각한 내용 생성과 

설득력 있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격식에 맞

는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유서필지』의 글쓰기 교육이 정형화된 

형식, 상투화된 표현의 학습을 지향했다고 보면 잘못이다. 격식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필자가 주장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

제하지 않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상언>, <격쟁원정>, <소

지> 등의 장르가 모두 청원과 권리 주장을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

면 자명한 일이다. 물론 상투화된 표현을 두루 볼 수 있으나, 이 상

투적 표현 자체가 수취자를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수취자를 설득

하기 위한 표현을 매우 중시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은 책, 본문 pp.1-2
65) “是以 先王朝知遇隆重 每接臣隣 必稱某之爲人曰 其憂國之誠 愛民之心[其實行

實蹟及每被 天褒之語 如此說去而已 不必用其此套也] 參諸古今 惟此一人而已.”

<忠臣旌閭>, 『유서필지』, 본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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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의 의의 

1. 근대 이전 작문 교재에서의 위상

근대 이전 작문 교재 편찬의 역사에서 『유서필지』는 상당히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근대 이전에 작문의 실제적 수요에 비해 작문 교재의 편찬

이 희소했던 점에서 『유서필지』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 한문

교육의 경우 쓰기와 읽기 교육이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

기를 위한 것66)을 제외하고는 선집(選集) 형태의 교재 이상의, 학습

자를 위한 편찬자의 설명이 포함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글의 

경우도 역시 편지 쓰기를 위한 교재인 『언간독』류 외에는 존재하

지 않았다. 이외 특수하게 중국과의 외교 문서 작성을 위한 『이문

제서집람(吏文諸書輯覽)』67)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서필지』가 이두문 쓰기 교재로서 

편찬, 출판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오랜 이두 사용의 역사에서 등장한 이두와 이두문의 선행 

학습서들, 『이문』, 『이문대사』, 『이문잡례』의 전통을 계승 발

전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유서필지』는 갑오경

장 후에 한글이 국문(國文)의 지위에 오르면서 공·사문서에 국문을 

사용하게 된 역사적 전환을 반영하여 『신식유서필지(新式儒胥必

知)』로 개편되었으니68) 근대 이전의 작문 교재가 근대의 작문 교

66)『한훤차록(寒喧箚錄』, 『후사류집(候謝類集輯)』, 『간식류편(簡式類編)』, 『간

독정요(簡牘精要)』, 『초간독(草簡牘)』 등이 그것들이다.
67) 이에 대해서는 안병희(1992), 양진오(2014) 참조.
68) 근대의 공문서 등장과 『신식유서필지』에 대해서는 권태억(1994), 김건우(200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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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이어진 존재이기도 하다.69)

2. 작문교육론 차원에서의 의의

작문교육론 차원에서의 『유서필지』의 의의는 앞의 제4장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작문 교재 발달사에서의 의의이다.

우선 이 책은 자율학습 교재이다. 학교와 같은 제도 교육에서 이두

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

로 자율학습 교재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한글 편지 쓰

기 교재인 『언간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종철, 2015) 물론 교

재 구성의 차원에서는 자율학습 교재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두문에 능숙한 주변 인물과 공·사문서의 

실례 등이 불비한 요건들을 보완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이서

의 직(職)이 세습되었고 양반의 경우 각종 문서들이 집안에 세전(世

傳)되었으므로 교재의 미비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재 내에 교사의 설명이 강화,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편찬자의 설명을 분석해 보면 편집자로서의 설명과 교사로서의 설

명이 구분된다. 즉 작문 교사로서의 설명이 이전의 교재나 다른 교

재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국대전』의 공문서 서식에 

등장하는 설명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며, 또한 『언간독』의 설

명자의 역할보다 발전한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편찬자는 장르의 

격식, 정형화된 표현 및 설득력 있는 내용 조직과 수사적 전략에 이

건우(2008), 김순희(2015) 참조.
69) 서간문 교재도 같은 경로를 밟는다. 20세기에 그 이전의 서간문 교재를 계승하면서 

변화된 어문생활을 반영한 각종 서간문 교재가 편찬,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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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두루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편찬자의 설명은 비체계적이

긴 하나 작문 교육에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진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작문 교육론의 차원에서는 장르 중심의 작문 교육과 직무 

리터러시 중심의 작문 교육을 실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특정한 장르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제 문서로 

구현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르를 실제 현실에 맞

게 쓸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읽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무 

글쓰기 능력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과제

첫째, 장르 글쓰기와 직무 수행 글쓰기의 상관성을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통의 맥락과 소통 참여자들 사이의 위계,

사안의 성격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탐구

가 필요하다.

둘째, 『유서필지』에서 다룬 장르들 중에는 한글로도 작성된 사

례가 적지 않다. 한글로 쓴 <소지>, <원정>, <발괄>, <단자>, <상

언> 등등이 그것이다.70) 같은 장르의 문서가 이두문으로 된 것과 한

글로 된 것 사이의 상관관계 검토와 소통 맥락의 비교가 필요하다.

셋째, 장르와 개별 문서 격식의 역사적 행방도 점검할 필요가 있

다. 『유서필지』의 편찬자가 청원과 호소 및 권리 주장에 대한 글

들을 중시한 것이 특징인 바, 이는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에 부

응한 글쓰기 교재라는 역사성과 함께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개인과 

70) 한글로 된 고문서 전반에 대해서는 이상규(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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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삶과 욕망이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행정적 관련에서 어떤 

글쓰기를 요청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유서필지』

의 이러한 글들의 상당수는 오늘날 법률 대리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게 되었으나 글쓰기의 이러한 역할

이 오늘날 작문교육에서 여하히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지는 검토

될 필요가 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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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儒胥必知)』

김종철

『유서필지(儒胥必知)』는 이두문(吏讀文)으로 작성되는 공문서(公文書)와

사문서(私文書) 학습 교재이며, 제목에 드러나듯이 사족(士族)과 이서(吏胥)가

주 학습자이다. 이 책은 19세기 초엽에 어떤 이서(吏胥)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목판본이 있다.

이 책은 『이문(吏文)』, 『이문대사(吏文大師)』, 『이문잡례(吏文襍例)』 등

선행하는 이두와 이두문 학습 교재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며,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식유서필지(新式儒胥必知)』로 개편되었다.

『유서필지』의 편찬자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이서체(吏胥體)라 하고, 문장체

(文章體 : 한문산문)와 공령체(功令體 : 功令文)와 구별하였는데, 이 이서체란 이

서들만이 쓰는 글이 아니라 행정 업무상 이서들이 다루어야 하는 글들이라는 뜻

으로 해석된다.

편찬자는 장르별로 문서를 배열하였고, 각 장르별로 구체적 사안에 따른 예문

들을 제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작문의 요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두 어휘집을 수록하여 이두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찬자는 공문서보다 상언(上言), 격쟁원정(擊錚原情), 소지(所志) 등 사문서

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세 장르는 당시

널리 쓰이던 것들로서 국왕과 관청을 대상으로 청원, 호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활용되었다.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볼 때, 『유서필지』는 장르 중심 작문 교재, 모범적 예

문 중심의 교재, 개별 장르의 특징적인 격식(格式)과 표현 어구(語句)를 교육을

중시한 교재, 그리고 관리와 이서들의 직무(職務) 수행을 위한 작문 교재라는 특

징을 지닌다. 특히 이 책이 다룬 사문서 장르들과 그 격식들이 신분제(身分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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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예(禮)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

이라는 점에서 개별 장르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글쓰기를 탐구

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유서필지(儒胥必知), 이두문(吏讀文), 공문서(公文書), 사문서(私文

書), 작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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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useophilzi” as a Textbook on Documen-writing in Korean Idu

Kim, Jong-Cheol

Yuseophilzi[유서필지, 儒胥必知] is a composition textbook concerning

documents in Korean Idu, and was edited and published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editor is anonymous but is presumed to be a man of the Iseo

[吏胥, lower-level official class].

The editor designated official documents and private documents as

Iseo-chae[이서체, 吏胥體,] and emphasized literacy in Iseo-chae for Yangban

[兩班] and Iseo[吏胥]. He classified documents according to genre, and

exemplified documents in their full form. He also created a learner’s

dictionary by producing a list of Korean Idu[吏讀] vocabulary that was in

general use in documents.

The editor emphasized private documents such as Sangeon[上言],

Gyeokjaeng-wonjeong[擊錚原情], and Sojie[所志] more than official

documents. These to the king or the authorities in the late Yi dynasty. The

editor especially emphasized the formality and idiomatic usage of genre,

because the society of the Yi dynasty was hierarchical and also one of

courtesy.

In the long history of Korean Idu, Yuseophilzi is the first systematic

composition textbook for officials’ business writing and for writing for

practical use.

[Key words] Yuseophilzi[유서필지, 儒胥必知], Korean Idu[吏讀], official

documents, private documents, compo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