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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앙과 지방 아문의 印信을 改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서 

행정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印信謄 �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등록�은 조선 후

기 인신을 개조할 때에 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새로 개조된 印文을 등록한 자료이

다. 먼  해당 아문에서 牒呈이나 關으로 조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면 조에서 국왕에게 계목

을 올린 후에 인신을 개조하 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에 정조의 명령으로 개조된 印文을 확

인하는 규정이 강화되었다. 인신 개조를 완료한 후에 조는 국왕에게 인문을 後 한 啓目을 올

려 윤허를 받고 새로 개조된 인신을 내려 보냈다. 이러한 변화는 �인신등록�의 기재 방식에 향

을 주어 1797년 이후에는 인신 개조 계목과 인문을 踏印한 종이를 함께 수록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인신을 개조할 때에 문서 행정은 조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앙 아문은 품계에 따라 첩

정이나 關을 통해 조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 고, 조는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개조된 印文을 

보고하 다. 지방 아문은 찰사․통제사가 關을, 수군 도사가 牒呈을 통해 인신 개조를 요청하

다. 지방 수령과 지휘 은 소속된 찰사에게 첩정을 올려 인신 개조를 요청하 고, 해당 찰

사는 첩정을 련한 關을 조에 보내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 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인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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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살펴본 앙 아문과 지방 아문의 문서 행정 시스템은 �經國大典� 用文字式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핵심어 : 印信謄 , 印信 改造, 禮曹, 啓目, 牒呈, 關, 狀啓, 經國大典, 用文字式

1. 머리말

조선시  앙과 지방 아문의 印信은 공 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官에서 발 된 

문서의 공신력  법 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사용되었다. �經國大典� 등의 법 에

서는 앙과 지방 아문의 품계에 따라 인신의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 다. 한 

지방 원이 교체될 때에 인신을 인수인계하는 규정, 인을 조할 경우에 처벌

하는 규정도 법 에 수록되었다. 앙과 지방 아문에서 인신의 印文이 닳아서 마

멸되거나 혹은 인신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아문의 요청에 따라 조는 인신의 改

造를 담당하 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앙과 지방 아문에서 사용하 던 인신에 한 각종 제

도와 인신을 개조할 때에 발생하는 문서 행정을 �印信謄 �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인신등록�은 1679년(숙종 5) 1월부터 1870년(고종 7) 12월까지 인신의 개

조 과정에서 조를 심으로 주고받은 각종 문서와 印文을 수록한 자료이다. 

조는 인신을 개조할 때에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 조와 앙  지방 아문 사이

에 주고받은 문서 등을 �인신등록�에 등록하고 별도의 종이에 踏印한 인문을 문

서 끝에 붙여 놓았다. 이를 통해 조에서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과 앙

과 지방 아문에서 실제로 사용한 印文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  인신과 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조선시  印章에 한 연구, 고려

와 조선의 官印 제도에 한 연구, 道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신의 新鑄에 한 연

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  印章에 해서는 인장의 역사, 국왕의 璽寶, 官

衙에서 사용하는 官印, 私印의 印影을 모아 정리한 印譜가 연구되었다. 특히 �인신

등록�에 수록된 인신의 鈕式․尺數․字樣․ 置 등의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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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고려와 조선의 인 제도에 해서는 원 간섭기부터 한제국 까지 국에

서 인신을 하사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려와 조선의 인 제도 운 이 연구되었

다. 조선 기 인 제도는 명의 인 제도와 �경국 �에 수록된 인 규정이 

조명되고, 명․청 교체기 이후에는 청의 제도 신에 명의 제도가 조선의 인 제

도에 향을 주었음이 밝 졌다.2)2)道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신의 新鑄에 해서는 

조선 후기에 충청도의 명칭이 변경된 후에 후속 조치로 수행되는 찰사․병사․

수사․목사․호장 등의 인신을 신주하는 과정과 문서 행정이 연구되었다.3)3)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  조선 후기 인신을 개조하는 

제도와 규정에 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 인신의 개

조를 요청할 때에 조에 보낸 문서, 조에서 국왕에게 인신의 개조를 보고하는 

문서, 조에서 앙과 지방에 인신의 개조  시행을 알리는 문서 등을 통해 인

신 개조와 련된 일련의 문서 행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 에 국왕

과 六曹 사이, 앙 아문 사이, 앙과 지방 아문 사이에 실제 문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印信 改造’의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印信 改造 제도

조선시  인신에 한 반 인 업무는 조의 稽制司에서 담당하 다.4)4)1405년

(태종 5) 3월에 조에서 六曹의 직무 분담과 屬司를 상정하여 태종에게 아뢰었는

1) 성인근, 2006 ｢조선후기 官印의 양식연구: �印信謄 �을 심으로｣, �書誌學報� 30 ; 성인

근, 2008 ｢조선시  印章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 성인근, 

2013 �韓國印章史�, 도서출  다운샘.

2) 박 호, 2010 ｢公文書의 官印 硏究: 禮式에 따른 官印 체제를 심으로｣, �古文書硏究� 36 

; 박 호, 2016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3) 노인환, 2017 ｢조선 후기 道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서 행정: 충청도의 사례를 심으로｣, 

�古文書硏究� 50.

4) 성인근, 2013 앞의 책,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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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의 소속 아문으로 稽制司․典享司․典客司를 설치하 다. 이 가운데 계제

사의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 牌와 印에 한 업무를 담당하 다.5)5)인신 련 업무

는 성종 연간 �경국 �을 편찬할 때에 계제사의 업무로 규정되었고,6)6)이후 조선 

후기까지 계제사에서 인신을 改造하는 업무를 담당하 다.7)7)

앙과 지방 아문의 인신을 개조하는 과정을 보면 먼  해당 아문에서 인신 개

조를 요청하는 牒呈이나 關을 조에 보냈다. 조는 첩정․ 을 인용하여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啓目을 국왕에게 올렸고, 승정원을 통해 入啓된 계목은 최종 으

로 국왕의 判付를 통해 윤허를 받았다. 국왕의 윤허를 받은 후에 도화서의 畫員이 

인신에 들어갈 篆文을 썼다. 재질에 따라 인신의 제작을 담당하는 아문이 달랐는

데, 나무로 된 木印은 교서 에서 새겼고, 철로 된 인신은 공조에서 주조하여 만들

었다.8)8)

인신을 개조하는 비용은 1746년( 조 22)에 시행된 �속 �에 규정되었다. 인

신을 개조할 때 匠人工錢과 鐵物價는 綿  14필에 해당하는 20량으로 앙과 지방

의 크고 작은 아문이 모두 동일하 다. 그러나 인신을 개조할 때에 앙과 지방의 

아문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차등을 두었다. 앙의 모든 아문과 지방의 觀察使․府

尹․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 이상은 모두 면포 15필을 납부하 고, 營 ․郡守․

5) �太宗實 � 권9, 태종 5년(1405) 3월 1일(丙申).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 禮曹掌

禮 ․祀祭․燕享․貢擧․卜祝等事. 其屬有三, 一曰稽制司, 二曰典享司, 三曰典客司. 稽制司

掌 式․制度․朝 ․經筵․史館․學校․貢擧․圖書․祥瑞․牌印․表疏․冊命․天文․漏

刻․國忌․廟諱․喪葬之事, 正郞一人, 佐郞一人.”

6)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禮曹. “掌禮 ․祭祀․宴享․朝聘․學校․科擧之政.〔 下

官並用文官. ○【稽制司】掌 式制度․朝 ․經筵․史官․學校․科擧․印信․表箋․冊命․

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等事. …〕”

7) �六典條例� ｢禮典｣ 禮曹 稽制司. “掌 式制度․朝 ․經筵․史官․學校․科 ․印信․表

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繼後等事.”

8) �六典條例� ｢禮典｣ 禮曹 印信. “京外官改印時, 納 有差.〔俗稱作木, 數爻見 通. 〇匠人工

錢鐵物價, 綿 十匹, 代錢二十兩, 京外大 各官同.〕令畫員書篆文, 校書館刻木印, 工曹鑄成

後, 印文啓下, 行 本道.” ; �印信謄 � 第二. 1679년(숙종 5) 3월 1일. “己未三月初三日. 

一. 曹啓目. 節到付, 全羅監司關內, 本道印信年久, 印文刓弊, 改鑄下 事據, 同印信, 令工曹

鑄 事, 行移, 何如.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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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官․經歷․縣令․縣監 이상은 면포 13필을 납부하 으며, 都事․虞候․察訪․監

牧官․僉使․萬戶․別 ․權管 이상은 면포 10필을 납부하 다.9)9)

인신 개조 제도는 1795년(정조 19)과 1797년(정조 21)에 印文을 확인하는 규정

이 강화되었다. 1795년 8월에 廣州留守의 인신을 개조한 후에 좌승지 李祖承이 정

조에게 당시 인신 개조의 문제 과 해결 방안을 아뢰었다. 즉 근래에 앙과 지방

에서 개조된 인신은 字體가 가늘고 새긴 모양이 깊지 않아서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문이 갑자기 닳아 없어져서 인신을 자주 개조하는 상황에 이르 다고 

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인신을 개조한 후에 禮房承旨가 먼  가져가서 살

펴보는데, 令式을 반한 경우에는 담당 원에게 죄를 논하여 처벌하며, 련 규

정을 �政院故事�에 수록하여 구히 행할 것을 요청하 다.10)10)이러한 내용은 좌

승지 이조승이 擧行條件으로 작성하여 정조에게 入啓하 고, 정조의 윤허를 받은 

후에 定式으로 시행하 으며, 아울러 �정원고사�에도 수록하여 규정하 다.11)11)

이어서 1797년(정조 21) 6월 明川府使 인신을 개조할 때에 인문을 확인하는 방

식이 변화하 다. 이는 명천부사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조 계목에 하여 정조

가 내린 判付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大典 通� ｢禮典｣ 用印. “《續》… 京․外官改印時, 納 有差.〔俗稱作木. ○ 京各司, 毋論

上司, 該司 上官․郞官, 綿 各十五匹, 觀察使․府尹․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以上, 綿

各十五匹, 牧使․府使․庶尹以上, 綿 各十四匹, 營 ․郡守․判官․經歷․縣令․縣監以

上, 綿 各十三匹, 都事<《補》 中軍>․虞候․察訪․監牧官․僉使․萬戶․別 ․權管以上, 

各綿 十匹.〕” 노인환, 2017 앞의 논문, 194면.

10) �承政院日記� 1750책, 정조 19년(1795) 8월 20일(무술). “祖承曰, 廣州留守印信, 今方新造

矣. 凡印章之尺數大 , 盡法淺深, 自有其制. 雖以本院印信 之, 嘉靖年所造, 至今行用, 而近

來京外印信之新造 , 字體劣細, 刻樣淺薄, 用之未幾, 輒多漫刓, 全無經遠之古制, 以致改造

之太頗, 事關典章, 宜有察飭. 始自廣留印信, 使之大書深刻, 無更襲謬, 此後凡印信新造 , 皆

倣此例而造出後, 禮房承旨先爲取見, 或違令式, 該掌官員, 自本院論勘, 以此意載之該房故事, 

以爲永久遵行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卿 得體, 依此定式, 各別嚴飭, 可也. 〔出擧條.〕”

11) �政院故事� 禮  印信. “此後凡印信新造, 大書深刻, 無更襲謬, 造出後, 禮房承旨先爲取見, 

或違令式, 該官員論勘, 定式事, 承旨擧條蒙允.〔乙卯八月二十日.〕”



82 奎 章 閣 54  ․

정사(1797, 정조 21) 6월 3일.

일. 조 계목. “… ‘아뢴 로 하며, 인장의 篆劃은 한 당시의 형상과 련되어 

이 에 이미 엄한 신칙이 있었고, 該房承旨에게 看品하게 하여 내려 보내는 뜻으로 定

式하 다. 그러한데 官府가 살피지 않고 工匠이 편의를 취하여 印劃이 분명하지 않아 

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후 인신을 改造하는 계목은 인문을 後 하여 啓下받은 연

후에 (인신을) 내려 보내라는 내용을 한 정식으로 삼으라.’고 하 다.”12)12)

정조는 부에서 1795년에 내린 定式에 개조된 인장의 篆劃을 방승지가 看品

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 으나, 官府와 工匠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인문의 劃이 

과 다르지 않다는 을 지 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앞으로는 조 계목에 

개조된 인문을 後 하고 국왕의 啓下를 받은 후에 해당 아문에 인신을 내려 보내

는 과정을 定式으로 시행하라고 하 다. 이 에는 조에서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윤허를 받은 후에 인신을 개조하 다. 그러나 1797년에 정조의 定式이 시행된 후

에는 인신의 개조가 완료되면 국왕이 조 계목에 후록된 인문을 확인하고 앙과 

지방 아문에 인신을 내려 보냈다. 즉 인신 개조를 요청하고 국왕의 윤허를 받은 

후에 인신을 개조해오다가, 1797년 이후에는 인신 개조를 완료한 후에 국왕에게 

윤허를 받는 사후 보고 체계로 제도가 변화하 다. 

인신 개조 제도의 변화는 �인신등록�의 기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13)13)즉 

1797년 이 과 이후에 등록된 �인신등록�에서 조 계목을 살펴보면 기재 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2) �印信謄 � 一, 1797년(정조 21) 6월 3일. “丁巳六月初三日. 一 曹啓目. … 啓, 依允爲旀, 

印章篆劃, 亦關時象, 前此已有嚴飭, 使之看品於該房承旨下 之意, 定式是置. 然而官府不察, 

工匠取便, 印劃之不分明, 前無異云, 此後改印啓目, 以印文後 啓下, 然後下 事, 亦爲定

式爲良如敎.” ; �承政院日記� 1777책, 정조 21년(1797) 6월 3일(임신).

13) �印信謄 �은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奎12919-1’ 2책(1679~1692년, 1744 

~1756년)과 ‘奎12919-2’ 4책(1797~1870년)으로 총 6책이 필사본으로 해지고 있으며, 

서지사항은 “線裝(5針眼) : 四周單邊, 有界, 10行字數不定,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40.0 

× 26.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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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信謄 � 第二, 1679년(숙종 5) 1월 4일.

己未正月初四日.

一. 曹啓目. 節到付, 黃海監司關粘連, 海州牧使牒呈內, 本州

印信, 改鑄下 事據, 同印信, 令該曹鑄 事, 行移, 何如.

啓依允.

㉡ �印信謄 � 一, 1797년(정조 21) 9월 5일.

丁巳九月初五日.

一. 曹啓目. 節到付, 京畿監司關粘連, 抱川縣監牒呈內, 本

縣印信, 篆跡纖細, 不足行用, 改鑄下 事, 粘關是白置有

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依新定式, 印文後 , 入啓爲白

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嘉慶二年九月初五日, 右

副承旨臣朴奎淳次知. 啓依允.

㉠은 1679년(숙종 5) 1월에 海州牧使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 조가 올린 계목

이고, ㉡은 1797년(정조 21) 9월에 抱川縣監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 조가 올린 

계목이다. ㉠의 조계목은 해주목사의 인신을 工曹에서 주조하여 보내는 내용으

로 行移할 것을 요청하 다. 그러나 ㉡의 조 계목은 ‘새로운 정식에 따라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니 啓下를 기다려서 즉시 내려 보내고(依新定式, 印文後 , 入啓爲

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조는 개조된 인문을 계

목에 후록하고 입계하여 국왕의 확인을 거친 후에 앙과 지방 아문에 내려주었

고, 이러한 조 계목의 내용은 �인신등록�에 등록되었다. 한 1797년 이후 �인

신등록�에는 계목을 기재한 후에 인문을 踏印한 종이를 붙여 놓았고,14)14)이를 통해 

1797~1870년 사이에 앙과 지방 아문에서 실제 사용한 인문을 확인할 수 있다.

14) �印信謄 �에 수록된 印文은 조 계목에 후록된 인문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

은 조 계목을 �인신등록�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계목의 내용을 기재한 후에 계목에 후

록된 인문을 잘라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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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2919-1 �印信謄 � 第二

(1744~1756년)

奎12919-2 �印信謄 � 一

(1797~1817년)

<그림 1> �印信謄 � 奎12919-1와 奎12919-2의 비교

3. 앙 아문의 印信 改造와 문서 행정

앙 아문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 문서 행정은 인신 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

의 품계를 기 으로 설정하 다. 조보다 품계가 높은 의정부의 인신, 조와 품

계가 동등한 六曹의 인신, 조보다 품계가 낮은 成均館․典獄署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각각의 문서 행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藝文館․總衛營․講書院․衛從司 

 魂殿의 인신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조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서 행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議政府印

조선시  의정부는 정1품아문으로 백 을 통솔하고 여러 정사를 총 하여 담당

하 다.15)15)의정부는 국왕에게 국정의 여러 사안을 啓目이나 啓本으로 보고하거나 

앙  지방 아문에 關을 보내서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문서에 議政府印을 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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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양반  일반 백성이 청원하는 문서에 의정부에서 題辭를 내릴 경우

에도 의정부인을 답인하여 내려 주었다.

조선 후기에 의정부인의 개조에 해서는 1862년(철종 13) 4월에 賊漢 金昌旭

과 李 榮 등이 의정부인을 도둑질하여 다시 개조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28일에 의정부는 철종에게 草記를 올려 의정부인을 분실한 사건을 보고하 다. 의

정부 기의 내용은 捕廳에서 붙잡은 사람을 형조로 이송하여 처벌한다는 것과 의

정부 司 의 처벌을 잠시 보류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조에서 담당하여 의정부인

을 다시 제작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16)16)

이어서 6월 5일에 조에서 의정부에 첩정을 올려서 의정부인의 개조에 필요한 

비용에 해 보고하 다.

임술(1862, 철종 13) 6월 5일 의정부에. 

“ 조에서 相 하는 일입니다. 의정부의 草記에 ‘本府 銀印을 잃어버려 옛 것을 참

조하여 다시 만들 것이니 조에서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는 내용에 允下하셨습니다. 

잃어버린 銀子 52량을 捕廳에서 다시 찾아서 옮겨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  옛 것을 

참조하여 다시 주조할 정인데, 銀印을 주조해서 만들 때에 첨가할 銀은 마땅히 52량

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세가 장차 호조에서 (銀을) 옮겨 와서 사용하고, 새로운 

인신을 주조하여 완성하기를 기다린 후에 즉시 (銀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의정

부에서 해당 아문에 甘結을 보내야 합니다. 京各司의 인신을 다시 주조할 때에 上司을 

무론하고 해당 아문에서 作木綿  15필을 내는 것이 �大典通編�에 수록되어 있으며, 

匠人工錢과 鐵物價 20량도 한 定例에 있으니 지  이번 의정부 인신을 다시 주조할 

때에 作木을 돈으로 신한 30량과 匠人工錢과 鐵物價 20량 에 鐵物價 3량을 제외

한 17량, 합 47량을 규례에 따라 區劃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題辭의 내용

에 ‘호조에 甘結을 보내라.’고 하 다.”17)17)

1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議政府.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

16) �承政院日記� 2651책, 철종 13년(1862) 5월 28일(기유).

17) �印信謄 � 四, 1862년(철종 13) 6월 5일. “壬戌六月初五日, 議政府了. 禮曹爲相 事. 府

草記, 本府銀印見失, 照 改成, 令禮曹擧行事, 允下敎是置. 見失銀子伍拾貳兩重, 自捕廳還

推輸來. 故今方照 改鑄計料, 而銀印鑄成時添銀, 當爲伍拾貳兩重云. 勢 自戶曹輸來入用, 

待新印鑄成後, 卽爲還下之意, 府敎是, 捧甘該曹是白乎旀. 京各司印信改鑄時, 無論上司, 該

司作木綿 拾伍疋, 載在通編, 而匠人工錢鐵物價貳拾兩, 亦有定例是如乎, 今此本府印信改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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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첩정의 내용은 잃어버린 의정부인의 개조를 조에서 담당한다는 의정부 

기의 내용과 銀印 제작에 필요한 銀을 호조에서 제공받기 해 의정부에서 호조

에 甘結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언 하 다. 한 � 통편�의 규정에 따라 인

신을 제작할 때 비용으로 총 47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수록하 다. 조 첩정에 

해 의정부는 호조에 감결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題辭를 내렸고, 6월 6일에 의정

부에서 호조에 감결을 보냈다. 의정부 감결의 내용은 인신 제작에 필요한 銀子 50

량을 우선 進排할 것을 호조의 銀色에게 분부하 고, 計士를 정하여 들어가는 비

용은 사실 로 계산하며, 禮木과 匠人錢도 지출하라는 것이었다.18)18)

조와 의정부와 호조 사이에 인신 개조 비용과 련해서 첩정과 감결을 주고

받은 후에 공조에서 의정부인을 개조하 다. 이어서 6월 10일에 조에서 철종에

게 의정부인의 개조를 보고하는 계목을 올려 윤허를 받았다.

임술(1862, 철종 13) 6월 10일.

일. 조 계목. “의정부의 草記로 인하여 ‘本府 銀印을 잃어버려서 옛 것을 참조하여 

다시 만들 것이니 조로 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에 允下하셨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

를 기다려 즉시 進排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로 시작하여 행용하는 내용으로 (의정부

에) 牒呈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동치 원년 6월 10일, 우승지 姜㳣가 담당

하 다. ‘아뢴 로 하라.’고 하 다.”19)19)

조 계목은 앞에서 살펴본 의정부 기와 철종의 윤허를 언 하 고, 개조한 

인문의 후록과 입계, 인신의 사용, 계목 내용을 첩정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을 수록

時, 作木代錢參拾兩, 匠人工錢鐵物價貳拾兩內, 鐵物價參兩除, 拾柒兩, 合錢肆拾柒兩, 依例

區劃, 以爲擧行之地爲只爲. 題辭內, 捧甘戶曹.”

18) �印信謄 � 四, 1862년(철종 13) 6월 6일. “壬戌六月初六日. 戶曹捧甘內, 銀子伍拾兩重, 

先爲進排事, 分付銀色. 定計士, 所入從實籌摘, 禮木拾伍疋, 匠人錢拾兩, 上下. 印.”

19) �印信謄 � 四, 1862년(철종 13) 6월 10일. “壬戌六月初十日. 一. 曹啓目. 因議政府草記, 

本府銀印見失, 照 改成, 令禮曹擧行事, 允下矣.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

白去乎, 待啓下, 卽爲進排, 文到日爲始, 行用事, 牒報, 何如. 同治元年六月初十日, 右承旨臣

姜㳣次知.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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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조는 철종의 윤허를 받은 후에 같은 날에 의정부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

다. 조에서 의정부에 두 번째로 보낸 첩정은 조의 계목과 철종의 윤허를 인

용하 고, 호조에서 보낸 인신 개조 비용을 받았다는 내용, 개조한 의정부인을 의

정부에 呈納한다는 내용이었다.20)20)

1862년(철종 13) 

議政府印

1864년(고종 1) 

議政府印

議政府 草記 禮曹 牒呈 議政府 甘結 印信 改造

禮曹 啓目 國王 啓下
禮曹 牒呈․

議政府印 달

<그림 2> 議政府印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1864년(고종 1) 2월에도 의정부인을 새로 제작하 는데, 이때는 비변사와 의정

20) �印信謄 � 四, 1862년(철종 13) 6월 10일. “壬戌六月初十日. … 一. 議政府了. 禮曹爲相

事. 節啓下敎, 曹啓目. 因議政府草記, 本府銀印見失, 照 改成, 令禮曹擧行事, 允下矣. 同

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進排, 文到日爲始, 行用事, 牒報, 

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印信改鑄時, 原作木拾伍疋, 匠人工錢拾兩, 自戶曹輸 , 故捧

上爲白遣, 戶曹進排添銀伍拾兩重內, 新印鑄成時劣縮爲壹兩肆分重是如乎, 肆拾捌兩玖錢陸

分重, 還下戶曹爲白乎旀, 新印 呈納爲只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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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分掌節目에 따른 것이었다. 2월 11일에 분장 목에서 議政府 印信 1顆를 조

성해서 비변사 인신의 에 따라 비변사에 함께 두고 文簿를 성첩할 때에 分管해

서 거행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21)21)다음날 12일에 조는 의정부에 첩정을 보내서 

인신을 추가로 주조하는 비용을 보고하 다.22)22)인신을 완성하고 2월 19일에 고종

에게 계목을 올려 윤허를 받았고,23)23)이어서 조에서 의정부에 첩정을 보내서 새

로 제작한 議政府印을 달하 다.24)24)2월 22일에 조에서 호조에 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의정부 인신을 제작할 때에 物力이 본래 있었기 때문에 � 통편�의 

규정과 다르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조의 關에서는 재작년에 銀

印을 造成할 때에 사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의정부에서 호조에 보

낸 감결을 인용하 다.25)25) 

21) �高宗實 � 1권, 고종 1년(1864) 2월 11일(임오). “備局以本司政府分掌節目入啓. … 一, 

議政府印信一顆造成, 依備局印信例, 同置備局, 文簿成貼時, 分管擧行.” �承政院日記� 2673

책, 고종 1년(1864) 2월 11일(임오). “備邊司啓曰, 本司․政府擧行條件分掌節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22) �印信謄 � 四, 1864년(고종 1) 2월 12일. “甲子二月十二日, 議政府了. 一. 曹爲相 事. 本

府印信一顆, 當爲新鑄進排, 而京各司印信新造及改鑄時, 無論上司, 該司作木綿 十五疋, 載

在通編, 而匠人工錢鐵物價錢二十兩, 亦有定例是如乎. 今此本府印信新鑄時, 作木代錢三十兩, 

匠人工錢鐵物價錢二十兩, 合錢五十兩, 依例區劃, 以爲擧行之地爲只爲. 題辭內, 依所報磨鍊

向事.”

23) �印信謄 � 四, 1864년(고종 1) 2월 19일. “甲子二月十九日. 一. 曹啓目. 議政府印信一顆

造成, 依備局印信例同置, 備局文簿成貼時, 分管擧行事, 自備邊司, 節目啓下矣. 同印信, 令

該曹鑄成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進排, 文到日爲始, 行用事, 牒報, 何如. 

同治三年二月十九日, 行左承旨臣李景夏次知. 啓依允.”

24) �印信謄 � 四, 1864년(고종 1) 2월 19일. “甲子二月十九日, 議政府了. 一. 曹爲相 事. 節

啓下敎, 曹啓目, 議政府印信一顆造成, 依備局印信例同置, 備局文簿成貼時, 分管擧行事, 自

備邊司, 節目啓下矣. 同印信, 令該曹鑄成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進排, 文

到日爲始, 行用事, 牒報, 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印信鑄成時, 原作木拾伍疋, 匠人工錢

鐵物價拾兩, 自戶曹輸 , 故捧上是乎旀, 新印 呈納爲只爲”

25) �印信謄 � 四, 1864년(고종 1) 2월 22일. “甲子二月二十二日, 戶曹了. 一. 曹爲相 事. 今

此議政府印信新鑄時, 所入物力, 依再昨年銀印造成時例, 以綿 十五疋, 錢十兩上下事, 自貴

曹捧甘矣. 無論上司 該司, 京各司印信鑄成時, 作木十五疋及匠人工錢鐵物價二十兩, 卽是定

例也. 銀印改鑄時, 則物力自在, 故 今番稱異, 固不當援此爲例, 而今番上下之數, 有違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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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에 의정부인의 개조는 조에서 의정부에 보낸 첩정과 국왕에게 올린 계

목 등의 문서 행정이 1862년(철종 13)과 비슷하 다. 다만 인신을 분실한 것이 아

니라 비변사와 의정부의 업무 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의정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草記가 없어져서 문서 행정이 간결화 되었다. 

의정부 이외에 비변사와 종친부 등과 같이 조보다 품계가 높은 아문에서 인

신을 개조할 경우에도 문서 행정이 동일하 다. 조는 먼  해당 아문에 인신 개

조의 사유와 비용을 첩정을 통해 달하 고, 인신을 완성하면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보고하 으며, 해당 아문에 첩정과 함께 개조한 인신을 달하 다. 

2) 六曹와 3품 이하 아문의 印信

조선시  六曹는 이조․호조․ 조․병조․형조․공조의 여섯 아문으로 구성되

어 조정의 실질 인 업무를 담당한 앙 아문이다. 조정의 업무에 하여 육조는 

啓目․啓本 등을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앙 는 지방 아문과 牒呈․關 등을 

주고받을 때 육조의 인신을 踏印하 다. 한 오품 이하의 원에게 임명장인 고

신과 녹 을 기재한 녹패를 발 할 때에도 吏曹之印 는 兵曹之印․兵曹 上之印

을 답인하 다. 육조에서는 인신이 닳아서 篆文이 없어졌을 경우 조에 직  문

서를 보내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 고, 조는 인신을 개조한 후에 계목을 올려 국

왕에게 보고하 다. 육조 인신 개조 시의 문서 행정은 아래에 제시한 兵曹 上之

印, 兵曹郎廳之印, 吏曹之印의 개조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계사(1833, 순조 33) 9월 30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關에, 本曹 上과 郎廳이 사용하는 인신이 

오래되어 닳아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보내달라는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를 깎아서 보내라고 回移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13년 9월 30일에 좌부승지 신 趙秉常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26)26)

故玆以文移爲去乎, 相 後, 依數上下, 爲宜向事. 依例上下事, 捧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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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869, 고종 6) 10월 9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이조의 關에, 本曹 인신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져서 행용

할 수 없으니 다시 주조하여 보내달라는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를 깎아서 보내라고 回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동치 8년 10월 9일에 우부승지 신 趙準永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

라.’ 하 다.”27)27)

㉠은 1833년(순조 33) 9월에 兵曹 上之印과 兵曹郎廳之印을 개조한 후에 조

에서 순조에게 올린 계목이며, ㉡은 1869년(고종 6) 10월에 吏曹之印을 개조한 후

에 조에서 고종에게 올린 계목이다. 조 계목의 내용은 병조와 이조에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關을 언 하 으며, 이어서 새로 개조한 인신의 후록과 입계, 새

로운 인신의 사용, 옛 인신의 처리 방식, 계목 내용의 回移 등을 수록하 다.

육조는 모두 정2품아문으로 품계가 동등하기 때문에 關을 통해 인신의 개조를 

조에 요청하 다. 조는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關을 수하 고, 공조에서는 마

멸된 인신을 개조하 다. 인신 개조가 완료된 후에 조는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보고하 다. 국왕이 새로 개조한 인신을 확인하고 조 계목에 윤허를 내리면 

조는 계목의 내용을 수록한 關을 통해 回移하고 아울러 개조한 인신을 달하

다. 육조 이외에 한성부․개성부․ 주부․수원부 등과 같이 조와 품계가 동등

한 아문에서 인신을 개조할 경우에도 육조 인신의 개조 과정과 동일하 다. 

26) �印信謄 � 二, 1833년(순조 33) 9월 30일. “癸巳九月三十日. 一. 曹啓目. 節到付, 兵曹關

內, 本曹 郞所用印信, 年久刓弊, 改鑄以 事, 關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

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以

事, 回移, 何如. 道光十三年九月三十日. 同副承旨臣趙秉常次知. 啓依允.”

27) �印信謄 � 四, 1869년(고종 6) 10월 9일. “己巳十月初九日. 曹啓目. 節到付, 吏曹關內, 本

曹印信, 年久磨刓, 不堪行用, 改鑄以 事, 關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以 事, 回

移, 何如. 同治八年十月初九日, 右副承旨臣趙準永次知.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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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순조 33)

兵曹 上之印

1833년(순조 33)

兵曹郎廳之印

1869년(고종 6)

吏曹之印

六曹 關 國王 啓下禮曹 啓目
禮曹 關․

印信 달
印信 改造

<그림 3> 兵曹․吏曹의 인신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이어서 조보다 품계가 낮은 3품 이하 아문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

은 典獄署印과 成均館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을유(1825, 순조 25) 11월 27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典獄署의 牒呈에, 本署 인신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져

서 증빙할 수 없으니 다시 주조하여 보내달라는 첩정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서 보내라고 分

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5년 11월 27일에 좌부승지 신 李寅泰가 담당하 다. ‘아

뢴 로 하라.’ 하 다.”28)28) 

㉡ 정사(1857, 철종 8) 4월 26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成均館의 牒呈에, 本館 인신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졌

28) �印信謄 � 二, 1825년(순조 25) 11월 27일. “乙酉十一月二十七日. 一. 曹啓目. 節到付, 典

獄署牒呈內, 本署印信, 年久刓弊, 無以憑信, 改鑄以 事, 牒呈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

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以 事, 分付, 何如. 道光五年十一月二十七日. 左副承旨臣李寅泰次知.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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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다시 주조하여 보내달라는 첩정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내고 보내라고 分付하는 것이 어

떠합니까? 함풍 7년 4월 26일에 우부승지 신 李羲俊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보낸 甘結을 粘連하 다.]”29)29)

㉠은 1825년(순조 25) 11월 典獄署印을 개조한 후에 조에서 순조에게 올린 

계목이며, ㉡은 1857년(철종 8) 4월 成均館印을 개조한 후에 조에서 철종에게 

올린 계목이다. 옥서는 조선시  옥에 갇힌 죄인을 장하는 종6품아문이며,30)30) 

성균 은 儒學의 敎育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3품아문이다.31)31) 옥서와 성균

은 조보다 품계가 낮은 아문이기 때문에 조에 牒呈을 보내서 인신 개조를 요

청하 다. 조는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關을 수하 고, 공조는 마멸된 인신을 

개조하 다. 인신 개조를 완료한 후에 조는 계목을 올려 보고하 다. 

조 계목은 앞에서 살펴본 육조 인신을 개조한 후에 조에서 올리는 계목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계목의 앞부분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문서로 關 

신에 첩정을 인용하 는데, 조보다 품계가 낮은 아문이기 때문에 첩정으로 인

신 개조를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계목 내용을 달할 때에 조에서 옥서와 

성균 에 分付하 고, 조에서 分付할 때에 關이나 첩정 신에 甘結을 달하

다. 이것은 ㉡에 기재된 ‘보낸 甘結을 粘連하 다.(粘連捧甘)’는 내용에서 련된 

감결에 인신의 개조, 새로운 인신의 사용, 옛 인신의 처리 방식 등의 내용을 수록

한 것으로 보인다. 

29) �印信謄 � 四, 1857년(철종 8) 4월 26일. “丁巳四月二十六日. 一. 曹啓目. 節到付, 成均館

牒呈內, 本館印信, 年久磨刓, 改鑄以 事, 牒呈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以 事, 

分付, 何如. 咸豊七年四月二十六日. 右副承旨臣李羲俊次知. 啓依允.〔粘連捧甘〕”

30) �大典 通�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典獄署. “《原》 掌獄囚, 副提調一員, 承旨, 主簿一

員, 從六品, 奉事, 從八品, 《原》 一員, 《續》 減, 參奉二員, 從九品, 《原》 一員, 《續》 加一員.”

31) �大典 通�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成均館. “《原》 掌儒學敎誨之任. … 知事一員, 正二

品, 《增》 大提學例兼, 同知事二員, 從二品, 大司成一員, 正三品, 祭酒一員, 正三品, 《續》 

增置, 《增》 一二品亦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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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순조 25)

典獄署印

1857년(철종 8)

成均館印

해당 아문 

牒呈
國王 啓下禮曹 啓目

禮曹 甘結․

印信 달
印信 改造

<그림 4> 典獄署印․成均館印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앙 아문은 조를 심으로 품계에 따라 해당 아문에서 關과 첩정으로 인신 

개조를 요청하 다. 앙 아문의 인신 개조에서 �經國大典� 用文字式이 반 되어 

문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32)32)

3) 기타 앙 아문의 印信 

앞에서 살펴본 의정부․육조․성균 ․ 옥서 등의 앙 아문은 조에 關이나 

牒呈을 보내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그러나 일부 앙 아문은 關과 첩정 이

외에 다른 문서로 요청하 다. 인신 개조와 련된 다양한 문서 행정은 아래에 제

시한 藝文館․總衛營․講書院․衛從司의 인신 개조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갑자(1804, 순조 4) 정월 19일.

일. 조 계목. “別兼春秋 洪秉喆이 아뢴 바로 인하여 문  인신을 改造한다는 擧

32)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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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條件을 啓下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개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

여 入啓하 으니 계하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라고 分

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가경 9년 정월 19일. 동부승지 신 朴鍾淳이 담당하 다.”33)33) 

㉡ 병오(1846, 헌종 12) 8월 17일

일. “司 이 口傳下敎로 내리기를, ‘總衛營 節目을 비록 아직 啓下하지 않았지만, 인

신은 이미 조에서 조성하여 마련하 다. 이 아래에 두 인신은 즉 壯勇營의 옛 인신

이다. 이 모양을 따라 즉시 조성해서 들이라고 조에 분부하라.’ 하 다.〔禁衛營印信 

2顆는 본조에서 見樣을 따라 조성한 후에 내리고, 장용  인신 2顆는 모두 같은 달 19

일에 승정원에서 微稟하여 들 다.〕”34)34)

㉢ 기축(1829, 순조 29) 12월 27일.

일. 조 申目. “講書院․衛從司에서 행용하는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만들어 보내게 

한다는 각각 그 官司의 別單에 (왕세자가) 達下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새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해서 入達하 으니 達下를 기다려 즉시 수송하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라고 知委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9년 12월 28일

에 동부승지 신 朴容壽가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35)35) 

33) �印信謄 � 一, 1804년(순조 4) 1월 19일, “甲子正月十九日. 一. 曹啓目. 因別兼春秋洪秉

喆所啓, 藝文館印信改造事擧條, 啓下矣. 同印信, 令該曹改造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事, 分付, 何如. 嘉慶九正月十九日. 同副承旨臣朴次知. 

啓依允.”

34) �印信謄 � 三, 1846년(헌종 12) 8월 17일, “丙午八月十七日. 一. 以司 口傳下敎曰, 總衛

營節目, 雖未啓下, 印信, 旣自禮曹, 造成磨鍊矣. 此下二印信, 卽壯勇營 印也. 依此樣, 卽速

造成以入事, 分付禮曹.〔總衛營印信二顆 自本曹, 依見樣造成後, 內下, 壯勇營 印信二顆, 

並以同月十九日, 自政院, 微稟以入.〕”

35) �印信謄 � 二, 1829년(순조 29) 12월 27일, “己丑十二月二十七日. 一. 曹申目. 講書院․

衛從司行用印信, 令該曹造 事, 各其司別單達下矣. 同印信, 令該曹新鑄後, 印文後 , 入達

爲白去乎, 待達下, 卽爲輸 , 文到日爲始, 行用事, 知委, 何如. 道光九年十二月二十八日. 同

副承旨臣朴容壽次知. 達依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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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순조 4)

藝文館印

1846년(헌종 12)

總衛營印

1846년(헌종 12)

總衛營從事官印

1829년(순조 29)

講書院印

1829년(순조 29)

衛從司印

<그림 5> 기타 앙 아문의 인신

㉠은 1804년(순조 4) 1월에 藝文館印을 개조할 때에 조에서 순조에게 올린 

계목으로, 인신의 개조 과정에서 擧行條件이 행용되었다. 거행조건은 筵席에서 국

왕과 신하가 모여 국정을 논의한 사안 에 거행해야 할 내용을 승정원에서 작성

하여 入啓하는 문서이다.36)36)1803년(순조 3) 12월 13일에 창덕궁 인정 에서 화재

가 발생하 고,37)37)이 과정에서 문 의 인신을 잃어버렸다. 別兼春秋 洪秉喆은 12

월 21일 召 에서 이번 화재로 문 의 인신을 잃어버렸으니 조에 분부하여 改

造하는 것이 어떠한 지를 아뢰었다.38)38)승정원에서는 홍병철이 아뢴 내용을 거행조

건으로 작성하여 순조에게 입계하고 啓下받았다. 이어서 승정원에서 조에 거행

할 사안을 즉시 분부하 고,39)39) 조에서는 공조에서 문 인을 개조한 후에 계목

을 올려 보고하 다. 조 계목에서는 거행조건의 啓下, 인문의 후록과 입계, 새로

운 인신의 사용, 계목 내용의 달 등을 수록하 다.

36) 이근호, 2016 ｢조선 후기 擧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규장각� 49, 75면 ; 김병

구, 2019 ｢조선후기 擧行條件의 고문서학  察｣, �고문서연구� 54, 171면.

37) �純祖實 � 5권, 순조 3년(1803) 12월 13일(갑술). “仁政殿災. 酉時火起於宣政殿西行閣, 

延燒至仁政殿, 命宮城扈衛. 璿源殿接近仁政殿, 政院以救火戒嚴之節, 令閣臣從便擧行, 又以

移奉處所, 以宙合樓爲之之意, 啓稟.”

38) �承政院日記� 1874책, 순조 3년(1803) 12월 21일(임오). “癸亥十二月二十一日午時, 上御

恭默閤. 召 入侍時, … 秉喆曰, 今番火災時, 本館印信, 見失於蒼黃之際, 分付禮曹, 以爲改

造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39) 김병구, 2019 앞의 논문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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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46년(헌종 12) 8월에 總衛營印과 總衛營從事官印의 조성에 해 헌종이 

내린 口傳下敎이다. 구 하교는 국왕의 명령을 달하는 방식 에 하나로 口傳으

로 달되는 下敎가 정조 이후에 草紙에 작성되어 司 을 통해 승지에게 달되는 

문서이며, 朝報에 반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명령할 때에 작성한 문서이다.40)40) 

1846년 8월에 헌종은 숙 의 소홀함을 문제로 지 하면서 摠戎廳을 고쳐서 총

을 만들고 숙 를 엄하게 하며 節目을 묘당에서 마련하여 계하하라는 명령을 내렸

다.41)41)이어서 總衛營印과 總衛營從事官印을 장용  인신의 모양을 따라 즉시 만들

어 들이라는 내용으로 구 하교를 내렸다. 헌종의 구 하교는 司 을 통해 조에 

分付되었고, 조는 구 하교에 따라 총  인신을 헌종에게 올렸으며, �인신등록�

에 헌종의 구 하교를 수록하고 인신을 답인한 종이를 붙여 후록하 다. 

㉢은 1829년(순조 29) 12월에 講書院印과 衛從司印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에

서 왕세자(효명세자)에게 올린 申目으로 인신의 개조 과정에서 別單이 행용되었

다. 신목은 왕세자의 리청정 기간에 앙 아문에서 왕세자에게 아뢰는 문서로 

계목 신에 入達하여 達下받았으며,42)42)별단은 원이나 사에서 국왕에게 올리

는 문서로 련 있는 사안을 별도의 單子로 작성하는 문서이다.43)43)講書院은 왕세

손의 교육을 담당하는 아문이고, 衛從司는 왕세손을 모시고 호 하는 임무를 담당

하는 아문으로 강서원과 종사에서 행용할 인신의 제작을 요청하는 別單을 왕세

자에게 入達하여 達下받았다. 공조에서 강서원과 종사의 인신을 개조한 후에 

조에서 신목을 올려 보고하 다. 조 신목에서는 별단의 達下, 인문의 후록과 入

40) 이근호, 2014 ｢조선시  국왕의 備忘記 연구｣, �고문서연구� 44, 18-19면; 이근호, 2019  

｢조선후기 口傳下敎의 下達 體系와 개편｣, �고문서연구� 54.

41) �憲宗實 � 13권, 헌종 12년(1846) 8월 5일(정사). “敎曰, 宿衛之 虞, 莫甚於近日, 不得

不變通. 前亦有已例, 革摠戎廳爲總衛營, 使之分番入直於禁中, 以嚴宿衛, 凡百節目, 令廟 , 

從長磨鍊啓下.”

42) 조미은, 2010 ｢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硏究｣, �고문서연구� 36, 85-86면 ; 조

미은, 2014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206면.

43) 이강욱, 2014 ｢《日省 》 別單의 형식  분류｣, �민족문화� 44,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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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 새로운 인신의 사용, 신목 내용의 달 등을 수록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앙 아문은 � 회통� 등의 법 에 규정된 사로 關․牒

呈․擧行條件․口傳下敎․別單 등을 통해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 다. 이어서 법 에 규정되지 않은 앙 아문의 인신을 제작할 때의 문서 

행정을 魂殿의 인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혼 은 국왕이나 왕비의 神位를 종묘에 祔廟하기 에 모시는 사당으로 이조에

서 口傳政事를 통해 종9품의 魂殿參奉 2명을 임명하여 혼 을 리하게 하 다.44)44) 

혼 참 은 혼 에 제사를 지내거나 혼 을 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발 할 때

에 행용할 印信이 필요하 다. 혼 은 국왕이나 왕비의 국상 때에 설치하 다가 

종묘에 부묘된 이후에 폐지하 기 때문에 혼 참 의 인신은 철로 주조하지 않고 

木印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혼 참 의 인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에서 발

한 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신(1800, 순조 즉 년) 10월 일.

일. 조 감결. “혼 참 이 행용할 木印을 校書館으로 하여  만들어 지 하라고 

啓下하 다. 상고하여 거행하는데, 만일 지체하거나 늦으면 죄를 달게 받기를 사양하지 

말라.〔戶曹書吏, 校書館, 圖畫署.〕”45)45)

㉡ 갑자(1864, 고종 1) 3월 일.

일. “ 조 감결. 혼 참 이 사용할 木印을 校書館으로 하여  만들어 지 하라고 

啓下하 다. 동 木印信을 깊게 서 조에 올리는데, 만일 지체하거나 늦으면 죄를 달

게 받기를 사양하지 말라.”46)46)

44) �承政院日記� 2671책, 철종 14년(1863) 12월 15일(丁亥), “吏曹口傳政事, 孝文殿參奉二單, 

趙敎植․崔致恒.”

45) �印信謄 � 一, 1800년(순조 즉 년) 10월, “庚申十月 日. 一. 曹甘結. 魂殿參奉所用木印, 

令校書館造給事, 啓下爲有置. 相 擧行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戶曹書吏, 校書館, 圖

畫署.〕”

46) �印信謄 � 四, 1864년(고종 1) 3월, “甲子三月 日. 一. 曹甘結. 魂殿參奉所用木印, 令校書

館造給事, 啓下爲有置. 同木印信, 深刻上曹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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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1800년(순조 즉 년) 10월 정조의 혼 인 孝元殿과 1864년(고종 1) 3

월에 철종의 혼 인 孝文殿에서 참 이 행용할 인신을 제작할 때에 조에서 발

한 감결이다. 혼 이 설치되면 조는 혼 참 의 인신을 校書館에서 제작하게 할 

것을 요청하여 국왕의 啓下를 받았다. 이후 조는 해당 아문에 甘結을 보내서 혼

참 이 행용할 木印의 제작을 명령하 다. 조의 감결은 호조의 서리와 교서

과 도화서에 달되었다. 당시 木印을 제작할 때에 호조에서 필요한 물자를 제공

하 고 도화서에서 畫員이 篆文을 썼으며 교서 에서 木印을 새겼기 때문에 조

는 세 곳에 감결을 보냈다. 

正祖 魂殿 貞純王后 魂殿 純祖 魂殿 孝顯王后 魂殿 憲宗 魂殿 哲宗 魂殿

1800년

(순조 즉 년)

孝元殿參奉印

1805년 

(순조 5)

孝安殿參奉印

1835년

(헌종 1)

孝成殿參奉印

1843년

(헌종 9)

徽定殿參奉印

1849년

(철종 즉 년)

孝定殿參奉印

1864년

(고종 1)

孝文殿參奉印

<그림 6> 魂殿參奉의 인신

�인신등록�에 수록된 혼 참 의 인신은 1800년(순조 즉 년)에 정조의 혼 인 

孝元殿參奉印부터 1864년(고종 1)에 철종의 혼 인 孝文殿參奉印까지 총 6顆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孝元殿參奉印은 직방형이지만, 나머지 5개의 參奉印은 모

두 정방형으로 제작되었다. 한 孝文殿參奉印은 �인신등록�에 색 인문이 답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 참  인신이 답인된 고문서는 재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선 왕과 왕비의 신 를 리하는 혼 에서 인신을 만들어 사용한 에서 

공식 인 아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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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아문의 印信 改造와 문서 행정

지방 아문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은 찰사․통제사의 인신과 수군

도사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 조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이어서 찰사에 소속된 지방 수령과 지휘 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도 어떠한 

보고를 거쳐 문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지방 아문 가운데 

신설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인신을 개조하는 문서 행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찰사․통제사와 수군 도사의 印信

조선시  찰사와 통제사는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원으로 부임지

의 지방 수령  지휘 을 통솔하 다. 찰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경기부터 평안

도까지 8도에 각각 1員이 임명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巡

察使와 지방 수령을 兼職하 다. 통제사는 경상․충청․ 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 으로 품계가 종2품이고, 인원이 1員이며, 경상우도수군 도사를 겸직하

면서 경상․충청․ 라의 舟師를 통솔하 다.47)47) 찰사와 통제사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은 京畿觀察使印과 三道統制使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묘(1807, 순조 7) 1월 24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京畿監司 移文에, 本營의 인신이 주조하여 만든 것이 

오래되어 篆文의 자취가 닳아져 없어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移文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

은 篆文을 깎아내고 올려 보내라고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가경 12년 정월 24일

에 동부승지 신 宋知濂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48)48)

47) �大典 通� ｢兵典｣ 外官職. “《續》 宣祖朝, 慶尙道置統制使, 統慶尙․忠淸․全羅舟師.” �大

典 通� ｢兵典｣ 外官職 【慶尙道】. “水軍統制使一員[從二品 《續》 增置.]… 節度使三員〔正

三品 ○二, 左道․右道, 一, 觀察使兼 《續》 右道, 統制使兼.〕”

48) �印信謄 � 一, 1807년(순조 7) 1월 24일. “丁卯正月二十四日. 一. 曹啓目. 節到付, 京畿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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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1830, 순조 30) 11월 17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統制使 關에, 本營의 인신이 여러 해가 지나서 마모

되고 닳아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내고 올려 보

내는 내용으로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10년 11월 17일에 우부승지 신 尹秉

烈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49)49)

㉠은 1807년(순조 7) 1월에 京畿觀察使印을, ㉡은 1830년(순조 30) 11월에 三道

統制使印을 각각 개조한 후에 조에서 순조에게 올린 계목이다. 경기 찰사와 삼

도통제사는 행용하던 인신이 마모되고 닳아서 篆文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에 직

 關을 보내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조는 찰사와 통제사의 關을 수

하 고, 공조에서 찰사와 통제사의 인신을 개조하 다. 인신의 개조를 완료한 후

에 조는 순조에게 계목을 올려 새로운 인신을 보고하 다. 

조 계목에서는 경기 찰사와 삼도통제사가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關을 언

하 고, 이어서 새로 개조한 인신의 후록과 입계, 새로운 인신의 사용, 옛 인신의 

처리 방식, 계목 내용의 行移 등을 수록하 다. 조는 순조의 啓下를 받은 후에 

경기 찰사와 삼도통제사에게 關을 보내서 계목의 내용과 개조한 인신을 달하

다. 경기 찰사와 삼도통제사는 개조된 인신을 수취한 후에 옛 인신의 篆文을 깎

아내고 올려 보냈으며, 이어서 장계를 올려 새로운 인신을 받고 옛 인신을 처리한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 다.50)50) 

司移文內, 本營印信, 鑄成年久, 篆跡磨滅, 改鑄下 事, 移文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

後, 印文後 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嘉慶十二年正月二十四日. 同副承旨臣宋知濂次知. 啓依允.”

49) �印信謄 � 二, 1830년(순조 30) 11월 17일. “庚寅十一月十七日. 一. 曹啓目. 節到付, 統制

使關內, 本營印信, 年久磨刓, 改鑄下 事, 關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

移, 何如. 道光十年十一月十七日. 右副承旨臣尹秉烈次知. 啓依允.”

50) 통제사가 올린 狀啓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印信을 改造한 후에 狀啓로 보고하는 

경우는 충청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노인환, 2017 앞의 논문, 194-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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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순조 7)

京畿觀察使印

1827년

(순조 27)

京畿觀察使印

1860년

(철종 11)

京畿觀察使印

1830년

(순조 30)

三道統制使印

1867년

(고종 4)

三道統制使印

觀察使․統制使 

關

國王 啓下

印信 改造

禮曹 關․印信 

달

觀察使․統制使 

狀啓

禮曹 啓目

<그림 7> 京畿觀察使印․三道統制使印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수군 도사는 각 道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 으로 품계가 정3품이고, 인원

은 각 도마다 1~3명씩 있었으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찰사․통제사․통어사가 

겸직하 다. 수군 도사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은 1820년(순조 20) 4월

에 黃海道水軍節度使印의 개조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진(1820, 순조 20) 4월 20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黃海水使 牒呈에, 本營의 인신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篆文의 흔 이 닳아 없어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첩정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

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내고 

올려 보내는 내용으로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뢴 로 하라.’ 하 다.”51)51)

51) �印信謄 � 二, 1820년(순조 20) 4월 20일. “庚辰四月二十日. 一. 曹啓目. 節到付, 黃海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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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순조 20)

1838년

(헌종 4)

1853년

(철종 4)

1860년

(철종 11)

1867년

(고종 4)

黃海水使 牒呈

國王 啓下

印信 改造

禮曹 關․印信 

달
黃海水使 狀啓

禮曹 啓目

 

<그림 8> 黃海道水軍節度使印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황해수사는 인신을 조성한지 오래 되어 篆跡이 닳아 없어져서 다시 주조하여 

내려  것을 요청하는 첩정을 조에 보냈다. 조는 황해수사의 첩정을 수하

고, 공조에서 黃海道水軍節度使印을 개조하 다. 인신의 개조를 완료한 후에 조

는 순조에게 계목을 올려 새로운 인신을 보고하 다. 이어서 조에서 국왕에게 

계목으로 보고하는 과정, 조에서 황해수사에게 關을 보내서 계목의 내용을 行移

하는 과정, 황해수사가 국왕에게 장계로 보고하는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찰사․

통제사의 인신을 개조할 때와 동일하 다. 이후 1820년(순조 20)부터 1867년(고종 

4)까지 총 5차례 黃海道水軍節度使印을 개조할 때에도 황해수사가 조에 첩정으

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고 조에서 계목을 올려 인신 개조를 보고하는 문서 행

정은 동일하 다. 

使牒呈內, 本營印信, 造成年久, 篆跡刓削, 改鑄下 事, 牒呈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

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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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사․통제사와 수군 도사의 인신을 개조할 때에 關과 첩정을 통해 인신의 

개조를 요청한 것은 �經國大典� 用文字式에 따른 것이다. 찰사․통제사는 조

와 동등한 아문이기 때문에 關을 보냈고, 수군 도사는 조보다 하  아문이기 

때문에 첩정을 보냈다. 

2) 지방 수령과 지휘 의 印信

앞에서 살펴본 찰사․통제사와 수군 도사는 조에 직  關이나 첩정을 보

내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 고, 국왕에게 장계를 올려 보고하 다. 그러나 지방 수

령과 지휘 은 인신 개조를 요청할 때에 상  원을 통해 조에 인신 개조를 요

청하 다. 지방 수령과 지휘 의 인신을 개조할 때의 문서 행정은 1821년(순조 

21) 12월에 安山郡守之印과 1825년(순조 25) 12월에 慶尙左道水軍虞候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신사(1821, 순조 21) 12월 1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경기감사 關에 련된 안산군수 牒呈에, 本郡의 인신

을 행용한지 오래되어 字劃이 닳아 없어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내용을 

련한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

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내고 올려 보내라고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1년 12월 1일에 우부승지 신 尹豊烈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52)52)

㉡ 을유(1825, 순조 25) 12월 29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경상감사 關에 련된 좌도수군우후 첩정에, 우후의 

인신이 造成한지 오래되어 字劃이 닳아 없어졌으니 다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내

용을 련한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다시 주조하게 한 후에 인

52) �印信謄 � 二, 辛巳(1821, 순조 21) 12월 1일. “辛巳十二月初一日. 一. 曹啓目. 節到付, 京

畿監司關粘連, 安山郡守牒呈內, 本郡印信, 行用年久, 字劃刓弊, 改鑄下 事, 粘關是白置有

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

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道光元年十二月初一日. 同副承旨臣尹豊烈次

知.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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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

터 행용하는데, 옛 인신은 篆文을 깎아내고 올려 보내는 일로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5년 12월 29일에 동부승지 신 洪學淵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53)53)

1821년(순조 21)

安山郡守之印

1825년(순조 25)

慶尙左道水軍虞候印

지방 수령․지휘  

印信 수취
觀察使 狀啓

印信 改造
지방 수령 ․ 

지휘  牒呈
觀察使 關 禮曹 啓目

國王 啓下
禮曹 關․印信 

달

<그림 9> 安山郡守之印․慶尙左道水軍虞候印과 인신 개조의 문서 행정

안산군수와 경상좌도수군우후는 인신을 행용한지 오래되어 字劃이 닳아 없어졌

기 때문에 개조하여 내려  것을 요청하는 첩정을 상  원인 경기 찰사와 경

상도 찰사에게 올렸다. 경기 찰사와 경상도 찰사는 군수와 우후의 첩정을 

련해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關을 조에 보냈다. 조는 경기 찰사와 경상도

53) �印信謄 � 二, 1825년(순조 25) 12월 29일. “乙酉十二月二十九日. 一. 曹啓目. 節到付, 慶

尙監司關粘連, 左道水軍虞候牒呈內, 虞候印信, 造成年久, 字劃刓缺, 改鑄下 事, 粘關是白

置有亦. 同印信, 令該曹改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

用爲白乎矣, 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道光五年十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洪

學淵次知.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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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사의 關을 수하 고, 공조에서 안산군수와 경상좌도수군우후의 인신을 개

조하 다. 인신의 개조를 완료한 후에 조는 순조에게 계목을 올려 새로운 인신

을 보고하 다. 

조 계목에서는 경기 찰사와 경상도 찰사의 關에 련된 안산군수와 경상좌

도수군우후의 첩정을 언 하 다. 이어서 새로 개조한 인신의 후록과 입계, 새로운 

인신의 사용, 옛 인신의 처리 방식, 계목 내용의 行移 등을 수록하 다. 조는 순

조의 啓下를 받은 후에 경기 찰사와 경상도 찰사에게 關을 보내서 계목의 내용

과 개조한 인신을 달하 고, 경기 찰사는 안산군수에게 경상도 찰사는 경상

좌도수군우후에게 각각 개조한 인신을 달하 다. 인신이 달된 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안산군수와 경상좌도수군우후는 3품 이하의 원으로 국왕에게 직  장

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경기 찰사와 경상도 찰사가 국왕에게 장계로 보고하

다.54)54) 

군수와 우후 이외에 목사․부사․찰방․만호․첨사 등 지방 수령과 지휘 이 인

신 개조를 요청할 때에도 상  원인 찰사에게 첩정으로 보고한 후에 찰사가 

조에 關을 보내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한 인신을 개조하여 달한 후에도 

찰사가 장계를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 다. 즉 지방 수령과 지휘 의 인신을 개조

할 때의 문서 행정은 지방 수령․지휘 - 찰사- 조-국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3) 신설․변경된 지방 아문의 印信

조선 후기에 지방 아문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해당 아문의 인신을 개조

한 후에 조에서 인문을 후록한 啓目을 올려서 국왕의 윤허를 받았고, 개조된 인

신을 내려 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僉使․別  등의 신설, 邑에서 鎭으로의 변경, 

萬戶에서 權管으로의 변경 등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 ․承政院․掌隸院․司諫院․宗簿

寺亦得直啓,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事啓目, 外則無啓目.〕直行移,〔相 事

外皆啓〕其餘衙門, 並報屬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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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1804, 순조 4) 9월 8일.

일. 조 계목. “開城留守 徐美修의 장계로 인하여 신설된 靑石鎭僉使의 인신을 새

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내용으로 啓下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새로 주

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

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하라는 내용으로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가경 9년 9월 

8일에 행도승지 신 徐瀅修가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55)55) 

㉡ 갑진(1844, 헌종 10) 6월 5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함경감사 關에, 도내 長津은 이미 邑을 하고 다

시 鎭이 되었으니 僉使가 행용하는 印信을 새로 주조해서 내려 보내달라는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行用하는데 에 행용한 인

신은 篆文를 깎아서 올려 보내라는 내용으로 行移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  24년 6

월 5일에 동부승지 신 金漢益이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56)56)

㉢ 기미(1859, 철종 10) 3월 22일.

일. 조 계목. “이번에 도착한 함경감사의 關에 련된 仁遮外權管의 牒呈에, 本鎭 

萬戶를 權管에 임시로 임명하 으니 행용할 印信을 새로 주조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내

용을 련한 關이라 하 습니다. 동 인신을 해당 아문에서 주조하게 한 후에 인문을 

후록하여 入啓하 으니 啓下를 기다려 즉시 내려 보내고 인문이 도착하는 날부터 행용

하는데 에 사용한 인신은 篆文를 깎아서 올려 보내라는 내용으로 行移하는 것이 어

떠합니까? 함풍 9년 3월 22일에 좌부승지 신 姜㳣가 담당하 다. ‘아뢴 로 하라.’ 하

다.”57)57)

55) �印信謄 � 一, 1804년(순조 4) 9월 8일. “甲子九月初八日. 一. 曹啓目. 因開城留守徐美修

狀啓, 新設靑石鎭僉使印信, 新造下 事, 啓下矣. 同印信, 令該曹新鑄後, 印文後 , 入啓爲白

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行用事, 行移, 何如. 嘉慶九年九月初八日. 行都承旨臣徐

瀅修次知. 啓依允.”

56) �印信謄 � 三, 1844년(헌종 10) 6월 5일. “甲辰六月初五日. 一. 曹啓目. 節到付, 咸鏡監司

關內, 道內長津, 旣已罷邑還鎭, 僉使行用印信, 新鑄下 事, 關是白置有亦. 同印信, 令該曹鑄

出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白乎矣, 前用印信乙

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道光二十四年六月初五日. 同副承旨臣金漢益次知. 啓依允.”

57) �印信謄 � 四, 1859년(철종 10) 3월 22일. “己未三月二十二日. 一. 曹啓目. 節到付, 咸鏡

監司關粘連, 仁遮外權管牒呈內, 本鎭萬戶, 權作權管, 行用印信. 新鑄下 事, 粘關是白置有

亦. 同印信, 令該曹鑄出後, 印文後 , 入啓爲白去乎, 待啓下, 卽爲下 , 文到日爲始, 行用爲

白乎矣, 前用印信乙良, 削篆上 事, 行移, 何如. 咸豊九年三月二十二日, 左副承旨臣姜㳣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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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순조 4)

靑石鎭僉使印

1844년(헌종 10)

長津鎭僉使印

1859년(철종 10) 

仁遮外權管印

<그림 10> 지방 아문의 신설과 변경에 따라 개조된 인신

㉠은 새로운 鎭의 설치와 僉使의 임명에 따라 인신을 새로 만든 사례이다. 1803

년(순조 3) 12월에 개성부유수 서미수는 순조에게 장계를 올려 개성의 서북쪽 30

리에 치한 靑石洞에 성을 쌓아서 鎭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 다.58)58)조정에서 靑

石鎭의 설치에 해 논의하 고, 1804년 8월에 순조는 청석진을 설치하고 청석진

첨사를 임명하 다.59)59) 한 순조는 청석진첨사의 인신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 보낼 

것을 명령하 고, 靑石鎭僉使印을 새로 제작하여 내려 주었다.

㉡은 邑에서 鎭으로 지방 아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신을 새로 만든 사례이다. 

1787년(정조 11) 8월에 함경도의 長津鎭을 長津府로 승격하 는데,60)60)이후 徭役이 

많아져서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로 인하여 함경도 찰사의 장계와 비변사의 의견

에 따라 1843년(헌종 9) 8월에 헌종은 장진부를 하고 다시 장진진을 설치하여 

첨사를 임명하 다.61)61)1844년에 함경도 찰사는 조에 關을 보내서 邑이 되

知. 啓依允.”

58) �承政院日記� 1874책, 순조 3년(1803) 12월 8일(기사).

59) �純祖實 � 6권, 순조 4년(1804) 8월 10일(병인). “置靑石鎭僉使. 曾有開城留守徐美修設

鎭之請也.”

60) �正祖實 � 24권, 정조 11년(1787) 8월 3일(무술). “陞長津鎭爲長津府.”

61) �憲宗實 � 10권, 헌종 9년(1843) 8월 2일(임인). “上御熙政 , 引見大臣備局 上. 革長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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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鎭이 되었으니 장진진첨사가 행용할 인신을 새로 주조해서 보낼 것을 요청하

다. 함경도 찰사의 요청에 따라 長津鎭僉使印을 새로 제작하여 내려 주었다.

㉢은 萬戶에서 權管으로 지방 아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신을 새로 만든 사례이

다. 1858년(철종 9) 12월에 의정 김좌근이 서북 변방 지역에 있는 從浦鎭․楸坡

鎭․夞怪鎭․平南鎭․仁遮外鎭․羅暖鎭․雲寵鎭․東水羅鎭․西水羅鎭의 만호를 권

으로 임시 변경하여 처음 직에 오른 사람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 다.62)62)이로 

인하여 仁遮外 등 9개 鎭에 初仕한 사람을 권 으로 임명하 고, 1859년부터 순차

으로 9개 鎭의 인신을 개조하 다. 仁遮外에서 권 이 함경도 찰사에게 첩정을 

올려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고, 함경도 찰사는 仁遮外權管의 첩정을 련한 關

을 조에 보내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인차외권 의 요청에 따라 仁遮外權

管印을 새로 주조하여 내려 주었다.

이와 같이 지방 아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해당 아문에서 행용할 인신을 개

조해 주었다. 신설된 지방 아문은 행용할 인신이 새로 필요하 고, 지방 수령  

지휘 의 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조된 인신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조선 후기 지방 행정 제도의 변화를 ‘인신의 개조’라는 

제도 인 측면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하 다.

5. 맺음말

지 까지 조선 후기에 印信 改造 제도와 사례, 앙과 지방 아문에서 인신을 개

조할 때에 이루어지는 문서 행정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印信謄 �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  인신에 한 업무는 조의 稽制司에서 담당하 다. 인신을 개조할 때

府爲長津鎭, 改府使爲僉使, 各樣逋穀一萬四千石零蕩減. 長津本鎭堡也, 設邑以來, 徭繁役穰, 

民散之四, 至是因道啓廟奏, 有是命.”

62) �哲宗實 � 10권, 철종 9년 12월 5일(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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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화서의 畫員이 인신에 들어갈 篆文을 쓰고 교서 에서 木印을 새겼으며 공

조에서 철로 된 인신을 주조하 다. 1746년( 조 22)에 시행된 �속 �에서는 인

신 개조에 드는 비용을 규정하여 앙 아문과 지방의 원에 따라 호조에 납부하

는 면포에 차등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 인신 개조는 해당 아문에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는 牒呈이나 關을 

조에 보내면 조에서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윤허를 받은 후에 인신을 개조하

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에 정조가 내린 判付와 定式으로 印文을 확인하는 규

정이 강화되어 인신 개조 제도가 변화하 다. 앙과 지방 아문의 인신 개조를 먼

 완료하고, 조에서 印文을 후록한 계목을 국왕에게 올려 윤허를 받은 후에 새

로 개조된 인신을 행용하 다. 이러한 인신 개조 제도의 변화는 �인신등록�의 기

재 방식에 향을 주었다. 1797년 이후에 등록된 �인신등록�에는 인신 개조를 보

고하는 계목과 印文을 踏印한 종이를 함께 수록하 다. 

앙 아문의 인신 개조와 문서 행정의 사례로서 조의 품계를 기 으로 조

보다 품계가 높은 의정부의 인신, 조와 동등한 육조의 인신, 조보다 품계가 낮

은 아문의 인신을 살펴보았다. 앙 아문은 품계에 따라 첩정이나 을 통해 조

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 고, 인신을 개조한 후에 조에서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윤허를 받았다. 앙 아문은 첩정이나  이외에 擧行條件․口傳下敎․別單 등의 

문서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한 魂殿과 같이 법 에 규정되지 않은 앙 

아문은 조의 甘結을 통해 인신 개조를 명령하 다. 

지방 아문의 인신 개조와 문서 행정의 경우, 조와 동등한 찰사․통제사는 

을, 수군 도사는 첩정을 통해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지방 수령과 지휘 은 

소속된 찰사에게 1차로 첩정을 올려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고, 해당 찰사가 

지방 수령과 지휘 의 첩정을 련한 을 조에 보내서 인신의 개조를 요청하

다. 앙 아문과 마찬가지로 인신을 개조한 후에 조는 계목을 올려 국왕의 윤허

를 받았고, 이어서 찰사에게 을 보내서 인신의 개조․행용과 이  인신의 처

리 방법을 달하 다. 최종 으로 인신을 받은 찰사․통제사․ 도사 등은 狀

啓를 올려 개조된 인신의 수취와 이  인신의 처리를 국왕에게 보고하 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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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변경된 지방 아문의 인신은 僉使와 別 이 신설되거나 邑에서 鎭으로 변경되

거나 萬戶에서 權管으로 변경될 경우에 인신을 새롭게 제작하 다. 이와 같이 조

선 후기에 인신 개조를 통해 살펴본 앙 아문과 지방 아문 사이에 문서 행정의 

시스템은 �經國大典� 用文字式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인신 개조와 문서 행정을 규장각에 소장된 �인신등록�을 활

용하여 연구하 다. �인신등록�은 재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 

snu.ac.kr/)’에서 원문 이미지가 공개되어 수록된 印文을 직  확인할 수 있다. 추

후 �인신등록�의 탈   정서, 역주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

신등록�의 원문  번역문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개별 인신에 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면, �인신등록�을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

한다.

논문투고일(2019. 4. 30),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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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seal amendment and document administration 

in late Joseon 

� Focusing on registry of government seal possessed by Kyujanggak Academy 

of Korean Studies �

Noh, Inhwan

In this study, document administrations in the proces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al amendment were reviewed in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registry of government 

seal possessed by Kyujanggak Academy of Korean Studies. Registry of government seal 

are the documents to report from Yejo to the king when the seal was amended and 

registered data with newly amended seal. The amendment process was performed after 

reporting Gyemok from Yejo to the king, upon request from the related Amoon or 

Chupjung to Yejo by Gwan. However, the rule to confirm the amended seal was 

strengthened by the order of Jungjo in 1797 (Jungjo Year 21). Once the government seal 

was amended, newly amended seal was used after sending Gyemok recorded with Inmoon 

afterwards from Yejo. This change affected the methods of writing registry of government 

seal, and Gyemok with amendment of government seal and sealed papers with Inmoon 

were included together since 1797. Amendment of government seal was requested to Yejo 

through Chupjung or Gwan in central Amoon while the amended Inmoon was reported 

through Gyemok to the king from Yejo. Governors and Jeoldosa of Navy in local Amoon 

requested to amend the government seal through Gwan and Chupjung, respectively. Local 

mayors and officers requested to amend the government seal through Chupjung to related 

Gwanchalsa, and he or she sent Gwan to Yejo that covered Chupjung requesting 

amendment of the seal.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A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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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te Joseon followed the rules of Yongmoon jashik in Gyeongguk Daejeon, upon 

reviewing amendment of government seal. 

Key words : registry of government seal, amendment of government seal, Yejo, Gymok, 

Chupjung, Gwan, Janggye, Gyeongguk daejeon, Yongmoon jash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