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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文의 胎芽期(夏․商․周)
2. 公文의 初步期(秦․漢 - 南北朝)
3. 公文의 發展成長期(隋, 唐, 宋, 元)

4. 公文의 定着 및 衰退期(明淸代)
5. 中國 古文書 硏究 現況

초록: 중국의 공문서의 발전과정은 크게 맹아기-초보기-성장기-정착쇠퇴
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실용문체의 연구는 현저하게
발전했다. 현재 중국에서 문서에 관한 연구는 비서학과, 문서학과, 應用寫作
學科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제도와 공문서제도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역사학자들이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
었다.
핵심어: 古代公文書, 공문서발전의 4단계, 專用文書, 실용문체, 정치제도

中國은 5천년의 문명 역사를 지니고 있다. 古代 시대에 이룩한 다양한 방면에서
의 찬란한 업적은 전 세계는 물론 오늘날 中國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公
文書는 國家管理에 있어 매우 중요한 道具이며 또한 文書에서 핵심이다. 公文書
는 數量이나 種類가 다양함은 물론 國家社會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다른 그
어느 것 보다 매우 크다.
中國의 古代公文書를 이해하면 中國의 古代 實用文體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中國의 古代公文의 變遷過程과 오늘날의 古文書 硏究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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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中國의 古代 公文書의 發展
過程과 현재 中國古代 公文書의 硏究現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中國에서 公文書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추정컨대 公文書는 國家組織의 출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판단된
다. 이렇게 볼 때 公文書는 夏왕조부터라고 할 수 있다. 夏왕조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건국하였기 때문에, 中國의 公文書의 시작도 최소 4천년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中國의 公文書의 發展過程을 크게 胎芽期, 初步期, 成長
期, 定着衰退期의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의 古代 公文書 硏究 現況을 조망할 것이다.

1. 公文의 胎芽期(夏․商․周)
이시기는 紀元前 21세기에서 紀元前 3세기 초까지의 기간이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秦이전 시대의 公文書는 주로 古代典籍과 出土文物에서나 가능하다. 淸
후기에 河南省 安阳의 殷墟에서 대량의 甲骨文字가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殷 王
朝에서 紂王이 멸망하기까지 273년간의 王의 系統, 王室事務, 征伐, 作況, 사냥, 왕
의 재위기간 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卜辭와 記事를 적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
해서 그 시대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초보적인 公文書의 성질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儒家의 經典 중의 하나인 뺷尙書뺸에는 唐, 虞, 夏, 商, 周 시대의 典, 謨, 訓, 誓,
命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業績, 祝賀, 戒律, 進言, 受命, 命令 등과 관련
한 口頭 및 書面 內容이 기재되어 있다. 어찌 보면 뺷尙書뺸는 中國 최초의 총괄 公
文書集인 셈이다.

뺷左傳뺸은 中國 최초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編年體 歷史書라 할 수 있다. 뺷春
秋뺸는 綱의 방식으로 시간의 전후에 따라 春秋時期의 각국의 內政外交 등 대소사
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뺷左傳뺸G 내용의 중요한 구성 부분은 行人辭令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바로 公務와 관련된 文書이다. 이 밖에도 뺷左傳뺸에는 각국
간의 맺은 盟約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盟’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公文
書의 형태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뺷戰國傳뺸은 歷史書로서 春秋戰國時代의 주요 자료들, 즉 策士의 著書나 史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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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들이 이곳에 실려 있다. 이는 策士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이시기의 各國의 政治, 外交 狀況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 策士는 君主에
조언하는 글을 올리는데, 이는 公文書의 관점에서 보면 上書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볼 때, 秦 以前의 公文書의 體式(格式)은 典, 谟, 训, 誓, 诰,
命, 令, 移, 盟, 征, 約剂, 事书, 计书, 玺书, 符节, 上书, 契, 丹书, 谱牒, 丁籍, 版图,
语书 等 거의 30종에 달한다. 이처럼 공문서의 종류는 상당히 복잡하였다. 그러나
이를 다시 범주화하면 결국에는 王命文書, 奏議文書, 官府文書, 專用文書의 4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王命文書는 王과 諸侯가 사용하던 命令性 文書이다. 문서의 用途와 수신
자는 다르나 이러한 王命文書는 典, 诰, 誓, 命, 令, 玺书 等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奏議文書는 臣下가 君王나 諸侯에게 올린 建議性 文書이다. 이런 문서로는 訓, 謨,
上書 等이 있다. 官府文書는 各級 官員과 官廳사이에 사용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
서로는 征, 事书, 语书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專用文書로는 約剂, 计书, 符节, 券,
契, 丹书, 谱牒, 丁籍, 版图, 方册 등이 있다.

2. 公文의 初步期(秦․漢 ― 南北朝)
이시기는 기원전 3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이다. 기원전 221년에 秦王 嬴政은
中國역사상 최초로 封建專制帝國을 건립하였다. 이후 西汉, 新莽, 东汉, 三国, 東
西晋, 南北朝를 거쳐 589년에 隋가 다시 전국을 통일하였다. 이시기는 시간적으로
는 810년 기간이다. 秦漢시기의 통일국가,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分裂에 따라 이
기간은 政治, 經濟, 文化 등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
들은 公文書의 發達過程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統治者는 公文書를 國家統治의 중요하고도 유력한 道具와 手段으로 인식
하였다.
둘째, 封建集權 文書制度의 基本的 確立이다. 公文書는 國家管理에 있어 封建集
權制度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이시기에 와서 統治者에게 보다 유리한 公
文書 제도와 관련한 規範을 제정하였다.
셋째, 對立되는 公文文風이 형성되었다. 簡單한 公文寫作과 복잡한 公文寫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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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漫한 것과 가지런한 것 등이 對立的인 文風이 이시기에 형성되었다.
넷째, 중요한 公文體式(格式)의 기본이 정립되었고 계속 발전되었다. 이시기의
주요 公文書 종류로는 奏, 表, 章, 议, 诏, 制, 策, 敕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와서
公文書의 格式과 風格이 비교적 定型化되었다.
이 시기의 公文書는 이전 단계의 上書, 誥, 爰書, 符, 傳 이외에 다음의 종류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报: 报는 ‘告知’의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통지하는 경우이다. 황제가
신하들의 奏議文書에 대해 批復하는 것을 지칭한다. 报의 기원은 秦代부터이다.
그리고 漢을 거쳐 淸代까지 이어졌다.
效: 效는 秦代의 일종의 法規文書이다.
教: 秦代에 왕과 제후들이 下達한 文書를 教라 하였고, 漢代에는 제후들의 말을
教라 하였으며, 大臣들도 역시 사용하였다. 隋代에는 公侯들도 教를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秦代에는 이전에 사용한 公文書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함은 물론
公文書의 명칭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公文書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制 : 당초의 公文書 명칭은 命이었다. 三代때에는 군왕의 명령을 命이라 불렀다.
진시황이 命을 制로 바꾸었다. 漢代에는 制书라 불렀다.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
였으나 用途는 동일하지가 않았다.
诏 : 詔는 戰國時代의 令이 변경된 것으로 君主의 專用文書이다.
奏 : 奏는 戰國時代의 上书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臣僚들이 君主에게 進呈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또한 秦代에는 시대가 변하고 政治體制가 변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되던
公文書들이 상당부분 淘汰되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典, 谟, 训, 约剂, 丹书 등이
있다.
漢代에 와서는 公文書의 種類와 用途가 보다 더 다양해졌다. 蔡邕의 뺷独断뺸의
내용을 보면, 兩漢代의 詔令類는 秦代의 制书, 诏书 이외에 策书, 戒书가 더 추가
되었고, 奏议類도 秦代의 奏이외에 章, 表, 驳议가 더 추가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밖에도 漢代에 와서는 더 많은 公文書의 종류들이 생겨났다. 즉 诏令類로는 铁
券, 露布, 封, 策问, 手敕, 口谕, 九锡文, 符命 등이 새로 생겨났고, 奏议類에는 疏,
状, 封事, 奏记, 便宜, 讜言, 笺, 奏策 등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各級官廳이 사용한 下行文으로는 秦代의 教이외도 敕, 令, 布告, 府书, 扁书, 方
书, 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上行文으로는 应书, 奏记, 牒, 刺 등이 추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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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平行文으로는 秦代의 移(檄移) 이외도 品约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專用公文으로는 秦代의 符, 传, 爰书 이외도 새롭게 过所, 棨, 舆图, 列, 行状, 章
程, 起居注 등이 추가되었다.
魏晋南北朝 시기의 公文書 種類는 漢代를 계승하고 있으나 用途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诏令類는 漢代와 동일하고 주요 종류로는 诏, 制, 册, 戒敕의
네 종류가 있었다. 册은 漢代의 策书인데, 원래는 대나무(竹)를 사용했는데, 魏이
후부터는 金과 玉을 사용하였다. 北周 때에는 制와 敕은 각각 天制와 天敕으로 명
칭이 바뀌었는데 用途는 前代의 制, 敕과 동일했다. 漢의 皇帝가 사용한 戒書는
바로 敕書인데, 이는 동시에 官府間 下行文은 물론 年長者가 年下에게도 사용하
였다. 그러나 南北朝에 와서는 敕은 오로지 君王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官府와 民
間에서는 사용을 금하였다. 그래서 官府間 下行文으로 많은 令이 생겨나게 되었
다. 皇太子가 내리는 것은 令书라 칭하였다. 이시기에 최초로 赦文이 생겨났는데
赦文은 帝王이 죄를 면해 줄 경우에 사용한 문서 종류이다.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赦文은 魏 文帝의 뺷赦辽东吏民文뺸이다.
魏晋南北朝 시대의 奏议類도 漢代의 章, 奏, 表, 笺, 状, 疏, 驳议, 封事, 露布 등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启와 贺表가 이시기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魏晋南北朝 시대의 官府間 行移文书는 위에 언급한 令이외도 새로운 많은 종류
들이 생겨났다. 牒, 详, 签, 关, 解, 笺命 등은 上行文에 속하고 除身, 符, 教, 榜,
板, 符教 등은 下行文에 해당한다. 平行文은 前代의 移이외도 刺과 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3. 公文의 發展成長期(隋, 唐, 宋, 元)
이 시기는 6세기 말에서 14세기 중기까지이다. 581년 隋나라 건국부터 元이 멸
망한 1368년까지 787년 동안 隋, 唐, 五代, 宋, 元의 왕조가 부침을 거듭했다. 이
기간 동안 公文書는 秦, 漢, 魏, 晋, 南北朝 시기의 公文書 기초위에 발전하고 변화
하였다. 이시기의 公文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첫째, 前代의 주요한 公文書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公文
書가 생겨났다.
秦漢시대부터 제일 중요한 奏議類는 章, 表, 奏, 议 등을 들 수 있다. 秦漢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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驳议가 议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폭으로 변화하였다. 일부는 변화된
것도 있고 일부는 심지어 도태된 것도 있다.
六朝 이래로, 奏의 사용범위는 크게 확대되었다. 당초에는 表와 奏文의 용도가
중복되었다. 그러나 表는 용도가 점차 축소되면서 奏議類에서 배제되었다. 隋唐
이후 부터는 表는 점차 謝恩과 관련된 경우로 국한되었고, 그러다 보니 章과 기능
이 중복되었다. 결국에 表가 章을 대체하게 되어 章은 소멸되었다.
奏文은 隋, 唐, 五代, 宋의 시기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에는 대부분의 奏議類에서 변화가 있었다. 奏는 唐宋시기에 表, 狀, 榜子, 劄子 등
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元代에 이르러서는 榜子, 箚子 등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
고, 奏는 중요한 奏議類가 되었다. 이런 추세는 明代에 와서 奏文의 전형적인 모
범이 되었다.
詔令類도 奏議類와 마찬가지로 이시기에 와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秦, 漢,
魏, 晋시기의 詔令類의 문서는 주로 诏, 制, 策, 敕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隋, 唐,
五代, 宋, 元代를 거쳐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다.
诏는 秦朝에 王命文書가 된 이래로 歷代 王朝에서 帝王이 政務處理시에 이용되
었고 隋代까지 계속되었다. 唐나라의 則天武后 때 避諱로 인해 诏는 制로 변경되
었다. 그 후 唐代에는 詔書를 사용했지만 前代와는 같지 않았다. 唐代의 王命文書
중에 詔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한 것은 敕이다. 宋代도 역시 詔書를 사용했지만 唐
처럼 主流 文書의 種類는 아니었다. 이 당시에 帝王이 政務處理에 사용한 주요 공
문은 敕이외도 御札과 批答이 있었다. 元代에는 帝王이 정무를 처리할 때 주로 聖
旨를 사용하였지만 詔書를 사용한 횟수도 唐, 宋 때보다는 많았다. 이는 唐, 宋시
기를 거치면서 詔書가 規範化 되었고, 明代에 와서는 더욱더 중요한 公文書가 되
었다.
制书도 이시기에 계속 사용되었다. 則天武后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制书는 한
때 诏书를 대신하고 政務處理에 중요한 문서가 되기도 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制书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 활용이 되기도 하였다. 하나는 漢代의 制书 기능을
계승하여, 國家의 重大한 制度 등을 頒布할 때 활용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前代의 策(冊)의 기능의 일부로 활용되었고, 비교적 높은 등급의 관원을 임용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官府文書에서도 唐代의 刺은 宋代의 咨로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둘째, 公文書의 種類는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기 시작했으며, 公文書의 機能도

中國 古代公文書 發展過程과 硏究現況

41

政府活動과 보다 밀접하게 발전되었다.
隋唐 이후, 封建制度는 보다 강화되었고, 새로운 官職이 설치되고 이들이 맡은
역할도 보다 정교화 되었다. 政務處理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文書制度가 발전
하였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서들은 통폐합 되고, 정무처리에 필요한 새로운 문
서의 종류들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公文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政務處理에
적합한 기능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또한 이시기는 公文書의 分化로도 특징되어
진다. 예를 들면 唐代의 敕은 发敕, 敕旨, 敕书, 敕牒의 네 종류를 분화되었다. 뺷新
唐书․百官二뺸의 기록에 보면 发敕은 州縣의 설치와 폐지, 관리의 증감, 병력 출
동, 官爵수여 및 면직, 六品이상의 관리 임명 등에 이용되었다. 敕旨는 백관들의
奏請에 따른 施行에 이용되었고, 敕書는 신하에게 명령할 때 사용되었다.
셋째, 平行文의 종류가 증가하였다. 用途도 점점 더 규범화 되었다.
唐代 이전에는 별도로 平行文을 분류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적었다. 당시의 平行文으로는 고작 移만 있었을 뿐이다. 唐代에 와서 平行文이 발
달되기 시작했고, 官府의 公式規定이 제정되게 되었다. 唐의 規定을 보면 “诸司
간에 서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소위 关, 刺, 移이다.” 宋代의 刺
은 咨로 대치되었고, 关, 咨, 移 이외도 平行文으로는 牒, 咨报, 密白, 公牒 등이
있었다. 元代의 주요 平行文은 移와 牒이었다.
넷째, 專用文書의 종류가 증가하였다.
隋唐 이후 封建國家 體制가 확립되었고, 인구 증가는 國家事務를 더욱더 복잡
하게 했다. 이로 인해 專用文書의 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唐代의 專用文書는 起
居注, 时政记, 甲历, 手实, 记账, 舆图, 度牒, 黄牒, 考牒, 边牒, 清白状, 由历, 凭由,
脚色, 判, 公验, 长名榜 등이 있었다. 宋代의 專用文書는 五等户, 丁籍, 凭由, 脚色,
合同, 鼠尾簿 등이 있었고. 元代에 와서는 记过가 추가되었다.

4. 公文의 定着 및 衰退期(明淸代)
이 시기는 14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이다. 明(1368~1644)과 淸(1644~1911)
은 中國 封建社會의 마지막 왕조이며 543년간 지속되었다.
明淸은 隋, 唐, 宋, 元의 公文制度의 발전 성과물을 계승하였다. 시대에 부합되
지 않는 불필요한 文體나 文書制度는 수정 보완되었다. 公文書는 이전시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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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완비되었다. 이시기에 와서 中國封建社會의 公文制度가 집대성 되었다.
明은 그 어느 왕조보다 더 수준 있게 前代의 우수한 公文傳統과 成果를 이어 받았
다. 前代에 나타난 모든 文體는 明代까지 거의 모두 계승되어 발전되었다. 당연히
사회에 부적합한 文體는 한동안 사용되다가 곧바로 사라져 버렸다. 明代에서 실
제 사용한 公文文體를 보면 明代는 이전 시대의 총결판으로서 수용할 것은 수용
하고 버릴 것은 버린 시기였다. 그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것은 奏本의 출현이다.

“國初에 제도 정비에 의해, 관원과 백성들이 朝廷에 올린 문서를 奏本이라 한다.1)
뺷明会典뺸의 “通政使司”의 관련 규정에 “무릇 內外의 각 官府는 公事에는 題本을
사용하고, 奏报, 奏贺, 若乞恩, 认罪, 缴敕, 谢恩, 陈请, 建言, 申诉 등에는 奏本을
사용한다. 奏本의 출현은 공문의 종류와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漢, 唐이래
로 사용된 奏, 奏疏, 奏状, 奏札 등은 奏本의 한 종류로 간소화 되었다. 용도가 비
슷한 많은 종류의 奏體文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번거로운 면은 있었으나 奏本
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공문의 통일화와 규범화
가 이루었다.
明, 淸시대의 공문제도는 더더욱 완비되었다. 唐, 宋시기에는 文書作業에 대한
규정들이 세밀화 되기 시작하여, 明淸 兩代에 와서도 이러한 기본 골격들이 계승
발전 되었다. 뺷大明律뺸과 뺷大清律뺸에도 公文書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 즉 公文書
作成, 公文書 傳達, 保存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明淸 兩代는 前代의 公文制度와
비교하여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해 졌다.
이시기의 公文書 제도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종류도 많았고 用法도 規範化 되
었다.
明代의 公文書 種類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권위있는 統計數
値는 없다. 嘉靖 때의 郑晓는 20여 종이 있었다고 한다. “下行文으로는 诏，诰，
制，敕，册文，谕，书，符，册，檄의 10종류가 있고,” “上行文으로는 题，奏
启，表笺，讲章，书状，文册，揭帖，会议，露布，译의 10종류가 있다.” 郑晓가
열거한 公文書 종류는 詔令類와 奏議類만으로, 官府間의 行移文書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다.

뺷明会典뺸G74, 75권 중에는 表笺式, 题本格式, 行移体式 등 일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공문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奏議類로는 表, 笺, 奏本, 启本, 题本

1) 〔明〕徐溥等奉敕撰，李東陽等重修 뺷明會典뺸G 卷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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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官府行移公文으로는 札付, 咨呈, 平咨(咨), 照会, 关(平關), 谷牒, 申, 呈,
牒, 牒呈, 牒上, 下帖(帖) 등 모두 17종이 있었다.2)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종류는
奏議類와 行移類일뿐 詔令類는 나열되어 있지 않다.

뺷明会典뺸과 뺷今言뺸를 통해서 볼 때, 明代의 주요 公文書의 종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중복되는 공문을 제외하고 볼 때, 대략 明代에는 33종류의 公文
書가 존재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政務處理 過程에서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公文書의 種類도 매우 많았다. 즉 批答, 疏, 铁券, 制对, 信牌 등이 그것이며 이 밖
에도 專用公文書까지 포함하면 그 수량은 훨씬 더 많아진다.
明代에 새로 출현한 종류로는 谕旨, 奏本, 题本, 揭帖, 照会, 制对, 译, 事本, 咨
呈, 下帖 등을 들 수 있다.
淸代 前期와 中期(1840년 아편전쟁 이전)의 公文制度는 기본적으로 明의 제도
를 원용하였지만 또한 새롭게 출현된 것도 있었다. 황제의 詔令類로는 制書, 詔書,
誥命, 敕書(敕諭,敕命), 谕旨(上諭), 示 등이 있었다. 官府의 對 官府下行文書로는
札, 札付, 牌, 牌票, 牌檄, 交片 등이 있었고, 官府의 對 民衆文書로는 照票, 谕, 示

(告示, 牌示), 条约 등이 있었다. 官府間 平行文書로는 照会, 牒, 牒呈, 关文, 移会,
平移, 手本, 咨, 咨呈 등이 있었고, 官府間 上行文書로는 呈文, 申文, 申呈, 禀, 详,
验, 启, 状(稟狀) 등이 있었다. 官員이 皇帝에게 올린 奏議類 文書로는 题本, 奏本,
揭帖, 表, 笺, 奏片, 片, 議複 등이 있었다.
청대에 새로 출현한 문서로는 奏折, 片(夹片), 奏片, 交片, 禀, 牌, 照票, 条约, 移
会, 验文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前代에 사용한 문서도 明淸에 와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宋代
의 上行文이었던 书, 状은 明代에 书状으로 통합되었고, 마찬가지로 宋代의 下行
文이었던 诏书는 明代에 와서는 诏, 书로 각각 분리되었다. 唐代에 上行文인 牒은
明代에 上行文인 牒呈, 牒上과 平行文인 牒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宋代의 上行文
인 劄子는 明代의 下行文인 劄付로 변경되었다.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던 封事는
明代에 와서는 사라졌다. 清代에는 明代에 사용되던 申狀은 申文으로, 呈狀은 呈
文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明淸代의 公文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明〕鄭曉, 뺷今言뺸G 卷三, 뺷叢書集成初編․鄭端簡公今言類編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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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隋唐이래의 公文書 변화의 토대위에서 이 시기는 公文機能에 따라 분류
되었다. 이전의 各 王朝의 公文書 制度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리
고 그 위에서 새로운 양상이 출현되었다.
둘째, 公文書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진일보되었고, 公文書의 종류와 政務處理
需要가 한층 더 附合되었다.
셋째, 專用公文書가 보다 더 잘 완비되었다.
明代의 專用公文書로는 輿圖, 契約, 稅票, 戶口單, 狀紙, 鈔票, 實錄, 聖訓, 簿冊

(黃冊, 青冊, 軍黃冊, 魚鱗圖冊), 駕帖, 符驗, 勘合, 路引 등이 있다. 淸代에는 青册,
大金榜, 小金榜, 禀状(状, 告状, 诉状), 结状, 保状, 领状, 检票, 膳牌, 牙帖, 勘合, 黄
红册, 易知由单, 保甲册 등이 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열거한 것이 전
부는 아니다.
넷째, 公文程式이 규범화 되었고 公文用語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정해 졌다.
明淸代에는 官에서 편찬한 뺷會典뺸에 당시에 사용한 公文書의 種類와 程式에 대
해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는 공문의 格式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음을 입증
하는 것이다. 또한 固定된 格式이외에 일련의 專用 公文言語가 있었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專用 公文言語는이 공문작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고시켰다.
公文格式과 專門用語는 公文의 形式的 要素로서 이에 대한 숙지는 公文理解의 매
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明淸代는 公文格式과 用語가 거의 완벽하게 갖
추었고, 公文書의 발달의 한 지표가 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明淸代에는 公文書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기능
이 명확하고, 格式이 規範化되는 등 각 방면에서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公文書 제도에서 中國 역사상 가장 발달한 시기이며, 이시기
는 이전의 모든 公文書 제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표 1> 中國歷代公文書의 種類 및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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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文 種類
朝代

詔令類

奏議類

官府類
上行

下行

西周 典, 誥, 誓, 命

訓, 謨, 諡議 盟約, 征, 約劑, 符, 節, 事書

春秋
璽書, 封
戰國

上書, 府書

平行

專用文書
版圖, 譜牒, 計書,丁
籍, 丹書

計書, 券(券據, 債券),
盟書(載書), 符, 節, 移書, 檄文, 牒, 令, 方
封傳, 傳, 契, 丹書,
冊(方), 語書
丁籍

秦

制, 詔

上書, 奏, 彈
事, 表

漢

制, 詔(詔記, 手詔),
策書, 戒書, 鐵券,
封(增封, 益封, 封
賜, 辭封), 策問, 手
敕(申敕), 口諭, 九
錫文, 符命, 切責

上書, 奏, 章,
表, 上疏, 駁
應書, 奏記 令, 教, 敕, 布告, 府 移 書 棨, 繻, 計簿(上計簿),
議, 狀, 封事,
(白事, 簽), 書, 扁書, 方書, 檄 (檄移), 輿圖, 爰書, 列, 行狀,
奏記, 便宜,
牒, 刺
(合檄, 飛檄, 板檄) 品約 章程, 起居注, 計最
讜言, 箋, 奏
策

令, 報, 教

符, 傳, 爰書, 效

戶籍, 計帳, 券契, 檄,
魏晉 詔, 制, 冊, 戒敕 奏, 章, 表, 牒, 詳, 簽 令(令書, 令旨), 除
移, 刺, 露布, 牒狀(訟辭, 牒
南北 (敕, 天敕), 令書 駁議, 啟, 賀 (籖), 關, 解, 身, 符, 教, 榜, 板,
關
訴), 訴狀, 列, 辭, 譜
表
朝 (太子), 赦文
箋命
解, 符教
牒, 簡牒, 履曆, 稅契
制(慰勞制書), 敕
(發敕, 敕旨, 論事
敕旨, 敕牒), 冊,
唐代
詔, 令(太子), 德
音, 批答(批), 口
宣, 宣頭

冊書,
敕書,
宋代 敕榜,
子),
宣

制書,
誥命,
批答,
德音,

起居注, 時政記, 甲
奏, 表, 狀,
曆, 手實, 計帳, 輿圖,
牋, 啟, 牒, 狀上, 保狀,
度牒, 黃牒, 考牒, 邊
教, 符, 堂帖, 堂判, 關, 刺,
議, 疏, 奏鈔, 牒, 箋啟, 咨
牒, 時政記, 清白狀
告身(敕甲), 告敕
移
榜子 ( 錄子 ), 報
(陟狀), 由曆, 憑由,
熟狀, 辭
腳色, 判, 斷狀, 公驗,
長名榜

表, 奏狀, 劄
詔書,
子, 榜子(入
禦劄,
門榜子, 辭 申狀(申), 白
令(太
見榜子), 箋, 劄子, 稟白
宣頭,
笏記, 萬言
書, 內引

教, 敕, 宣, 劄札(札
子, 宣札), 部符, 堂
帖, 刺, 敕牒, 符, 任
官(告身, 信札, 照札,
宣札, 省札, 印紙, 頭
子, 黃牒), 故牒, 示,
曉示

關, 移,
咨報,
五等戶, 砧基簿, 鼠
密白,
尾簿, 丁籍, 憑由, 腳
公牒,
色, 合同
咨(咨
文), 牒

詔書, 聖旨, 璽書,
冊文(祝冊, 玉冊,
奏, 啟, 表, 申狀, 牒呈 今故牒, 故牒, 指揮, 平 牒 ,
元代 立冊, 諡冊), 宣命,
記過, 鼠尾簿
章
上, 牒上
牌面, 劄付
咨
制書, 敕書(宣敕,
敕牒), 懿旨, 旨
題本, 奏本,
奏疏, 揭帖,
敕諭, 誥命, 敕命,
明代
奏表, 題行
丹符, 敕符, 大誥
稿, 箋, 啟,
揭帖

申狀, 呈狀,
稟(稟狀), 手
平 牒
故牒, 告示(示), 參
本, 塘報, 咨
(牒文),
評, 牌面(信牌), 劄
文, 紮付, 詳
咨呈,
付, 下帖
照會
文, 牒呈, 牒
上

輿圖, 契約, 稅票, 戶
口單, 狀紙, 鈔票, 實
錄, 聖訓, 各種簿冊
(黃冊, 青冊, 軍黃冊,
魚鱗圖冊),駕帖, 鹽
引, 符驗, 勘合, 路引

46

奎 章 閣

34

公文 種類
朝代

詔令類

詔書, 制書, 上諭
(諭旨, 明發諭旨,
寄信諭旨, 朱批廷
清代
寄, 朱批諭旨, 面
奉諭旨, 電旨, 朱
諭), 敕書(敕諭)

奏議類

官府類
上行

申文, 呈文,
題本, 奏本, 驗文, 詳文,
通本, 部本, 牒呈, 稟(稟
奏折, 箋, 啟, 帖,
稟文),
片, 綠頭簽 揭, 揭帖, 狀
(稟狀)

下行
故牒,
諭帖(傳諭),
諭文(諭帖, 堂諭, 諭
單), 差票, 信票(票
文), 牌(信牌, 憲牌,
牌文, 牌票), 牌檄,
劄文, 號紙, 告示(示,
牌示)

專用文書

平行

交片
付子
知會
移會

黃冊, 青冊, 大金榜,
, 小金榜, 稟狀(狀, 告
, 狀, 訴狀), 結狀, 保
, 狀, 領狀, 僉票, 膳牌,
牙帖, 勘合, 黃紅冊,
易知由單, 保甲冊

5. 中國 古文書 硏究 現況
1980년대 이래로, 中國實用文體의 硏究는 현저한 발전이 있어왔고, 성과 또한
괄목할 만했다. 實用文體의 연구는 더 더욱 전면적이고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다.
현행 中國實用文體硏究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특징될 수 있다.
현재 中國에서 문서에 관한 연구는 秘書學科, 文書學科, 應用寫作學科 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應用寫作學科에서 주로 각종실용문체를 연구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文書學은 文書의 작성, 처리, 관리 등과 관련된 과목으로 구성이 되
어 있는데 주로 公文書와 관련된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公文은 實用文
體의 핵심이자 주체이다. 秘書業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文書作成이기 때문에
秘書學 또한 公文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최근 20년 사이에 秘書學, 文秘學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中國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개설되었고, 國家資格證
制度의 시행으로 秘書學 專攻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秘書學, 文書學, 應用寫作學의 연구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기관단체,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硏究對象과
方向은 다음과 같다. (1) 文書撰制機構와 人員의 硏究, (2) 文書寫作技巧의 硏究,

(3) 公文文體의 硏究, (4) 公文處理程式과 方法 硏究, (5) 公文處理制度와 法規의
연구, (6) 公文言語와 風格 硏究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現代文書만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古文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며 理論 뿐만 아니라 實務도 중요
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물은 양적으로 방대하며, 관련된 교재도 상당수 있으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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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성과면에서 볼때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는 별로 없다. 비교적 영향력이 있
는 연구 성과물로는 閔庚堯의 뺷中國公文研究뺸3)와 뺷古代公文簡史뺸,4) 丁曉昌 等의

뺷古代公文研究뺸5)와 뺷古代公文發展史뺸,6) 苗楓林의 뺷中國公文學뺸,7) 梁清誨 等의
뺷古今公文文種彙釋뺸8)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물을 볼 때 대부분의 연구 내용은 公文書硏究이며, 公文書에서도
實用文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로 官公署 위주가 되고 있다. 역대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군림하였다. 즉 ‘經國之大業’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實用
文體에 대한 연구가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문서는 물론 현대문
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연구대상이나 주제가 상당히 폭넓어 지고 있다. 또한 이
미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학술적 네트워크, 즉 학회 등도 형성이 되어 있다.
實用文體硏究에서의 주요 제약요인으로는 전문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연
구기반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적으로 호전은 되고 있으나 여
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미 정착화된 文學이나 文學理論 분야의 연구자들이 실용
문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대학의 석박사 학생들도 이
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위논문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複旦大學 趙娟廷의 박사논문 ｢漢韓公文語體對比研究(2003年)｣, 華中
師範大學 柴俊星의 석사논문 ｢兩岸四地公文ૠ公文語體의 現狀 및 未來走向(2001
年)｣, 南京師範大學 顧震의 석사논문 ｢曹操公文研究(2002年)｣, 廣西師範大學 劉玉
珺의 석사논문 ｢唐前銘文研究(2002年)｣, 西北師範大學 張立兵의 석사논문 ｢論先
秦兩漢의 頌ૠ贊ૠ箴ૠ銘(2004年)｣, 西北師範大學 周俊紅의 석사논문 ｢近代中國
行政公文의 演變과 그 規律(2004年)｣, 延邊大學 肖世君의 석사논문 ｢財經文體의
語言分析(2003年)｣, 安徽大學 王禮勝의 석사논문 뺷論現代漢語의 公文語體詞(2003
年)뺸G 等等이다.

2003년 南京師範大學 文學院 博士課程에 文藝學 전공의 하위 분야로 古代文牘
學과 當代實用文體學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2005年에는 “實用文體學”이 독립된

3)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0年 8月.
4) 檔案出版社，1988年 6月.
5) 安徽文藝出版社，2000年 10月.
6) 蘇州大學出版社，2004年 12月.
7) 齊魯書社，1988年 1月.
8) 四川大學出版社，1992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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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으로 개설되었다. 현재 6기생을 모집했으며, 이미 박사학위를 통과한 경우는
胡元德의 ｢古代公文文體流變述論｣, 冒志祥의 ｢論宋代外交文書｣, 陳龍의 ｢明代公
文變革論｣, 沈載權의 ｢朝鮮與明清公文比較研究｣ 등이다. 그리고 현재 侯迎華 ｢兩
漢魏晉公文理論研究｣, 顧震 ｢古代保密公文研究｣, 丁忱 ｢駢體公文研究｣, 唐團結
｢公文傳播研究｣가 박사학위를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분야는 文学, 语言学, 文艺学, 行政学, 历史学 等과는 학문 영역이 다르
다. 서로 다른 영역의 학과들이 참여함으로써 實用文體에 대한 연구진의 폭은 넓
어지고 결국에는 實用文體學 硏究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政治制度의 發展과 變遷은 歷史學科의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政務處理, 制度制
定, 方針이나 政策 下達, 具體的 指示, 報告, 申請 등은 모두 다 公文을 통해서 치
리해야 한다. 그래서 公文處理過程을 통해서 制度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公
文形態의 變遷은 制度의 變遷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9) 政治制度와 公文書制
度와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일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古文書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또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汪桂海
의 뺷漢代公文制度뺸,10) 吳中國의 뺷唐代中書門下體制研究—公文形態, 政務運行制
度變遷뺸11) 등을 들 수 있고 논문으로는 盧運山의 ｢簡析秦漢時期公文의 類와 運
行｣,12) 蔔憲群의 ｢秦漢公文文書와 官僚行政管理｣,13) 李錦繡의 ｢唐‘王言之治’初
探｣,14) 毛漢光의 ｢唐代制書程式上의 官職을 論함｣,15) 張連城의 ｢唐後期中書舍人
草詔權考述｣,16) 袁剛의 ｢唐朝의 五花判事와 六押制度｣,17) 劉後濱의 ｢公文運作과
唐前期三省關系中門下省의 樞紐地位｣18)․｢敕牒의 特性으로 본 唐代中書門下體
制｣19)․｢敕後起請과 唐代政務裁決機制｣20)․｢奏案에서 奏抄까지 ― 漢唐間奏事

9) 吳宗國, 뺷唐代中書門下體研硏究 ― 公文形態, 政務運作與制度變遷뺸G 齊魯書社 2004年 6月 第
1版，第3頁.
10) 廣西教育出版社 1999年 第1版.
11) 齊魯書社 2004年 6月 第1版.
12) 뺷秘書뺸, 2001年 第4期.
13) 뺷歷史硏究뺸, 1997年 第4期.
14) 뺷季羨林教授八十華誕紀念論文集뺸G 江西人民出版社 1991年版.
15) 뺷第二屆國際華學研究會議論文集뺸，台北，中國文化大學 1991版.
16) 뺷文獻뺸G 1992年 第2期.
17) 뺷安徽史學뺸G 1996年 第4期.
18) 뺷史學論叢뺸G 中國書店 199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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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形態의 演進과 行政審批制度의 變遷｣21)․｢蔡邕의 ‘獨斷’으로 본 漢代公文形
態와 政治體制의 變遷｣22), 張帆의 ｢元朝詔敕制度研究｣23), 馬怡의 ｢皂囊與漢簡所
見皂緯書｣24) 등이 있다.
지난세기 초 이래로 敦煌, 吐魯番, 雲夢, 郭店 등지에서 많은 대량의 古代竹簡과
文書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文獻들은 戰國 시기부터 五代에 걸쳐 역사학 연구에
새로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로 인해 새로운 硏究學科와 領域이 생
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古代文獻의 연구에서 古代 實用文體가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량의 관련 성과물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孫繼民의 ｢敦煌吐魯番
所出唐代軍事文書의 初探｣,25) 趙和平의 뺷敦煌表狀箋啟書儀輯校뺸,26) 張國剛의 ｢兩
份敦煌“進奏院狀”文書의 研究｣,27) 樓勁의 ｢伯2819號殘卷所載公式令對於研究唐代
政制的價值｣28) 雷文의 ｢從S.11287看唐代論事敕書的成立過程｣,29) 李均明의 ｢漢簡
所見出入符ૠ傳與出入名籍｣30)․｢漢簡過書刺解｣,31) 裘錫圭의 ｢關於新出甘露二年
禦史書｣,32) 俞偉超의 ｢釋漢代獄辭文例;一份治獄材料初探｣,33) 祝總斌의 ｢高昌官府
文書雜考｣34) 등이다.
中國의 고전문헌들이 대량으로 외국에 유출되어서 외국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만 열거해 보면 大庭
脩의 ｢唐告身の古文书学的研究｣,35) 池田温의 뺷中国古代籍帐研究뺸36)․뺷唐代诏敕
19) 뺷唐研究뺸G 第6卷，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20) 뺷中國史研究뺸G 2001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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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ress of and Study on China’s Ancient Official Documents

Ding, Xiaochang

The process of progress of China’s ancient official documents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sprout, first step, growing and settlement-decline.
Since 1980’s, the study of Chinese practical style has remarkably progressed and the
fruits have been eye-catching. Today’s study of Chinese practical style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s.
The study on documents in China is being carried out at the department of secretary,
of documents and of applied essay-writing. Studies of secretaries, of documents and
of applied essay-writing is being carried out by concerned organization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orking for specialized institutions. The object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1) document compil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men; (2) document-writing skills; (3)
official documents’ styles; (4) formulas and methods of processing of official
documents; (5) systems and regulations of processing of official documents; (6) official
documents’ languages and styles. It is natural that these studies include not only
contemporary documents but also ancient ones and lay stress on not only theories but
also practice. There are very many results of related studies and significant related
texts,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levels and results, very few are excellent in
quality. Most studies are about official documents ― mainly in practical style.
Main restricting conditions for the study of practical style are the absolute shortage
of researching manpower and insufficiency of the foundation of studies. Those
conditions are recently growing better gradually, though still in low level. The
participation of departments of studies of diverse spheres is widening the broad of
researching group of practice styles and consequently is having good influence on the
studies of practical styles. The progr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system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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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of studies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systems and the systems of official documents made some historians be
concerned with ancient documents and produced many frui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a number of ancient written bamboos and
documents were excavated in Dunhuang, Turfan, Yunmeng, Guodian and so on. These
provide studies of history with important new sources from Fighting Nations’ Period
through Five Dynasties’ Period. Due to this, there appeared new spheres of studies.
These studies of those ancient records refer to ancient practical styles and consequently
many related studies have produced fruits. A great number of Chinese ancient records
were drained overseas and so studies on them have been accumulated in many
countries.

Keywords: official document, four stages of progress, exclusive document, practical
style, governm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