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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日本의 古文書學

1. 古文書의 槪念과 價値

朝鮮王朝實錄 등 연대기류, 문집류와 대응되는 한국학 연구의 1차 자료
● 지역사(향토사), 피지배층 연구자료
● 미시사(Microhistory) 주요자료

● 고문서 : Historical Manuscripts
● 고문서연구 : 옛 문서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 ‘거대한’ 사회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역사 방법론. 전체의 숲만
보고 구체적인 나무와 생태를 등한시한 기존 역사학(사회사)의 반작용.
- Ex : ‘김치의 역사’ ‘화장실의 역사’ ‘옛날사람들은 어떻게 사랑고백을

○ 문서의 3요소
● 문서의 主體(발급자) : 개인, 조직(기관),
● 문서의 客體(수취자) : 개인, 조직(기관)
● 문서의 작성 目的(의사표시)

○ 문서의 定義

했을까’ ‘과거에는 어떤식으로 편지를 썼을까’ ‘밥상은 어떤식으로 차렸
을까’ ‘뭘 하고 놀았을까’
- 진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 ‘밤의 이야기’,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이야기 등
● 권리, 의무, 소송의 증거

● 협의의 문서 : 문서 내에 발, 수취자가 존재하고 수수함으로써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하는 문서

2. 古文書學과 文獻解釋學

● 광의의 문서 : 필사본, 일기, 치부 등 1차 사료.
* 成冊 고문서
*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
● 古記錄 - 備忘을 위한 日記, 謄錄, 儀軌 등
- 日記와 古文書 : 默齋日記(李文楗), 이재난고(황윤석)

○ 文獻解釋學(Philology)의 정의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고전을 소개, 연구하는 학문 분야
- 서구 및 일본의 人文學 분야의 기초 학문 분야

○ 고문서의 價値

○ 연구 내용, 방법

● 一次 史料 : 지구상 唯一의 자료.

● 해제(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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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배경, 내용성격

- 文書套式와 吏讀

- 문헌의 전래 경위

- 署名과 印章

- 문헌의 구성, 체재 등 설명

- 字體와 文體 등

- 지역사(향토사)
- 가문 - 家系(族譜)에 대한 이해
- 정치, 제도와 사상

3. 고문서의 種類와 分類

- 法制와 慣行

○ 문서의 종수 : 5~600 여 종

● 原文提示
원본 이미지, 영인, 복사본, 영상, 필요시 원문의 臺校 혹 再構成 원문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제시
예) 漢書→諧書
비로마자→로마자
방법 ① 轉字 transliteration - 一字對 一字 原則
② 轉寫 transcription - 原語 발음에 基準
예) 국가, 국민, 국어
轉字 kukka, kukmin, kukŏ

○ 고문서의 분류
● 형식적 분류
● 내용적 분류
● 고문서 분류의 기초
* 작성주체별 분류 - 수취자 중심
- 公文書 : 國王, 王室文書, 官府文書, 宮房文書, 外交(事大交隣)文書
- 私文書 : 私人間 文書

轉寫 kukka, kungmin[궁민], kugŏ [구거]
● 번역 translation

○ 고문서의 내용에 따른 분류

- Romanization(로마자화)

① 資格認定 관련(敎令類) 문서 - 告身, 有旨, 敎書, 諭書, 祿牌 등

- 현대역 : 타 학문의 길잡이,

② 科擧 관련 문서 - 紅牌, 白牌, 試券 등

- 脫草, 正書 : Reader와 Professor

③ 民願․請願관련 문서- 所志類(等狀,白活,議送),上書, 上疏, 上書 등
④ 人口 관련(戶籍類) 문서- 戶口單子, 準戶口, 戶籍臺帳, 戶籍中草 등

● 주석 commentary annotation, footnotes, notes 附記
- 人名, 地名 등 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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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官府(準官府) 문서- 關, 牒呈, 帖, 解由文書, 照訖帖, 書目, 手本,甘結 등
⑥ 財産相續 관련 문서(分財記類) - 遺書(遺言), 別給文記, 衿給(分衿)文記,

和會文記 등

⑨ 외교·문서류(外交·文書類)

⑦ 去來 관련 문서(明文類) - 奴婢․土地․家舍, 牛馬․漁場․貢人․權賣買明文 등
⑧ 意思疏通 관련 문서- 書簡, 通文, 墨牌 등
⑨ 經濟 관련 문서(置簿類) -日用記,田畓案, 奴婢案, 賭租案, 秋收記, 衿記,

4. 고문서의 조사, 수집과 정리, 보존

打租記 등
⑩ 村落(마을)관련 문서- 洞契案, 完議, 書目 등
⑪ 門中(宗中)組織․運營 관련 문서 - 大宗契案, 小宗契案 등

○ 고문서 소장처 : 명가, 서원, 향교, 사찰 등

⑫ 婚喪祭禮 관련 문서 - 扶助記, 看時記, 時到記 등
⑬ 日記(記錄)類 - 承政院日記, 史草, 鄕村日記, 在官日記, 義兵日記
⑭ 校院(鄕校․書院․祠宇) 관련 문서 - 靑衿案, 校任案, 先生案, 完文入院錄,
院生錄, 傳掌記, 儒林案 등

○ 고문서 조사, 수집 :
● 문헌조사 : 족보, 문집 등
● 출장조사 : 현지 출장조사

⑮ 寺刹 관련 문서 - 重修記, 奴婢案, 田畓案 完文 등
(16) 外交 관련 문서

○ 문서 형태에 따른 분류
<韓國 古文書 分類表>
(한국고문서정리법- 윤병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① 교령류(敎令類)

○ 고문서 정리 : 古文書 目錄
일반정보

자료 명칭, 소장처, 정리․촬영 일자, M.F번호 등

기본정보

분류별, 문서명, 年代 사항, 發給者․撰者, 受給者, 證人․집필인 등

서지정보

규격, 形態 사항, 보존 상태, 판종, 材質, 署名․도장, 文字 사항, 粘
連․添附문서 등

내용정보

주요 인물, 내용 요약, 중요부분 목차, 핵심 용어, 관련 연구 등

② 소·차·계·장류(疏·箚·啓·狀類)
③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고문서의 보존

④ 증빙류(證憑類)
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⑥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⑦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⑧ 시문류(詩文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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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古文書學會 탄생 : 199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태동, 역사, 경제사.

5. 고문서 연구사

법제사, 사회사, 국어학 등 학제적 연구자 모임
● 古文獻管理學 전공의 탄생 : 한국학대학원 - 인문정정보학

● 한, 중, 일의 고문서 연구
중국 : 徽州文書(契約文書)
일본: 東大寺文書, 東寺文書(日本國寶)

○ 고문서학적 연구

6. 고문서 자료집·웹사이트
● 동아시아의 고문서 자료집 출판
일본 : 大日本 古文書(동경대 사료편찬소), 중

김동욱, {고문서집진}
윤병태, {한국고문서정리법}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허흥식, {한국의 고문서}

중국 : 역대 檔案, 徽州千年契約文書
●『古文書集成』, 한국학중앙연구원, 시리즈 100책
-박병호 정구복, 이성무 교수 등 기획
●『古文書』, 서울대학교 규장각, 40 여책
●『경북지방고문서집성』,『영남고문서집성』 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 일제시대 학자
周藤吉之, 田川孝三, 河合弘民(河合文庫), 四方博, 小倉進平 등
● 한국인 1세대 한자
* 洪基文, {吏讀硏究}
*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 李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嶺南士林派硏究}
* 李榮薰, {수량경제사로 본 조선후기}, {맛질의 농민들}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 박성종,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 김건태 외, {단성현호적대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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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학진흥원 : 안동소재, 문집, 목판 등 조사 수집 보관
● 웹사이트
- 한국고문서자료관 : http://www.kostma.net/
- 역사정보통합시스템 : http://www.koreanhistory.or.kr/
- 유교넷 : http://www.ugyo.net/

지정 기준(소화 26년 문화재 보호 위원회 고시 제2호)이 개정되면서 「고문서부」

[부록 1] 日本의 古文書學

지정 기준이 「필적·전적의 부」의 지정 기준과는 별개로 정했다. 고문서 부의 기
지정 물건에는 서한(편지)류가 많고 엄밀한 의미의 고문서·문서 이외에 일기 등
의 기록류, 그림, 족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근세 사회는 종이가 자원으로서

고문서는 넓은 의미로 “오래 된 문서”의 의미에서도 사용되지만, 역사학 상에

귀중한 시대이며, 反古紙(破紙)나 보관 기간을 지나고 역할을 끝낸 고문서는 폐

서는 특정 대상(타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근세 이전의 문서를 가

지 상인을 통해서 매각되어 표구 도구 등 자원으로서 재이용된다 “사료의 라이프

리킨다. 특정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서, 예를 들면 일기나 책 등은 古記録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어 재활용된 고문서가 우발적으로 현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고 부르고 구별된다. 일본사 분야에서는 고기록과 함께 문서 자료, 문서 史
料, 줄여서 文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2 槪要
고문서를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카테고리로서 사료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다.

1. 古文書学
1.1 槪要
오늘날 세상에 전하는 고문서의 대부분은 권리 관계 문서이다. 이는 당시 권리
관계 문서만 발급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서만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다른 문서
는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證書 등 중요한 서류는 서랍이나 금고에 보관
하는데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문서는 역할을 마치면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문서에는 당시의 원본이 원래 생산된 그 주소지에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와
草案이 발신인의 집에 부본으로서 傳世하는 경우가 있다. 또 조정과 막부가 같
은 명령을 각지에 낼 때나, 분가할 때 선조가 발급 받은 문서를 분가에 사본으
로 분할하거나 소송에서 증거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正文을 바탕으로
사본을 작성한다. 이들 사본은 “案文”이라고 불린다. 또 우연히, 기능을 마친 문
서의 뒷면을 이용하고 사본을 갖고 뒷면에 초안을 쓰고 폐기되지 않고 다른 형
태로 전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서를 「紙背文書」라고 부른다. 또한 일본의
국보 및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고문서에 대해서는 1975년도에서는 「書跡·典籍
의 部」와 별도로 「古文書의 部」로 지정되어 있다. 그 해 국보 및 중요 문화재

주로 고문서 양식과 분류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대학 문학부 역사학과 등에서
전문 과정의 강좌나 강의로 마련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일본 사학 전
공 학생들은 수강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업 내용은 고문서 양식이라는
기초 지식의 전달과 실제로 강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고문서 연구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소송 등에서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진위를 감
정하기 위해서였다. 또 예법의 연구로 고문서를 연구하고 서찰 규정을 확립시키
기도 했다. 다만, 에도 시대에 성행했던 것은 예술품으로 기록 寫本·古筆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장사로 고필 감정가 활동이었다.
“고문서학”이 학문 분야로서 연구가 열리게 된 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다.
메이지 시대에 서양의 역사학에서 실증주의적 연구법방법의 영향을 받아 久米
邦武、星恆、黒板勝美 등에 의해 일본의 고문서학·기록자료학이 발전했다.
고문서학에 있어서 대상 자료는 소장자로부터의 자료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다. 자료 조사는 현물 고문서(군)을 관찰하고 용지의 상태나 치수, 宛所, 署判、
付箋 등의 각 요소에 대해서 조사, 사진 도판도 만든다. 내용에 대해서도 문자
를 해독하고, 연대나 전래 경위를 추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징을 비교하는
관련된 旣出의 고문서와 동시대의 고문서들이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이들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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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틈이 있어 고문서학을 배운 여러 조사원이 실시되는

3. 古文書 樣式

경우가 많아 조사한 고문서(군) 중 新出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의 큰 것은 학술
연구지 등에서 翻刻되어 소개된다. 또 고문서학의 방법은 역사 연구에서 이용되

고문서는 시대나 발신인과 원래 발생장소의 관계 등에서 여러 종류가 있다.

며, 고문서의 형식과 서찰의 서식, 수량적 통계나 연차적 변화 등에 주목하는

일본에서 정식으로 문서 양식이 정해진 것은 大宝 원년(701년)에 제정된 大宝律

인간관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는 수법이 응용된다.

令 가운데 있는 大宝令부터이다. 그 뒤 養老律令으로 정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律令期부터 摂関、院政期까지는 공식 문서로서 이들 문서가 사용된 公式様文書

2. 古文書 形態

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점차 간략화된 문서가 주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 간략
화된 문서는 公家様文書라고 불린다. 鎌倉幕府 성립 이후 무사들도 여러 문서

고문서는 주로 백지 또는 회색의 宿紙(薄墨紙 : 거무스름한 종이)를 용지로서
작성되어 폐기 문서의 휴지지가 전용된 것도 있다. 용지는 한 장이 세로 30cm,
가로 40~50cm 정도의 치수가 일반적으로 주름을 대지 않고 그대로 쓴 竪紙 외

를 발급할 필요가 생겼다. 그들은 公家様文書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서를 재편하
였는데 그것들은 武家様文書라고 불린다.
이러한 고문서의 분류는 明治 36년(1903년)에 黒板勝美가 저술한 논문 「日本

에 용지를 중심으로 두겹 접기를 한장의 용지를 절단한 折紙, 복수의 용지를 붙

古文書様式論」(1940年)에서

사용되었다.

戰後

佐藤進一의『古文書学入門』

인 折紙 등의 형식이 있다. 용지의 각부는 본문의 기록된 측이 “표”, 표의 반대

(1971년)에 의해서 정설화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분류는 위에서 아래로 발급하

측을 “裏面” 또는 “紙背”라고 부르며 용지의 윗부분을 “上” 또는 “天” 하단을

는 문서이다. 하위의 사람이 상위 사람에게 제출한 문서는 시대를 물론하고 上

“下” 또는 “地”, 우단을 “端”, 왼쪽 끝을 “奥”라고 부른다. 문서 가장자리에서

申文書로 분류된다.

본문의 기술하기까지 여백을 「袖」라고 부르며 外題 혹은 袖書로 불리는 문장
등이 있다. 또, 용지 表 끝 부분에 적힌 메모는 「端書」, 문서 안쪽에 기록된 것

4. 公式様文書

은 「端裏書(銘)」라고 불린다. 또 메모는 용지와는 다른 종이 조각에 적혀 도배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附箋으로 불리며 메모지 전체가 용지로 도배되
고 있는 것은 押紙로 불린다.

詔書는 천황의 칙명을 하달하는 문서이다. 임시 大事 때에 사용된다. 中務省
에서 발행한다. 勅旨 勅書는 천황의 칙명을 하달하는 문서이다. 詔書보다 작은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正文 외에 초안으로서 작성된 「土台」 「草」가 있다.

일이 있을 때에 사용한다. 中務省에서 발행한다. 符(ふ)는 직접 상하 관계에 있

또 중요 문서의 사본이나 소송 등에 즈음한 증거 문서로서 작성된 正文의 複製

는 관공서(役所), 상위 관청이 하위의 관공서에 내린 문서이다. 移(い)는 동등한

는 案文(案)으로 불리며 案文은 정문에 花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는 표시

관청 사이에 교환되는 문서이다. 牒(ちょう)은 상하 관계가 불분명한 관청 간에

로서 「在判」이라고 써서 모조품임을 나타내고 정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교환되는 문서이다. 蔵人所나 検非違使庁, 紀錄所와 같은 令外官이 발급하는 문

이에 대하여 문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정문의

서 양식이다. 解(げ)는 하위의 관공서가 상위의 관청에 내는 문서이다. 개인 간

복제는 寫本으로 불린다.

에도 하위 신분이 상위 신분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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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家様文書

將軍이 일반 정무 등에서 전달용으로 사용하는 문서. 政所나 問注所 등의 機
関이 같은 형식의 문서를 奉書라고 한다.

宣旨(せんじ)
勅의 手続을 간략화한 칙명 문서이다. 中務省에 올리기 전의 단계에서 공식

모두 公家様文書의 御教書에서 온

것으로 발신인은 근신과 집사다.
直状(じきじょう)

발급된 문서이다. 官宣旨(かんせんじ) 弁官이 서명하여 발행한 칙명 문서이다.

발급자가 직접 발행한 문서. 발신인이 自署한다.

선지보다 간략화된 문서이다.

印判状(いんばんじょう)

庁宣(ちょうせん)

花押 대신 判을 찍은 문서. 형식적으로는 直状과 같지만 격식은 아래이다.

平安 중기 이후, 国司(지방관) 사이의 임명이 일상적이 되었다. 国司는 임지에
目代를 파견하는 지역을 지배했다.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명령은 国司에 전해

7. 上申文書

진다. 在京의 国司가 임지인 나라에 내는 문서가 庁宣이다.
綸旨(りんじ)

解状(げじょう)・訴陳状(そちんじょう)

正親町天皇綸旨 /個人蔵綸旨는 弁官이나 蔵人이 천황의 의사를 받아 내는 문

役所 사이에만 주고 받은 解状을 개인 간에도 행한 문서이다. 하위자로부터

서이다. 내용은 칙명이지만 형식적으로는 弁官이나 蔵人이 천황의 의사를 받아

상위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 쓰인 문서이다.

발행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칙명이지만 형식적으로는 弁官이나 蔵人이 발행하는

紛失状(ふんしつじょう)

문서 형식을 취한다. 똑같이 院의 뜻을 받고 원의 近臣이 내는 문서를 院宣(い

주로 토지 관계의 권리문서로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그 유래를 써서

んぜん)이라고 한다. 親王, 內親王, 女院 등의 근신이 내는 문서를 令旨(りょう

상신한다. 권리가 인정되면 그 상신서의 여백에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글이

じ)라고 하고, 3인 이상의 近臣이 내는 문서를 御教書(みぎょうしょ)라고 한다.

상신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紛失状이라고도 한다.
請文(うけぶみ)・請取状(うけとりじょう)

6. 武家様文書

將來에 권리 금품 등을 부여하는 것을 약속한 문서. 전용되어, 명령에 대하여
보고하는 문서. 武家 문서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下文(くだしぶみ)

起請文(きしょうもん)宣誓書

장군이나 장군가의 政所가 발급하는 가장 격식 높은 문서이다. 영지의 安堵状

着到状(ちゃくとうじょう)

에 많이 사용되었다.
下知状(げちじょう)

軍勢의 재촉에 따라서 參鎭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 수신하는 지휘자는 서명하
고 내용이 확실한 것을 증명하고 제출자를 「着到帳」에 기재한다.

下文과 御教書의 절충한 양식이며 裁決 문서에 많다.

軍忠状(ぐんちゅうじょう)

御教書(みぎょうしょ)・奉書(ほうしょ)

合戦할 때의 戰功을 열거하고 지휘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수신하는 지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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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고 내용이 확실한 것을 증명한다.

平出
闕字보다 더 경의를 표한 서식이다. 闕字와 마찬가지로 공식령에 규정이 있

8. 証文類

다. 천황이나 神佛에 관련된 어휘가 글 속에 나타났을 경우에 비록 수행 도중에
있어도 改行하여 행 첫머리에 단어를 둠으로써 경의를 표하는 것을 平出(へい

譲状(ゆずりじょう)

しゅつ、びょうしゅつ) 혹은 平頭抄出이라고 하였다. 「皇祖」 「先帝」 「天子」 「天

財産을 譲渡할 때에 양도 내용을 기록한 文書.

皇」 「皇帝」 「陛下」 「至尊」 「太上天皇」、天皇諡、三后(皇后・皇太后・太皇太后)

売権(ばいけん)

등의 말에 대하여 이용했으나 闕字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그 적용

재산을 매매했음을 인정하고 買主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을 판매자가 인정한

범위는 애매해졌다.

문서.
借用状(しゃくようじょう)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분명히 금품 등을 빌린 것을 인정한 문서. 채무가 소멸
하면 임차인에게 넘겨준다.

擡頭
闕字・平出보다 더 경의를 높인 표현이다. 神佛, 天皇 등의 어휘가 글 속에
나타났을 경우, 글 도중에 改行할 뿐 아니라 그 글자를 다른 행보다 위에 위치
에서 쓰는 것을 擡頭(たいとう)라고 부른다. 1자 만큼 위에 쓴 것을 一字擡頭,
2자 만큼 위에 쓴 것을 二字擡頭라고 한다. 위에 쓸수록 더 경의를 표했다(최대

9. 古文書에 있어서 敬意表現
候文
오늘날의 “입니다.” (「です・ます」조에 맞게 한 글).
闕字

다섯자 대두까지).

10. 古文書 翻刻
사료집 등에 있어서 고문서의 활자화를 翻刻이라고 한다. 고문서 번각은 가능

천황이나 貴人·寺社에 대한 칭호와 말이 문장으로 쓸 경우 경의를 표현해야

한 한 원본의 再現을 충실히 행해야 하지만 인쇄 상의 사정으로 원본대로 문자

하기 때문에 그 말 앞에 1자 혹은 2글자 상당의 공백을 비우는 것을 闕字(けつ

의 사용 및 글자 배치가 재현하기 어렵고 正字, 상용 한자의 선택이나 약자나

じ)라고 한다. 大宝律令公式令에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大社」「○○陵」

異体字 등 번각의 방침에 대해서는 범례에 명시된다. 특히 연월일과 발신인 宛

「乗輿」 「車駕」 「詔書」 「勅旨」 「明詔」 「聖化」 「天恩」 「慈恩」 「慈旨」 「御(至尊)」

名의 위치 관계는 서찰 규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문서의 치수나 署判

「闕庭」 「中宮」 「朝廷」 「春宮」 「殿下」 등의 글에 대하 써야한다고 했지만, 헤이

의 형태, 紙質 등의 정보도 注記된다.

안 시대 이후에는 그 범위는 엄격하지 않다, 근세 말까지 사용됐다. 文政 원년
에 闕字의 제도가 생겼지만, 메이지 5년 8월 27일의 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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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古文書를 볼 수 있는 시설

日本古文書学研究Ⅱ
第1回 公家様文書 国司庁宣 様式・機能의解説과 訓読

고문서는 박물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소장되어 있는 것이 많아, 상설 전시 기

第2回 公家様文書 綸旨 様式・機能의解説과 訓読

획전을 통해서 널리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박물관 시설에 대해서는 고문서를

第3回 公家様文書 院宣 様式・機能의解説과 訓読

진열장 안에 설치하고 釈文과 현대어 역, 전시 패널에 의한 해설 등을 보조 정

第4回 公家様文書 御教書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보로서 함께 첨가하여 이용자의 이해에 편의를 도모한다.

第5回 武家様文書 下文(１)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第6回 武家様文書 下文(２)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第7回 武家様文書 下知状(１)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부록 2] 대표적 고문서학 입문서

第8回 武家様文書 下知状(２)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第9回 武家様文書 下知状(３)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古文書学入門』 (法政大学出版局、1971年、2003年)

第10回 武家様文書 鎌倉幕府의 御教書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日本史を学ぶための古文書・古記録訓読法

第11回 武家様文書 室町幕府의 奉書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第12回 武家様文書 室町幕府의 直状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日本古文書学研究Ⅰ(大塚 紀弘)

第13回 起請文・売券・譲状 様式・機能의 解説과 訓読

第1回 1.式様文書 宣命・詔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第14回 公家様文書と武家様文書 授業内容의 総括

第2回 公式様文書 符(１) 様式・機能의解説과 訓読
第3回 公式様文書 符(２)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概説古文書学 古代・中世編

第4回 公式様文書 移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고대부터 중세까지 다양한 문서들을 각 전문가들이 최근의 연구 성과의 간결

第5回 公式様文書 牒(１)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하고 평이하게 해설. 고문서학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일반 사회인 때문에 또 대

第6回 公式様文書 牒(２) 様式・機能의解説と訓読

학의 고문서학의 텍스트로 편집. 고대부터 중세까지 다양한 문서들을 각 전문가

第7回 公式様文書 解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들이 최근의 연구 성과를 담고 구체 예에 기초하고 간결하고 평이하게 해설.

第8回 公家様文書 宣旨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第9回 公家様文書 官宣旨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概説古文書学 近世編

第10回 公家様文書 院庁下文 様式・機能의解説과訓読

수많은 근세 문서에 발행자 또는 대상을 주로 분류·정리하고 정밀한 고증과

第11回 公家様文書 摂関家政所下文 様式・機能의解説과 訓読

명쾌한 서술에서 체계화된 입문서. 수많은 근세 문서에 발행자 또는 대상을 주

第12回 公式様文書と公家様文書 内容의 総括

로 분류·정리하고 전문가의 정밀한 고증과 명쾌한 서술에서 체계화된 입문서.
고문헌 조사·수집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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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文書調査 핸드북

일기의 개요를 간결하게 말한다. 아울러 주요 기록의 항목을 예로 끌고 내리읽

근세 고문서의 실지조사와 이용의 방법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설. 앞으로 고

다 문을 내걸고 특수한 용어 등에는 주해를 붙였다.

문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수 서적이다. 근세 고문서의 실사와 이용의
방법을 경험 풍부한 집필진이 다른 안내서 서류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러

林英夫의 고문서 독해와 실무

하면 편리하다”라고 하는 비결이나 요령을 맞대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설. 앞

『近世古文書解読字典』柏書房、1972年

으로 고문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수 서적이다.

『文献資料整理의実務』編 柏書房 地方史메뉴얼 1974
『入門近世文書字典』中田易直共編 柏書房 1975

武士와 大名의 古文書入門

『近世文書의 解読』田畑勉共編 柏書房 1978

소요를 전한 신고서, 장군의 병문안, 제후들의 자제 교육 학교 교칙, 가독 상

『基礎古文書 讀解法』柏書房、1998年

속의 문서. 무가 문서를 한자씩 알기 쉽게 해설. 해독력을 중심으로 한 대망의

『音訓引古文書大字叢』柏書房、1999年

입문서.

『地方史研究의 新方法』木村礎共編 八木書店 2000
『解読近世書状大鑑』柏書房、2001年[고려 공식령 왕명문서 제고규식]

古記録学概論
古記録学 入門書. 난해한 일기의 특질과 연구상의 문제점 등을 쉽게 해설. 고
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일기의 개요를 간결하게 말한다. 난해한 일기에 대해서
그 특성이나 연구 상의 문제점 등을 쉽게 해설하면서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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