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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장(印章, seal)이란?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인장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전파되었는지는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점을 언급하면, 첫째, 견고한 물질에 문양이나 글
자를 새겨 요철을 만든다는 점, 둘째, 날인할 때 진흙을 사용하였다는 점, 셋

문자나 문양을 새기거나 주조하여 개인과 집단을 상징하는 도구이다. 서명과
함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문자를 거꾸로 제작하
여 찍어낸다는 측면에서 활자(活字)와 유사하지만 기원은 이보다 이르다. 인쇄
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탁본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표면에 안료를
바르고 압력을 이용해 찍어내는 방식이나, 문자를 거꾸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인장이 좀 더 유력한 모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장의 사용은 인쇄기술의 기원
에 선행한다 하겠다.

째, 개인이나 집단을 나타내며, 물건이나 문서의 봉인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초기 인장의 모습은 대
부분 원통형으로 진흙에 굴려 요철을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
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인장의 밑면에 새겨 찍는 방식만이 나타난
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까지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 3국을 비
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남아시아에 집중
되어 있으며, 예술의 한 장르로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발견된 유물을 통한 동아시아 인장의 기원은 주로 은상설을 뒷받침 한다. 현대 중

2. 인장의 기원

국의 고고학자 우성오(于省吾, 1896~1984)의 『쌍검치고기물도록(雙劍誃古器物圖
錄)』과 황준(黃濬)의 『업중편우(鄴中片羽)』에 실린 하남성(河南省) 안양(安陽) 출토
동인(銅印) 3과와, 은허(殷墟) 출토 도기편에 남은 인적(印跡)이 있다. 현재 중국에

인장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느 경로를 따라 전파되었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인장의 기원은 기원전 약 5천년 전의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인류역사 가운데 최초로 문자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수메르인들은 원통형
인장을 사용하였다. 둥근 인장의 몸통에 문양을 새겼고, 이를 진흙에 굴려 요철
을 만든 것이 인장의 시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원통형 인장 이후로도 인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고
대 이집트의 풍뎅이 모양 인장, 고대 인도의 모헨조다로에서 출토된 인장, 그
리스 로마에 이은 유럽의 반지형 인장, 태국의 상아로 만든 불탑 인장, 이란
에 남은 페르시아아 제국의 원통형 인장 등 전 세계적으로 각양각색의 인장이
나타난다.

서는 이 유물들을 인도와 인장의 가장 오랜 유물로 여긴다.
‘인도(印陶)’란 용어는 도기에 찍혀진 인영과 찍혀진 도기 자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내용은 대부분 도기 제작자의 성명이나 거주한 지명이다. 도기의 문식(文
飾)을 처음에는 두드려서 만들다가 나중에는 문양이나 문자를 새긴 도구로 압
인하여 요철을 만들었고, 이 도구가 바로 원초적인 인장의 모습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유물로 1950년대 안양 은허에서 발굴된 한
편의 은대도기가 있다. 이 도기의 뚜껑 내벽에는 하나의 인적이 있다. 지금은
⅔정도가 남았지만 사방에 인변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从”자를 닮은 글자(혹
은 문양)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도기유물에 보이는 인영을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인도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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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용어와 분류방법

는 백성들이 모두 금옥으로 인을 만들고 용호(龍虎)로써 손잡이를 만들어 자기가 좋
아하는 대로 하였다. 진 이래로 천자만이 ‘인’을 ‘새’로 칭하고 또 옥으로 만들어 군
신들은 감히 쓸 수 없었다. 전국칠웅 때에 신하의 인장을 처음으로 ‘인’이라 칭했

인장은 개인의 상징이자 신표(信標)라는 의미에서 서명과 유사하다. 개인의
서명방식은 착명(着名)과 서압(署押)이 있었으며, 기원을 전후하여 중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서명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쓰는 방식이므로 일회적인
반면, 인장은 견고한 물질에 새기거나 주조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이
가 있고, 내용상 국가나 집단까지 포함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라 하겠다. 또한
인장이나 서명의 대용으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한 수촌(手寸)과 수장(手
掌)이 응용되었고, 지문을 이용한 지장(指章)이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는 인장과 관련한 동의어, 유사어에 대한 의미를 중원과 우리나라의 용례를 들
어 살피고자 한다.
동한 허신(許愼, 30~124)의 『설문해자』에서는 “‘인(印)’은 행정관료가 지니는 신
표로 ‘조(爪)’와 ‘절( )’로 구성되었다. 인부(印部)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인(印)의
의미를 따른다.”고 하였고, 청 단옥재(段玉裁, 1735~1815)의 『설문해자주』에서는
‘인’자에 대해 『주례(周禮)』와 『한관의(漢官儀)』 등을 인용하여 상세한 주석을 더
하였다.
‘새(璽)’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용한 인장의 명칭이다. 발생 초기에는 새(爾/
土), 새(爾/金)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선진시대 관・사인 유물에서 다양한 새자의
용례를 볼 수 있다. 『육서정온(六書精蘊)』에서는 “새(爾/土)는 인장으로 ‘이(爾)’와
‘토(土)’로 구성되었다. 옛날에 글자를 만드는 자가 ‘너(爾)에게 명하여 땅(土)을 지
키게 한다.’는 뜻을 취하였다.”고 하여 문자학적 해석을 더하였다.
선진시대에는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새’자로 통칭하다가, 진시황이 중원
을 통일한 이후로 ‘새’는 천자만이 쓰고 신하나 백성들은 모두 ‘인’이나 ‘장’자를 사
용도록 규정하였다. 원 성희명(盛熈明)의 『법서고(法書考)』에서는 “진(秦) 이전에

다.”는 기록을 통해 새자의 사용범위가 천자로 국한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 무후때에는 ‘새’의 음이 ‘사(死)’와 같다 하여 ‘새’를 ‘보(寶)’로 고치기를 명하였
다. 당 중종때에는 다시 ‘새’로 칭하였고, 현종 때에 또다시 ‘보’로 칭하였다. 그 후
원, 명, 청대에는 ‘새’와 ‘보’자를 함께 사용한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새절(璽節)’은『주례』에 “문궐(門關)에서는 부절(符節)을 쓰고, 화회(貨賄)에는
새절을 쓰며, 도로(道路)에는 정절(旌節)을 쓴다.”라 하고, 정현(鄭玄)의 주에서 “모
든 화회를 유통함에 새절로써 출입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새절’은
상업과 경제, 출입의 징표로 삼은 인장임을 시사한다.
‘인(印)’은 관인과 사인을 포괄하며 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
다. 성희명(盛熈明)의 『법서고』에서 “칠웅 때에 신하의 인장을 처음으로 ‘인’이라
칭했다.”고 하여 전국시대로부터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주검심(朱劍心)의 『금
석학(金石學)』에서는 『한구의(漢舊儀)』를 인용하여 “진 이후 천자만이 ‘새’와 ‘보’
를 사용한 이후 군신은 감히 쓸 수 없어 비로소 ‘인’이 생겨났다.”고 하여, 본래 신분
에 의해 분리된 용어임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장을 의미하는 ‘인(印)’자를 ‘끝’으로 발음하고, 관부(官簿)
의 말단에 써서 문건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례로 국보 제 131
호 《(이태조호적원본(李太祖戶籍原本)》이 있다. 이 문서에는 문장의 끝마다 ‘인
(印)’자를 써서 내용의 끝을 표시하였다.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인’자를 종결의
의미로 사용한 전통은 고려로부터 전해졌다 하겠다.
‘장(章)’은 『한서(漢書)』에서 “모든 관리는 녹봉이 이천석 이상은 모두 동인청수
(銀印青綬…)”라 하였고, 안사고(顔師古)의 주에서는 『한구의』를 인용하여 “동인
(銀印)의 배(背)는 귀뉴(龜鈕)이며 그 문(文)은 장(章)이다. ‘모관(某官)의 장(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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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긴다.”고 하였다. 또한 『한서』 「주매신전(朱買臣傳)」에서는 “수저(守邸)가 괴
이하게 여겨 앞에서 그 인끈을 끌어다가 인문을 보니 「회계태수장(會稽太守章)」이
御寶

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장(章)’은 한대로부터 주로 관제에 의해 파생
된 인장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장(印章)’ 혹은 ‘도장(圖章)’이란 용어를 흔히 쓴다. ‘인

冊封寶(印)

장’은 모두 ‘인(印)’의 의미를 갖는 ‘인(印)’과 ‘장(章)’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언제부
터 사용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두 글자 모두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오랜

御寶

시간동안 사용되었으며 관 ․ 사인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한편 ‘도장(圖
章)’, ‘도서(圖書)’, ‘도서(圖署)’와 같이 ‘圖(그림도)’자가 인장의 의미에 포함된 시

「科擧之寶」,
「勅命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濬明之寶」,

「諭書之寶」,
「制誥之寶」,
「奎章之寶」,
「命德之寶」,
「欽文之璽」

「宣賜之記」,
「宣貺端輔」,
「濬哲之寶」,
「廣運之寶」,

王世子, 王世弟, 王世孫, 王妃, 世子嬪의
冊禮時 寶(印)

尊號寶

國王와 王妃, 上王과 大妃 및 先代의
加上․追上尊號寶

諡號寶

國王와 王妃, 上王과 大妃 등의 追上諡號寶

기는 대체로 송대로 전해지며, 주로 ‘도서(圖書)’로부터 시작되었다. ‘도서’는 처음
六曹官印

六曹(吏, 戶, 禮, 兵, 刑, 工曹)와 所屬 各衙門의
官印

京官印

六曹外
中央機構
官印

宗親府, 忠勳府, 儀賓府, 敦寧府, 議政府, 義禁府,
司憲府, 承政院, 司諫院, 經 筵, 漢城府, 開城府,
中樞府, 五衛都摠府, 內禁衙의 官印

外官印

地方官印

八道(京畿․忠淸․慶尙․全羅․黃海․江原․咸鏡․平安道)
派遣 各 地方官의 品階別 官印

에 그림이나 서적에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도서(某某圖書)」로 제작
하여 사용하면서 인장의 이칭이 되었다. 한편 ‘도장(圖章)’과 ‘도서(圖署)’는 조선시
대로 부터 주로 사인의 의미로 정착되었다.

官
印

한국 인장의 분류(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대분류 용도별

시기별
朝鮮時代

璽
寶

外交用
國璽

開化期

大韓帝國期
內治用
國璽

國王文書・
書籍頒賜用

세부사항
「朝鮮王寶」, 「朝鮮國王之印」(6寶),
「爲政以德」(日本)
「大朝鮮國主上之寶」, 「大朝鮮國寶」,
「大朝鮮國大君主寶」, 「大朝鮮大君主寶」,
「大君主寶」, 「大朝鮮國寶」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3寶),
「皇帝御璽」
「國王行寶」, 「國王信寶」, 「施命之寶」,
「施命」, 「昭信之寶」, 「科擧之印」,

姓名字號印
詞句印
私
印

收藏 ․ 鑑賞印

封緘印
婦人圖書

姓名, 字, 號, 貫鄕, 別號, 堂號 等
經傳句, 詩句, 詞句, 鑑戒句, 吉祥句 等
‘~秘笈’, ‘~永寶’, ‘~藏書’, ‘~家藏’, ‘~眞賞’,
‘~珍賞’, ‘~圖書記’ 等
封緘句, 經傳句, 詞句, 吉祥句, 祈願句,
恭敬句 等
女性의 印章(「某鄕某氏」, 「某妻某氏」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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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의 새보(璽寶)

다.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인수한 국새는 금제귀뉴(金製龜鈕)로 동북방의
제후국 책봉시 금으로 제조하며 거북손잡이로 하는 한나라의 제도를 따랐다고
하였다.

1) 외교용 국새

중원에 청이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모두 3차에 걸쳐 국새를 인수하였다. 첫
번째는 1637년(인조 15) 11월 청나라 문자(만주어)로 새긴 국새였다. 두 번째는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삼국시대에 대보

1653년(효종 4) 인수하였으며 ‘조선국왕지인’을 한자와 청자를 하나의 인장에

(大寶), 국새(國璽) 등으로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국새, 국인(國印), 어보(御寶),

넣었다. 한자는 소전이며 청자는 아직 전서화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1776년

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위의 용어는 물론 새와 보를

(영조 52) 한자와 청자가 모두 전서이며 지영전(芝英篆)으로 하였다.

왕실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와 ‘대보’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 의미로만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의한 국새인수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

1881년 고종은 기존에 사신이 가지고 가는 국서에 「위정이덕(爲政以德)」 보를

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고, 8년 후인 1889년에

하였다.

는 「대조선국보」를 포함하여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

조선시대에는 명과 청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그러나 명으로부

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새로 제작하

터 처음 국새를 받기 이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이 영조대의 기

였다. 이로써 1894년 갑오경장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관련 국서에 사용할 국

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조선초기의 문헌기록에는 이 국새에 대한 언급이 없지

새를 자체 제작하였고, 보문은 「대조선국보」임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을 즈음

만, 건국초 명으로부터 국새를 인수하기 이전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안보(安

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1882. 7. 1 제작), 「대

寶)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인장은 조선시대에 국내에서 제작한 유일한 국새란

군주보」(1882. 7. 1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1876. 12. 15 제작)를 제작하여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려국새의 안보사례가 전무한 시점에서 태조대에

일본관련 국서에 사용하였다.

제작된 국새이므로 크기, 서체, 안보위치 등 고려의 유제를 실물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고명과 인신을 받은 시점은 개국 이후 10년이 지난 1401
년(태종 1) 6월이었고, 명에서 책봉한 공식명칭은 ‘조선국왕’으로 인문 또한
「조선국왕지인」이었다. 이때 받은 국새가 1402년(태종 2)《성석린왕지》에 안보
되어 있다. 안보위치는 연호인 ‘홍무(洪武)’의 중간지점에 국새의 윗선을 맞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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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새보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와 어보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
지보(皇帝之寶)」(3과),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
지보(施命之寶)」로 총 9과이다.

2) 내치용 국새

가 있다. 1526년(중종 21) 5월에 반사된 『역대군신도상』의 경우 도상을 피하기
위해 내사기 위에 안보한 사례가 있고, 그밖에도 안보해야 할 위치에 어휘(御

명으로부터 책봉과 함께 받은 국새는 모든 국사와 관련한 문건에 사용하기에
는 무리가 따랐다. 이는 우선 금제이므로 쉽게 닳아 인문이 만환(漫漶)될 우려

諱)나, 국왕과 관련한 ‘어제(御製)’, ‘왕왈(王曰)’, 또는 공자를 뜻하는 ‘부자(夫
子)’ 등이 있으면 이를 피하는 관례가 있었다.

가 있었고, 국내용 문서에 ‘조선국왕’이라 새긴 보문이 격에 맞지 않음이 지적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로부터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를 대체할

▶ 반사본에 사용하는 어보는 세종대에 만든 「선사지기」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

「국왕행보(國王行寶)」, 「국왕신보(國王信寶)」를 제작하여 국왕문서에 사용하였

었고, 규장각의 설치 이후 「규장지보」가 주로 사용되었다. 고종대에는 「동문지

다. 이로써 조선의 국왕문서용 어보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기를 통틀어 국왕문서와 서적반사용 어보는 모두 15종이 확인되며, 필요에 의

보」, 「흠문지보」가, 대한제국기에는 「흠문지새」가 각각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기
존의 어보가 모두 직뉴(直鈕)나 귀뉴(龜鈕)에 보문이 ‘기(記)’나 ‘보(寶)’였음에 반
해 「흠문지새」만 용뉴(龍鈕)로 ‘새(璽)’자를 사용해 황제국의 위상을 반영하였다.

해 문구를 바꾸거나 유실에 의한 개주가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告身式)에서는 보를 안보하고, 5

국서(國書) 관련 국새: 조선시대 대일관계사에 있어서 국서란 최고 통치자간

품 이하는 인을 답인하여 차등을 두었다. 후자의 경우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에 왕래한 서신을 말한다. 『통문관지』, 『춘관지』, 『증정교린지』 등 조선시대 대

병曹에서 각각 「이조지인」과 「병조지인」을 찍었다.

일외교를 기록한 문헌에서는 국왕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인 「국서식」과 예조 이
하의 위치에서 교환하는 「서계식」을 명백히 구분하였다. 따라서 국서란 조선의

내치용 국새는 시기와 문서의 성격에 따라 국왕신보(國王信寶) 국왕행보(國王行

국왕과 일본의 최고 외교권자간에 왕래한 문서라 정의할 수 있다. 국서에 쓰는

寶) 시명지보(施命之寶) 소신지보(昭信之寶) 과거지보(科擧之寶) 유서지보(諭書之

어보인 「위정이덕」보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성종대 이전에

寶) 등을 사용하였음.

이미 은으로 제작한 어보가 쓰였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76년(고
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가 무너지

반사(頒賜) 관련 국새: 반사본은 임금의 명으로 내려준 책으로 ‘내사본’이라
고도 한다. 승정원 승지 또는 규장각 각신이 특정의 신료, 관원 및 관서, 사고,
향교, 서원 등에 반사하였다. 임금의 하사품이므로 책의 지질이나 장정, 인쇄상
태가 양호하고, 본문의 교정이 철저하여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다. 서적을 반사
할 때 사용한 어보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선황단보(宣貺端輔)」, 「동문지보

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를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서에 사용할
어보 또한 변경되었다. 1881년 고종은 기존에 사신이 가지고 가는 국서에 「위
정이덕」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
써 갑오경장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관련 국서에 사용하는 어보가 국새로 대
체되었고, 보문은 「대조선국보」임을 알 수 있다.

(同文之寶)」, 「규장지보(奎章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가 있었으며, 가장 이
른 시기에 사용한 어보는 「선사지기」이다. 반사본에 사용하는 어보는 일반적으
로 책의 본문 제 1면 오른쪽 위의 변란 안 구석에 위치한다. 그러나 간혹 예외

새보에 구첩전(九疊篆)을 사용한 이유: 명대인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장은
매 글자마다 전서의 굴곡이 아홉 획이며 이는 바로 ‘건원용구(乾元用九)’9)의
4강_ 고문서와 인장(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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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라 하였다. 또한 중국 현대의 인학가는 새보와 관인에서 ‘건원용구’의 의

공예의 종합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금속, 옥, 직물, 가죽, 나무

미를 차용함에 대해 ‘건원은 천의 덕이며 구는 양의 수로 천의 덕이니, 곧 천의

등 수공예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왕실의례 최고의 상징물이므로 유기적으로 통

덕을 사용함, 즉 인장을 통해 천의 덕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조선새

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의 글자가 의도적으로 9획을 사용한 이유도 바로 구첩전에 포함된 ‘건원용구’

어보는 몇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

의 의미를 인장에 함축하였다 하겠다. 이는 고궁의 건축물과 꽃담 등에 있는

세손과 그 빈들의 책봉 때에 제작한 책봉보인(冊封寶印)이 있고, 국왕과 왕비,

길상문의 서체가 대부분 구첩전인 점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상왕과 대비 및 왕실의 선조에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존호보(尊號寶), 국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등의 사후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 시호보(諡號寶), 왕이 승
하하였을 때의 묘호보(廟號寶) 등이 있다. 한편 어보는 보문(寶文)에 쓰인 용어

3) 왕실의 어보

에 따라 보(寶)와 인(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왕과 왕비 및 왕실의 선조에게
는 보(寶), 왕세자 이하는 인(印)으로 구분하였다.

어보는 왕실 사람들의 위호(位號)를 나타낸 인장이다. 여기에는 왕비를 비롯

어보는 국가의례 가운데 가례(嘉禮)에 해당하는 책봉・존호・존숭의례와, 흉

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및 그들의 배우자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

례에 해당하는 국장・부묘의례 때 해당 인물에게 받쳐졌다. 책봉명이나 존호,

봉(冊封)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의 선조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거

시호, 묘호 등과 같은 호칭을 새긴 어보를 해당 인물에게 바치는 일은 의례에

나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미를 담은 존호, 휘호, 시호, 묘호와 같은 여러

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였다. 왕실의 호칭은 다양한 의례에 따른 명칭이라 할

호칭을 담는다. 어보는 왕실의 끊임없는 정통성의 상징으로 어책(御冊)과 함께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보는 어책, 교명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어보는 왕의

종묘에 봉안하였다. 역대 왕과 비의 신주(神主)가 있는 신실(神室)마다 동쪽에는

경우 왕세자 책봉 때와 등극 이후의 존호, 승하 이후의 존호・시호・묘호를 올

보장(寶欌)을 두어 어보를, 서쪽에는 책장(冊欌)을 두어 어책을 봉안하였다. 어

릴 때 제작하였다. 왕비의 경우 세자빈 책봉시와 왕비 책봉시, 생시의 존호, 승

보는 왕실의 상징성이 담긴 신성한 비장품으로 존숭의 대상이라 하겠다.

하 후의 존호・시호・휘호 등을 올릴 때마다 제작하였다.

어보는 최상품질의 옥이나 금속으로 만들고 상서로운 동물인 용이나 거북 모

왕실 사람들의 책봉과 관련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등에게는 주로 옥으

양의 손잡이를 갖춤으로써 단순한 인장을 넘어 왕실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로 제작한 인(印)과 죽책・교명을, 왕비는 금보와 옥책・교명을 수여하였다. 존

예술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아울러 어보를 위호(衛護)하고 장엄하기 위해 제

호의 경우 생존시에는 옥보와 옥책을, 사후에는 금보와 옥책을 올렸다. 그러나

작한 보통(寶筒), 주통(朱筒), 보록(寶盝), 주록(朱盝), 호갑(護匣) 등의 각종 상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원칙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정

자를 비롯하여 보자기, 끈, 열쇠, 자물쇠 등 많은 부속물품을 수반하므로 왕실

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책봉은 왕비,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빈(嬪)들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9) ‘乾元用九’는 周易 乾卦의 ‘乾元用九 天下治也’에서 따온 말이다. 傳에서는 ‘用九之
道는 天與聖人同하니 得其用이면 則天下治也’라 설명했다.(成百曉 譯註, 『周易全
義』, 傳統文化硏究會,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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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다. 국왕은 책봉 받는 인물에게 임명장인 교명, 덕을 기리는 글을 담은
옥책이나 죽책과 함께 해당 지위의 상징으로 어보를 수여하였다. 각 어보에는

‘왕비지보’, ‘왕세자인’, 왕세제인‘, ’왕세손인‘과 같은 책봉명을 새겼다. 왕비나

※ 어보는 왕실의 각종 의례 때에 상징성을 담아 새긴 의례품의 일종으로 실제 행

왕세자빈의 책봉은 왕실의 혼례의식인 육례(六禮) 가운데 책비(冊妃)나 책빈(冊

정상의 용도로 제작한 인장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淑慎翁主家垈賜給成

嬪)으로 이루어졌다.

文〉과 <上院寺重創勸善文>, 그리고 왕세자 및 왕세제, 왕세손의 대리청정기 문

어보는 국장, 부묘 등의 의례와도 관련이 깊다. 왕이 승하하면 중신들이 모여

서에서 어보를 사용한 특수한 사례가 있다.

시호・묘호・능호・전호 등을 결정함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고 혼을 모시는 국

※ 어보에 쓰인 서체인 九疊篆의 상징성을 문헌기록을 살펴 『周易』에 보이는 ‘乾元

장의례를 준비하기 위해 국장도감을 설치하였다. 도감에서는 시책(諡冊)과 함께

用九’의 의미를 서체에 차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구첩전이란 용

결정된 시호를 새겨 시호보(諡號寶)를 제작하여 행사에 대비하였다. 시호보에는

어 대신 ‘상방대전(上方大篆)’ 혹은 ‘상방대전(尙方大篆)’의 용어를 썼고, ‘상방

묘호를 함께 새기기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기기도 하였다. 시호
보는 삼년상을 마친 후 부묘의례를 거쳐 종묘에 모셔졌다.
한편 어보의 제작은 역명(易名)과 관련이 깊다. 역명은 왕실 사람이나 고위관
료의 사후 시호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조선왕실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역명
의 사례는 태조의 4대조를 왕으로 추존하는 일이었다. 태조의 증조인 익조(翼
祖)의 책호문(冊號文)에는 ‘조(祖)를 높이고 종(宗)을 공경함은 역명의 예절을
신중히 하는 것...’이라는 글귀가 보이며, 도조(度祖)의 책호문에는 ‘효도는 어버
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시호로써 이름을 바꾸어야 하니...’라는 구절

(上方)’ 혹은 ‘상방(尙方)’이 한 대(漢代)로부터 주로 황실의 물품을 담당한 관서
명이다. 조선에서도 상방(尙方)은 왕실물품의 진상을 담당한 상의원(尙衣院)의 이
칭이었다. 상방대전은 인장에 쓰이는 서체로 특히 국새와 어보에 사용하였으므
로, 왕실의 물품을 진상하는 ‘상방’이란 용어를 왕실 인장의 서체명에 차용한 것
으로 파악된다.
※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거북뉴의 상징성? 첫째, 제후국인 조선에서
고대로부터 받아왔던 인장의 뉴식은 낙타와 거북이었다. 낙타는 漢代로부터 동
북방에 부여된 인장의 상징이지만 실상 우리민족과 그리 친숙한 동물은 아니므
로, 조선이 제후국으로서 전통을 유지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거북에 국

이 있다. 앞의 존조경종(尊祖敬宗)의 예절은 조종(祖宗)을 존경하는 윤리의식으

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조선시대 명・청으로부터 받은 국새

로 종법질서의 체계 확립에 토대가 되는 개념이다. 태조의 4대조 추존은 종법

6과가 모두 거북뉴인데 어보를 그보다 높은 상징인 용으로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을 바탕으로 효를 실천하는 행위였다. 이는 돌아가신 어버이의 공덕을 높여 시

있는 위격(位格)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고북뉴를 고수한 이유는

호를 올림으로써 효(孝)라는 유교윤리를 실천하는 한편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선택이 아닌 당위로 해석된다.

태조의 종통성의 기초를 다지는 정치행위였다. 책봉을 제외한 존호보, 시호보,
묘호보 등도 모두 이러한 종법의 질서와 효를 통한 왕실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의례물이자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된 인장이라고 하겠다. 또한 존호, 시호, 묘호
등 각종 호칭을 정하여 왕실 사람들에게 올리는 행위는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

5. 조선시대의 관인

교에 입각한 해당 인물에 대한 총체적 평가였다. 이렇게 종묘에 봉안된 어보는
신위, 어책 등과 함께 국가와 왕실의 표상(表象)이 되었다.

관인은 중앙과 지방의 관서나 군영에서 공무에 사용하는 인장이다. 관인은
사인과 달리 공적인 용도의 인장으로 국가의 명을 받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막
4강_ 고문서와 인장(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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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고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인은 주로 경관인과 외관인으로 분류된다. 경
관인은 주로 육조를 포함한 중앙기구의 관인을 말하며, 외관인은 전국에 파견
된 지방관의 인장을 말한다.
『인신등록』은 1679년(숙종 5) 1월부터 1870년(고종 7)년 12월까지 약 192년
간 관인을 관장한 예조의 계제사에서 경외관서의 요청에 따라 인신을 주조하
였을 때의 기록으로 조선시대 관인에 대해 매우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이다.

많은 서체가 생성・소멸되었다.
조선시대 관인의 서체는 이른바 ‘구첩전’이라 하는 전자체를 사용하였
고, 이를 ‘상방대전’이라 칭하였다. 또한 각 인장마다 공간의 필요에 의해 상
당히 많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인전의 기본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단지 첩을 가해 공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포치: 관인의 포치에 대한 이해는 고문서에 답인된 인장의 판독에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관인의 포치에 관해서는 아래의 기록이 유용하다.

조선의 관인은 자양과 뉴식, 담당관청까지 명대와 완전히 일치함을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대 관인의 영향: 명대 관인은 뉴식, 인문의 자양, 곽광 등의 형식이 전대
와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요・금・송・원을 지나면서 중원의 관인은 점차적으

“현종 8년(1667)에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옥인은 ‘왕세자지인’
이라 쓰는 것이 마땅하나, 좌우에 자수가 맞지 않으니 ‘지’자는 버리고 ‘왕세자
인’ 넉 자로 쓰도록 하소서.’라 하여 그대로 따랐다.”

로 인문의 첩이 더해졌고, 곽광이 넓어졌으며, 인문의 자획이 곡선에서 직선으
로 변해갔고, 뉴가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정점에 다다른 시기가 바로 명대이

관인이 아닌 왕세자의 책봉인에 관한 기록이지만 당시 ‘지’자에 융통성을 두

며 조선의 관인은 바로 이러한 명대 관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남겨

어 인장을 포치, 제작하였음을 시사하는 기록이다. 따라서 공간의 필요에 따라

진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두 인의 배면에 ‘예부조

‘지’자를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다.

(禮部造)’라는 관지를 통해 관인의 담당관청까지 일치한다.
척수: 이제 문제는 이때의 촌과 분의 단위가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어떠한 척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경국대전』에서는 각

6. 왕실의 사인(私印)과 인보(印譜)

품계마다 인신의 크기를 정한 후 다 같이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쓴다고 명시
하였다. 조례기척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오례」에 분리까지의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척의 길이가 28.6㎝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에는 인장을 완상하고 인보를 제작하는 풍토가 왕실에까지 퍼져나

서체: 인장을 새기는 행위를 ‘전각’이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쓰이

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궁궐에서는 전황석(田黃石), 계혈

는 서체는 전서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이미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이다. 전서는

석(鷄血石) 등 최고의 석인재를 수장하고, 문팽(文彭) 등의 인장을 모각하여 인

한자체의 하나로 예서 이전의 서체를 포괄한다. 주로 진시황의 문자통일을 분

보를 제작하는 등 인장예술을 향유하였다.10) 조선시대에 왕실이 주관하여 인보

기로 대전과 소전으로 나누어지며, 상주의 갑골문・금문, 춘추전국시대의 육국
문자, 진의 소전, 그리고 무전, 첩전 등 각 시대와 국가, 용도에 따라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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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乾隆帝와 같은 경우 자신의 八十壽를 기념하여 太學士 和珅으로 하여금 자신의
詩文을 새기도록 하여 128방의 壽山石 인장을 소장하기도 하였다.(汪家明 責任編

를 제작한 사례는 첫째, 새보(璽寶)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와, 사인을 성책한 두

문인・묵객이 사용한 한장, 길어인, 수장인, 감상인, 당호인 등 실로 많은 내용

부류가 있으며 주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의 인영을 담고 있어 조선후기 인장의 집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가

새보를 대상으로 인보를 제작한 사례로, 『새보인본(璽寶印本)』, 『신정왕후인

치를 지닌 자료이다.

보본(神貞王后印譜本)』, 『현목수비옥인본(顯穆綏妃玉印本)』 등이 있으며11) 국립

한편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인장에는 김정희의 문인인 소산 오규일이 새긴

중앙도서관에는 『열성인보(列聖印譜)』가 소장되어 있다. 『새보인본』은 1897년

인장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 있다. 조희룡이 당시 중인층

(광무 1)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신조(新造)한 새보 4과로 「황제지보」(2점), 「대

을 중심으로 서민 내지 방외인들에 대해 전기를 쓴 『호산외기(壺山外記)』에 오

조선국보」, 「황제지새」의 인영을 성책하였다.

규일의 부친인 「오창렬전(吳昌烈傳)」이 실려 있다. 조희룡과 오창렬은 40년을

왕실주관으로 제작한 인보 가운데 사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어보보다 많은

교유한 사이로 전기에서는 오창렬의 삶과 성품, 시와 의술에 뛰어난 점 등을

편이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의 경우 세손시절에 사용하던 인장, 등극 후의 인

기술하고 그의 후사(後嗣)에 대해 “세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맏아들 규일은 철

장, 당시 사용한 어보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인보를 제작하였다.12) 그러나 이

필(鐵筆)에 정교하여 내부(內府)에 소장된 물건 중에는 그의 손으로 새긴 것이

들 인보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서적의 장서인과 간찰의 봉함인을 통하여 정조

많다. 지금은 가각감(假閣監)으로 있다.”13)고 기록하였다. 또한 이유원(李裕元)

사인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뿐이다.

의 『임하필기(林下筆記)』에도 오규일의 전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자신이 수장했던 서적에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정조의
세손시절 인장은 「이극지장(貳極之章)」, 「진궁(震宮)」 등이 있고, 등극 후에도

“그는 석묵법(石墨法)을 깊이 터득하고 이재 권돈인과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 왕

자신의 서화는 물론 수장한 서적에까지 다양한 인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래하면서 그 전각법이 더욱 신채(神彩)를 띠우니, 대내(大內)의 여러 각은 거의

사례의 하나로 정조의 명으로 청으로부터 들여와 규장각에 보관한 『고금도서집
성(古今圖書集成)』에는 「조선국(朝鮮國)」, 「홍재(弘齋)」, 「만기지가(萬機之暇)」,
「극(極)」 등 정조의 장서인이 여럿 보인다.
『보소당인존』은 헌종이 소장하였던 서적 및 서화, 금석탁본 등에 날인하였을
수장인, 감상인과 자인, 호인을 비롯하여 중국 한대로부터 명대에 이르는 고인

모두가 오규일의 손에 맡겨졌다. 오소산의 전각은 애초부터 순정하여 보배로웠
는데 점점 가경(佳境)에 들어 차차 은벽(隱僻)한 이치를 탐구하여 따르니 각문
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하길 10년이 못되어 오소산은 눈이
멀었다.”14)

두 기록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내부에 소장된 인장 중 그가 직접 새긴 수가
많았고, 그 수량은 눈이 멀 정도였다는 점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헌종을 비롯

의 모각인, 강세황, 정약용, 신위, 권돈인, 금정희, 조희룡, 남병길 등 걸출한
輯, 『淸代宮廷生活』,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6. p.250)
11) 모두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2) 『內閣日曆』正祖 3(1779) 5月 17日. “奎章閣印譜今已裝成 當依下敎 竝與印欌而入
置奎章閣 而是則皆我殿下春邸時所用者 臨御以來印章 亦復依此例 續成印譜 而如
今所御用八寶 及近日所鑄成諸寶 亦爲別作一譜 似好矣”

13) 趙熙龍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吳昌烈傳」,『趙熙龍全集6・壺山外記』,
한길아트, 1999, pp.145~146. “有三子 長子圭一 精於鐵筆 內府所藏 多其手刻
今爲假閣監”
14) 李裕元, 『林下筆記』, 卷 34, 「金石經鐵筆」條, 민족문화추진회, 1999. “深得石墨
法 往來彛齋秋史之間 其法益神 大內諸刻 擧皆任之吳手 初則純正可珍 漸入佳境
隨以索隱 其文不可辨 行之未十年 眼廢”
4강_ 고문서와 인장(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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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정희, 권돈인 등 당시 문인 묵객의 인장 중에 그의 수각이 많았고, 자연
『보소당인존』에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희룡의 경우도 오규일
의 전각을 애호하여 전집의 곳곳에서 그에 대해 언급하고 오규일의 각인(刻印)
을 받을 때마다 감상을 기록하였다.
『덕수궁인존』은 고종(재위 1863~1907)의 사인을 찍은 인보이다. 모두 115점
의 인영을 수록하였으며, 내용별로 명인, 자인, 호인, 수장인, 감상인, 사귀인,
모각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종은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덕수궁에서 십여 년간 머물렀다. 그리고 1907년 황태자에게
양위하여 태상황이 된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다. 그때 궁의 이름이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는데, 이 인보의 제첨인 『덕수궁인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인보의 편집시기 또한 1907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은친왕인존』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李垠, 1897~1970)의
사인을 찍은 인보이다. 인문은 자호인을 비롯하여 사구인이 대부분으로 모두
11과를 실었다. 중요한 점은 이 인보의 제첨이 ‘은친왕인존’으로 되어있다. 그
러나 이은의 공식적 책봉명은 ‘영왕(英王)’이다. 흔히 ‘영친왕(英親王)’으로 불
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황제의 아들과 형제를 ‘친왕(親王)’이라 부르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인보의 제첨에 보이는 ‘은친왕(垠親王)’은 ‘이은(李垠)’의 이름에
‘친왕(親王)’을 붙인 방식으로, 일본에서 왕족들을 천황가와 구분하고 신분을
낮추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다. 또한 수록된 각 인영의 인
풍(印風)도 당시 우리나라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종이 또한 일본식 석인판 절
지문양지이므로 이 인장과 인보의 제작이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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