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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년에 들어 조선초기(14세기말-15세기말)의 고문서에 관한 논문이 점점 발표되기 시작하였지만, 

연구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의 하나는 당시의 고문서 사례수가 너무 적어 심층적 

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선초기 고문서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례를 발

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조선초기 고문서 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 東洋文

庫에 소장되어 있는 “國朝列聖御筆”에 게재된 2점의 고문서를 들어 그 성격과 내용을 살핀 다음, 문서

의 진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國朝列聖御筆”은 朝鮮本 장서가로 유명한 일본인 前間恭作(마에마 쿄사쿠)이 일찍이 소장하고 있

 * 新潟大學 大學院 現代社會文化硏究科 助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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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책이다. 본서는 조선왕조 역대 국왕의 御筆을 摹刻한 法帖이며, 17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

로 추정된다. ‘列聖御筆’이라는 서명을 지니는 책은 조선시대에 몇 종류가 간행되었지만, 본고에서 거

론하는 고문서가 게재되어 있는 것은 동양문고 소장 “국조열성어필”이 유일하다.

“國朝列聖御筆”에 보이는 2점의 고문서 중, 하나는 1393년(太祖 2)에 발급된 志英官敎이며, 또 하나

는 1457년(世祖 3)에 발급된 道岬寺免役敎旨이다. 전자는 국왕이 僧人 志英을 禪師로 임명하는 官敎

(임명교지)이며, 후자는 전라도 영암에 있는 道岬寺의 雜役을 減免토록 국왕이 관찰사와 수령에게 명

한 교지이다. 道岬寺免役敎旨와 같은 내용을 지니는 世祖代의 교지는 龍門寺, 廣德寺, 開天寺 등에도 

발급되었으며, 이들 사찰에는 지금도 原文書가 전존하고 있다.

당시의 각종 사료를 참고로 하여 志英官敎와 道岬寺免役敎旨를 검토한 결과, 그 양식과 내용에 의심

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 문서를 眞文書로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志英

官敎는 현재 확인되는 조선시대의 官敎 중 가장 오래된 사례이며, 또한 조선초기의 유일한 승인 임명

문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편 道岬寺免役敎旨는 世祖代에 道岬寺에도 잡역을 감면하는 교지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당시 이 사찰의 위상을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이다.

주제어 : 공문서, 官敎, 免役敎旨, 列聖御筆, 道岬寺,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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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조선초기라는 시기는 經國大典(1485년) 시행 이전의 약 100년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

에는 조선왕조의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국왕문서를 비롯한 公文書의 체계나 양식의 기초도 이 때 

형성되었다. 이렇듯 조선초기는 공문서연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지만, 조선초

기 공문서의 체계나 양식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어, 그 변천 과정을 상세히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당시의 법전이 현존하지 않고 또한 문서의 사례수도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년 학계에서는 임명문서를 중심으로 조선초기 공문서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1) 문서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문서에 관

한 연구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서 사례의 발굴과 眞僞의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東洋文庫(東京都 文京區) 소장 國朝列聖御

筆에 載錄되어 있는 조선초기 국왕문서 2점을 들어 그 양식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에 그 진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국왕문서는 조선초기의 寺刹과 관련된 문서이다. 당시의 사찰 관련 사료 역시 극

히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들 문서는 조선초기 사찰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國朝列聖御筆의 서지 정보

우선 동양문고 소장 國朝列聖御筆2)의 서지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5㎝×23.3㎝(세로×가로. 이하 같음), 五針眼訂法, 14張, 四周單邊, 목판본. 이 책은 원래 前間恭

作3)(마에마 쿄사쿠, 1868-1942년)이 소유하고 있었던 책(在山樓文庫本)으로, 본문 第1張에 ‘在山樓蒐

1)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박성호,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박준호, 예의 패턴-조선시대 문

서 행정 연구-, 소와당, 2009; 심영환, 박성호, 노인환, 변화와 정착-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川

西裕也,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九州大學出版會, 2014.

2) 청구기호: Ⅶ-3-170. 본서의 사진 데이터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홈페이지(http://kostma.korea. 

ac.kr)에서 볼 수 있다.

3) 對馬 출생. 1894년 인천에 있는 日本領事館 書記生이 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관료로서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898년 外務書記生, 1902년 公使館 二等通譯官, 1906년 統監府 通譯官이 된 후, 總務部 文書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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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之一’이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다. 표지나 卷頭에 서명이 없는데, 제1장의 版心에 보이는 ‘國朝列聖御

筆’이 이 책의 서명으로 추측된다. 표지의 뒷면에는 長安寺의 부속 건축물이나 名所 등을 열거한 紙背

文書의 단편이 보인다. 이 지배문서의 본문 중, 명료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들면 아래와 같다. 

長安寺, 獐犬峰, 獐犬庵, 下觀音, 上觀音, 地藏庵, 證明塔, 多寶塔, 訶利王塔, 百塔, 大闕伐, 

金夫大王, 靈源庵, 那刹臺, 馬面峰, 牛頭峰, 使者峰, 判官峰, 鬼王峰, 黃川江, 地獄門, 靈源洞, 

密川庵, 雲至庵. 

이 지배문서에는 약 7-7.4㎝×5.4㎝의 주인이 세 곳에 찍혀 있다. 이들 인장은 直指寺의 물품 보관 

기록인 金山直指寺重記(1776년)에 찍힌 인장과 비슷해 보인다.4) 그러나 印影이 선명하지 않아 두 

인장이 같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지배문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편적

이므로, 이 문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國朝列聖御筆은 역대 조선 국왕의 御筆을 摹刻(書跡을 모사하며 금석이나 판목에 새기는 것)한 

法帖이며, 太祖, 文宗, 世祖, 成宗, 仁宗, 明宗, 宣祖, 元宗, 仁祖, 孝宗, 顯宗의 어필이 載錄되어 있다. 

序跋이나 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지만, 顯宗까지 어필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肅宗代 이후에 간행된 것은 확실하다.5)

원래 ‘列聖御筆’이라는 서명을 지니는 책은 역대 국왕을 追慕하기 위하여 간행 頒布되었던 것이며, 

17-18세기에 걸쳐 여러 종류가 작성되었다.6) 열성어필의 간행이 시작된 것은 顯宗代 이후이며, 산

일된 역대 국왕의 어필을 민간에서 찾아 이를 朝廷에 제출케 하였다. 간행에 있어서는 宗親府 주관 

아래 校書館 등 각 관부가 실무 작업을 분담하였다. 간행 후에는 1부가 御覽用으로 국왕에게 진상되었

고, 나머지는 종친이나 관료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렇듯 열성어필은 국가의 威信을 걸고 작성 간행된 

것이었으므로, 印出은 아주 精巧하며 종이나 裝幀도 역시 양질의 것이 사용되었다. 반면 國朝列聖御

總務部 人事課長代理, 統監官房 人事課長代理 등 통감부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1910년 朝鮮總督府 通譯官이 

된 다음 해 依願退職하여 동경에 갔다. 한국의 역사학, 언어학, 서지학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저서로서 古鮮冊

譜, 龍歌故語箋, 韓語通, 訓讀吏文 등을 남겼다. 한국에 체재할 때 많은 古籍을 수집하여 ‘在山樓文庫’

라고 지은 自宅 서고에 수장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귀국한 후 모두 동양문고에 기증하였다. 前間恭作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3冊, 前間先生小傳, 東洋文庫, 1957.

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고문서집성100,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144-151쪽. 金山直指寺重記
에 찍힌 인장은 ‘僧三寶印’으로 판독되어 있는데(같은 책 32쪽), 이 인장의 작성 연대나 크기,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5) 國朝列聖御筆을 소장하고 있던 前間恭作는 본서가 ‘康熙二十年(1681) 前後’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前

間恭作, 古鮮冊譜, 第3冊, 앞의 책, 1985쪽), 그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

6) 列聖御筆의 작성과 간행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이완우, ｢朝鮮王朝의 列聖御筆 刊行｣, 문화재24, 

1991; 이완우, ｢조선 후기 列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장서각30, 2013; 황정연,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1725년 乙巳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屛風謄錄의 분석-｣, 장서각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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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列聖御筆 
소재 어필

어필의 내용 ＊( )내는 출전 

혹은 관련 사료를 의미함

國朝列聖御筆 이외의 

각종 列聖御筆에 

수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太祖大王御筆 ｢志英官敎｣ 無

文宗大王御筆 春寒惻々掩重門……8)(元 趙孟頫, ｢絶句｣) 有

文宗大王御筆 廉纖晩雨不能晴……(唐 韓愈, ｢晩雨｣) 有

文宗大王御筆 秋日閑居……(宋 楊朴, ｢秋日閑居｣) 有

世祖大王御筆 ｢道岬寺免役敎旨｣ 無

成宗大王御筆
送黃柑七十枚, 倂題勿謝……(列聖御製9), 卷5, 成宗大王, 送

黃柑七十枚倂題勿謝)
無

成宗大王御筆 觀書體甚佳, 作詩以賜焉……(列聖御製, 卷5, 成宗大王, 觀書

體甚佳作詩以賜焉)
無

成宗大王御筆 爾等之意, 余如見其肺肝焉……(成宗實錄10)) 無

成宗大王御筆 浩々乾坤思不窮……(列聖御製, 卷5, 成宗大王, 題望遠亭) 無

成宗大王御筆 溫溫玉質, 栗然縝密……(列聖御製, 卷6, 成宗大王, 尊兄畵像贊) 有

仁宗大王御筆
今受外任於公之孝則得矣……(列聖御製, 卷7, 仁宗大王, 賜答

賓客李彦迪書)
有

明宗大王御筆
愼留守開拆……(列聖御製, 卷7, 明宗大王, 賜開城留守愼希

復書)
有

宣祖大王御筆 富貴良非願……(宋 蔡格, ｢自詠｣) 有

宣祖大王御筆 閑來無事不從容……(宋 程顥,  ｢秋日偶成二首｣) 有

宣祖大王御筆 白花白如雪……(列聖御製, 卷7, 宣祖大王, 碧桃) 有

宣祖大王御筆 夭桃一朶花……(列聖御製, 卷7, 宣祖大王, 三色桃) 有

<표 1> 國朝列聖御筆과 列聖御筆 소재 御筆의 비교

筆은 인출이 정교하지 않고 종이의 품질도 그다지 좋지 않다. 寺刹에 관한 지배문서가 있는 점으로 

보아 국조열성어필은 종친부가 아니라 사찰 혹은 그 관련 기관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까 생각된다.

國朝列聖御筆에 수록되어 있는 각 어필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각종 列聖御筆7) 所收의 어필

과 대조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국조열성어필에는 다른 열성어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어필이 

보여서 주목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조열성어필 이외의 각종 열성어필에는, 본고가 거

론할 2점의 문서(太祖 어필과 世祖 어필)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7) 필자가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에서 조사한 列聖御筆은 다음과 같다. 1662년 간행 석판본(奎10310), 

1679년 간행 석판본(奎10089), 1722년 간행 석판본(奎10323), 1725년 간행 석판본(奎9833), 1679년 간행 목판

본(奎9825), 1722년 간행 목판본(奎9828), 1725년 간행 목판본(奎9827). 열성어필의 종류와 연대 비정에 대

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이완우, ｢조선 후기 列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앞의 논문,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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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宗大王御筆
趙知事令前謝狀……(洪敬謨, 冠巖全書, 第25冊, 列聖朝御

筆帖11))
有

元宗大王御筆 薔薇芙蕖葵畦畎田園藪巷塞泡漚 有

仁祖大王御筆 紫禁香如霧……(唐 張仲素, ｢思君恩｣) 有

仁祖大王御筆 斗轉月未落……(唐 錢起, ｢江行無題｣) 有

仁祖大王御筆 寄㴭……(洪敬謨, 冠巖全書第25冊, 列聖朝御筆帖) 有

仁祖大王御筆 再見上書……(洪敬謨, 冠巖全書, 第25冊, 列聖朝御筆帖) 有

孝宗大王御筆 龜縮深宮裡……(列聖御製, 卷8, 孝宗大王, 賜麟平大君) 有

孝宗大王御筆 滿天風雪掩重扉……(列聖御製, 卷8, 孝宗大王, 失題) 有

孝宗大王御筆 物華天寶……(唐 王勃, ｢秋日登洪府滕王閣餞別序｣) 有

顯宗大王御筆 千家山郭靜朝暉……(唐 杜甫, ｢秋興八首｣) 有

顯宗大王御筆 萬里邊城遠……(唐 張祜, ｢昭君怨二首｣) 有

顯宗大王御筆 觀德納慶延祥玄武北辰 有

Ⅲ. 道岬寺免役敎旨

이하에서는 國朝列聖御筆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초기의 국왕문서 2점을 분석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해, 우선 본서 第4張 소재 문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서의 사진과 판독문은 다음 쪽 <사진 1>과 

<판독문 1>과 같다. ([　]내는 문서 본문과는 別筆로 적힌 문자를 가리킴. 이하 같음.)

이 문서는 1457년(世祖 3) 7월 전라도 영암 月出山에 있는 道岬寺의 雜役을 減免토록 觀察使 및 守

令에게 명한 것이다. 문서 본문 첫 행에 ‘敎旨’라는 문구가 있으며 말미에 국왕의 御押이 있으므로, 이 

문서는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분명하다.

道岬寺는 통일신라시대 말 道詵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12) 道岬寺에 관한 고려시대의 

기록은 없지만, 1407년(太宗 7) 12월의 실록 기사에 曹溪宗의 명찰로서 ‘靈巖 道岬寺’가 거론되어 있는 

8) ……는 중략 부분을 의미함. 이하 같음.

9) 列聖御製의 사료 인용은 아래 책에 의함. 列聖御製1-2,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이하 같음. 

10) 成宗實錄, 卷288, 25年 3月11日(庚子). “御書曰, 爾等之意, 予如見其肺肝焉. 予嘗觀東坡詩, 有貪戀君恩退未

能之句, 此言雖非實意, 臣之向君之誠, 固當如是. 爾等, 以予不聽一事, 連日請辭, 其可乎.”

11) 冠巖全書의 사료 인용은 아래 책에 의함. 冠巖全書5,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이하 같음. 

12) ｢道岬寺道詵守眉兩大師碑｣(1653년). 朝鮮總督府 편, 朝鮮金石總覧, 下卷, 朝鮮總督府, 1919, 892-897쪽.

13)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앞의 사이트). 이하 문장에서 인용할 國朝列聖御筆의 사진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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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道岬寺免役敎旨13)

<판독문 1> 道岬寺免役敎旨

01　 [世祖大王御筆]

02 　敎旨. 全羅道靈岩地

03　 道岬寺乙良, 監司・守令

04　 曾下傳旨, 更審尤加

05　 完護, 雜役減除者. 

06　 國王(押)

07     天順元年七月二十九日

것으로 보아,14) 조선초기에 道岬寺는 비교적 格이 높은 사찰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世

祖代에는 僧人 守眉에 의해 重修된 적도 있다.15) 다만 1977년 도갑사는 화재로 거의 全燒되었기 때문

에 이 사찰에 조선초기 문서의 원본이나 관련 사료가 현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道岬寺免役敎旨는 1457년(世祖 3) 3월 사찰의 貢賦 이외의 잡역을 모두 감면토록 하라는 왕명을 따

라 각지의 사찰에 발급된 면역교지의 하나로 추측된다. 당시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禮曹에 傳旨하여 말하기를 “ …… 이외의 당연히 행할 일은 조목별로 왼쪽에 열거하였으니, 너희 

예조에서는 중외에 曉諭하라. …… 하나, 寺社의 貢賦 이외의 雜役은 일체 면제한다. ……” 하였다.16) 

이 때 발급된 면역교지는 현재 龍門寺, 廣德寺, 開天寺, 雙峰寺에 原文書가 보관되어 있다. 이 이외

14) 太宗實錄, 卷14, 7年 12月 2日(辛巳).

15) 世祖實錄, 卷33, 10年 4月 13日(乙未). 

16) 世祖實錄, 卷7, 3年 3月 23日(丙戌). “傳旨禮曹曰, ……自外合行事, 宜條列于左. 惟爾禮曹曉諭中外. ……一, 

寺社貢賦外, 雜役一除…….”



34 古文書硏究 48

<사진 2> 龍門寺免役敎旨18)

<판독문 2> 龍門寺免役敎旨

01 　敎旨. 

02　 　慶尚道醴泉地龍門

03　　 寺乙良, 監司・守令, 曾下

04　　 傳旨, 更審尤加完護, 雜

05　　 役減除者. 

06　 國王(押)

07     天順元年八月十四日

　　        (施命之寶)

에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朝鮮寺刹史料(1911년)에 石南寺에 발급된 면역교지의 錄文이 轉載되어 

있고, 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1942년)에 表訓寺 圓通庵에 발급된 문서의 녹문이 실려 있다. 또

한 兪拓基(1691-1767년)의 知守齋集에는 그가 海印寺를 찾았을 때 실견한 면역교지가 全文 移錄되

어 있다.17) 

참고로 1457년(世祖 3) 8월 龍門寺에 발급된 면역교지를 들면 <사진 2>와 <판독문 2>와 같다. 

 

17) 川西裕也, ｢朝鮮 成宗代의 洛山寺 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稅役 면제 문서와 賜牌―｣, 고문서연구44, 2014, 

66쪽.

18)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文化財大觀8, 대학당, 1986,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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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道岬寺免役敎旨 압인 <사진 6> 施命之寶

이 문서와 道岬寺免役敎旨를 비교해 보면 수신자와 발급 월일이 다를 뿐, 문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道岬寺免役敎旨의 御押(사진 3)과 龍門寺免役敎旨에 보이는 世祖의 

어압(사진 4)도 역시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사진 3> 道岬寺免役敎旨 어압

      

<사진 4> 龍門寺免役敎旨 어압

道岬寺免役敎旨의 발급 연월일 부분에 보이는 사각형 틀은 문서에 찍힌 御寶의 외곽선을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5). 龍門寺免役敎旨 등, 같은 해에 발급된 다른 면역교지에는 施命之寶가 찍혀 

있으므로(사진 6), 道岬寺免役敎旨에도 역시 施命之寶가 찍혀 있었을 것이다. 이 施命之寶는 世宗代에 

작성된 것이며, 그 크기는 方 약 10.6-10.8㎝이다.19) 필자가 동양문고에서 道岬寺免役敎旨의 압인 부

분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약 10㎝×10.5㎝였다. 이 크기는 世宗代에 작성된 施命之寶와 거의 일치하므

로, 國朝列聖御筆에 道岬寺免役敎旨가 모각될 때 원문서의 문자나 인장의 크기가 충실히 謄寫된 것

19)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の體式の變遷-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 앞의 

책(初出2007),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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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道岬寺免役敎旨의 각 문자가 國朝列聖御筆의 紙面 크기에 맞추어 임의

로 배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사진 1>과 <사진 2>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道岬寺免役敎旨

에는 ‘敎旨’나 ‘國王(押)’이 改行 擡頭되어 있지 않으며 전후의 문자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문

서가 모각될 때 지면의 크기에 맞도록 문자 배열이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원문서는 원래 <사

진 2>와 같이 문자가 배열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道岬寺免役敎旨는 國朝列聖御筆의 편자에 의해 世祖 어필로 인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공문서 작성의 관례로 보아 이 문서의 全文을 世祖 자신이 적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문서 본문은 

관료가 적은 것이며, 世祖의 어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압 부분만일 것으로 추측된다. 

道岬寺免役敎旨에 관해 부언하자면, 도갑사의 역사를 기술한 靈巖地道岬寺事蹟20)(1663년 跋)에

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세월이 변천한 지 이미 오래되어, 들보와 서까래가 넘어지고 썩어 (건물의 색채가) 적색

인지 백색인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守僧은 殘弊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光廟(世祖)

는 聖德으로 舊弊를 혁신하여 쇠퇴하고 있던 많은 것을 再興하였다. 그 때 王師 守眉上人도 

역시 朗山(영암) 사람으로, 聖旨를 받들어 중창하였다. 그 규모와 체세는 모두 道詵의 舊制를 

답습하여 썩은 것은 갈고 닳은 것은 새롭게 하였고 前人보다 豪奢하게 하지 않고 後人의 美觀

을 상하지 않게 하였다. (守眉가) 말하기를 “옛날 國師公(道詵)이 여기에 기초를 쌓았다. 나는 

비록 公보다 천 백 여년 뒤에 태어난 몸이나, 다행히도 같은 곳에서 태어나 같은 산에 살고 

있다. 지금 나 역시 이곳에 (道岬寺 중창이라는) 사업을 계승하고 있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디 우리 聖上의 명을 퇘색케 하는 일 없이 나의 이름이 길이 남음을 바라노

라” 하였다. 光廟는 특별히 手札을 내려 이것을 격려하였고, 象毛麈尾, 瑠璃念珠, 錦袈裟 등도 

함께 하사하였다. 守僧은 보물로 삼아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皇明 隆慶年中

(1567-1572)에 적었다.21)

이 사료에 근거하면 道岬寺를 중창한 守眉에게 世祖가 특별히 ‘手札’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발급 연

대로 보아 아마도 이 ‘수찰’이 道岬寺免役敎旨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道岬寺免役敎旨는 잡

역 면제를 위해 각지의 사찰에 일제히 발급된 교지 중의 하나였으므로 실제로는 도갑사의 중창과는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15242.

21) “……歲屢換時旣久, 樑桶傾腐, 赤白漫漶, 守僧殘弊, 無得以維持. 我光廟聖德維新, 百廢俱興. 時維王師守眉上人

亦朗山人, 奉聖旨而重創. 其規模體勢, 一襲道詵之舊, 傾腐者易之, 漫漶者新之, 無侈前人, 無廢後觀. 曰, 昔國師

公肇基于此. 吾之生也, 後公千百有餘年, 幸而生同一鄕, 居同一山. 今余又續事于是, 可無敬乎, 庶幾無替我聖上

之命, 而余之名其永長存矣. 光廟特下手札而勉之, 以象毛麈尾・瑠璃念珠・錦袈裟等物副之. 守僧寶而藏諸匣中

云. 皇明隆慶年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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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전승 과정 중에 문서의 유래를 誤認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의 검토 결과, 道岬寺免役敎旨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으므로 이것을 眞文書로 인정하여

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道岬寺와 관계가 깊은 누군가가 龍門寺免役敎旨 등의 문서를 참고로 道

岬寺免役敎旨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 御寶가 찍힌 

국왕문서를 위조하는 일은 極刑에 해당하는 大罪이므로,22) 국왕의 문서를 위조하고, 또한 그것을 모

각, 간행하는 愚行을 범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道岬寺免役敎旨는 진문서로 간주하여도 좋

을 것이다.23) 

Ⅳ. 志英官敎

다음으로 1393년(太祖 2) 9월 志英이라는 僧人을 覺海澄淸禪師로 임명한 官敎(임명 교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다음 쪽 <사진 7>과 <판독문 3> 참조). 본 문서는 國朝列聖御筆의 第1張에서부터 

第2張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판독문 제2행에 있는 ‘在靈巖月出山道岬寺’라는 문구는 國朝列聖御筆의 편자가 붙인 주석일 것이

다. 이 문구를 통해 志英官敎도 道岬寺免役敎旨와 같이 道岬寺에 전래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본 문서의 첫 행에 ‘太祖大王御筆’이라고 쓰여 있고, 또 ‘王旨’의 ‘王’자 내에 ‘太祖

大王御筆’이라고 手書되어 있는 점이다. 이들 문구도 역시 國朝列聖御筆의 편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편자는 본 문서를 太祖 어필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방대한 양으로 작성 발급되었

던 官敎를, 국왕이 직접 적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太祖代에 발급된 관교 

중에는 太祖 어필로 전승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康舜龍官敎24)(1395년 12월)는 太祖 어필

로 後孫들이 전하고 있고,25) 또 後揭할 都膺官敎(1393년 10월)도 太祖 어필로 전승되고 있다.26) 아마

도 太祖代의 관교는 현존 사례가 적어 귀중하므로 이러한 전승이 附會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 문

22) 김은미, 朝鮮時代 文書 僞造에 관한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61-67쪽.

23) 龍門寺 등에 발급된 免役敎旨는 國朝列聖御筆 이외의 각종 列聖御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면역교지에 적힌 어필이 단순한 御押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열성어필을 찾아

보아도 어압만을 수록한 예는 없다. 국조열성어필만에 면역교지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편자가 면역교지의 全

文을 世祖의 御筆로 誤認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貴5830-1.

25) 英祖實錄, 卷60, 20年 12月 24日(丁卯).

26) 靑松堂先生實記(1890년 序), 卷2, 附錄, 連山士林通星州校院文・呈繡使狀・嶺南儒生呈營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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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志英官敎

<판독문 3> 志英官敎

01 　[太祖大王御筆]

02　 王旨. [在靈巖月出山道岬寺]

03　 志英爲

04　 覺海澄

05　 淸禪師. 

06　 洪武廿六年

07　     玖月日

서가 太祖 어필이라는 明證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志英官敎도 역시 

太祖 어필일 가능성은 낮다. 

현존하는 太祖代의 관교는 총 12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27) 志英官敎는 太祖代에 발급된 官敎이

므로, 만일 이 문서가 진문서라고 한다면 그 사료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왕조의 

관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93년(太祖 2) 10월 都膺을 朝奉大夫(從4品下) 典醫少監으로 임명한 都膺

官敎이다(다음 쪽 <사진 8>과 <판독문 4> 참조).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國古文書精選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3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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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都膺官敎28)

<판독문4> 都膺官敎

01 　王旨. 

02　   都膺爲朝奉大

03　　 夫・典醫少監者. 

04　　 洪武廿六年十月日

　　  　   　(朝鮮王寶)

志英官敎는 都膺官敎보다 1개월 일찍 발급되었으므로, 謄寫된 문

서라고 해도 조선왕조 最古의 官敎라고 할 수 있다. 또 조선초기에 

있어서 僧人의 임명과 관련한 유일한 문서이다. 다만 본 문서에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있어 이것을 바로 진문서로 인정할 수는 

없다. 志英官敎의 양식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그 진위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志英官敎의 문서 양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29) 都膺官敎

와 志英官敎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志英官敎에는 官敎의 結辭인 ‘者’

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道岬寺免役敎旨와 같이 國朝列聖御筆

에 志英官敎가 모각될 때 지면 크기에 맞추어 문자가 배열되었지

만 여백이 부족하여 생략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志英官敎에서는 발급 연월일에 ‘玖’라는 大字(갖은자)를 사

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官敎에 사용되는 숫자는 小字이

며, 대자를 사용한 관교의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功臣錄券

(공신으로 인정하는 문서)이나 朝謝文書(임명문서), 祿牌(녹봉 지급 

문서) 등 조선초기의 각종 공문서에는 대자를 사용한 사례가 산견되

며,30) 같은 문서의 본문에서 대자와 소자를 혼용한 朝謝文書의 사례

도 있다.31) 이러한 각종 사례들을 참고로 한다면 조선 건국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관교에

도 대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志英官敎의 서체는 行書와 草書가 혼용되어 있는데 이 점은 어떨까. 현존하는 조선초기의 官敎를 

보면 그 대부분은 행서나 초서, 혹은 행서와 초서가 혼용되어 있다.32) 조선후기의 관교는 기본적으로 

楷書로 장성되었기 때문에 행서와 초서로 적힌 志英官敎는 조선초기의 관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國朝列聖御筆에 전재된 道岬寺免役敎旨는 原文書의 문자와 御寶의 크기가 정확

히 등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志英官敎도 역시 원문서의 문자와 어보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東洋文庫에서 志英官敎의 압인 부분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약 11.6㎝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國古文書精選1, 앞의 책, 34-35쪽.

29) 조선초기 官敎의 문서 양식의 변천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30, 2007;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の體式の變遷-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앞의 논문.

30) 李和開國功臣錄券(1392년 9월),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1395년 윤9월), 金世老朝謝文書(1440년 9월), 李點朝謝

文書(1444년 12월) 등 참조. 정구복 외 편,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국사편찬위원회, 1997, 89-102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國古文書精選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52-55쪽.

31) 李和開國功臣錄券(1392년 9월), 金世老告身文書(1463년 윤7월) 등 참조. 정구복 외 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앞의 책, 89-95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國古文書精選2, 앞의 책, 98-99쪽.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國古文書精選1, 앞의 책, 34-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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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志英官敎 압인 <사진 10> 朝鮮王寶

×11.2㎝였다. 先揭한 都膺官敎에 찍힌 어보는 朝鮮王寶인데, 이 어보의 크기는 方 약 11㎝이다.33) 압

인 시의 번짐이나 모각할 때의 흔들림을 고려한다면 志英官敎에 찍힌 어보와 朝鮮王寶의 크기는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志英官敎에는 원래 朝鮮王寶가 찍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4) 

　　　

이상의 검토로 알 수 있듯이 문서 양식으로 판단하는 한 志英官敎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다음으로 志英官敎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志英이라는 僧人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아 어떤 인물인지 불분명하다.35) 본 문서에 의하면 志英은 覺海澄淸禪師로 임명되었는데 ‘覺

海澄淸’36)이란 志英에게 주어진 法號일 것이다. 禪師는 고려에서부터 조선초기에 걸쳐 禪宗의 승인에

게 주어진 僧階(승인의 位階를 표시하는 칭호)이다. 선종에서의 승계의 서열은 위에서부터 大禪師-禪

師-中德-大選의 순이었다.37) 

33) 馬天牧佐命功臣敎書(1401년 2월)에 찍힌 것이 方 11㎝(朝鮮史編修會 편, 朝鮮史料集眞續解說, 第2輯, 朝鮮

總督府, 1937, 1쪽), 徐愈佐命功臣敎書(1401년 2월)에 찍힌 것이 方 11.1㎝(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韓

國古文書精選3,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72쪽)로 측정되어 있다.

34) 조선왕조가 건국된 직후 官敎에는 恭愍王이 明 洪武帝로부터 하사받은 高麗國王之印를 찍었는데, 1393년(太祖

2) 4월 이후에는 國王信寶를 찍게 되었다. 그 후 都膺官敎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해 10월까지의 어느 

시기에 官敎에 찍는 인장은 朝鮮王寶로 변화하였던 것 같다(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앞

의 논문;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の體式の變遷-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앞의 논문). 官敎에 찍는 

인장이 國王信寶로부터 朝鮮王寶로 변화한 시기는 명백하지 않아 志英官敎에 찍힌 인장이 國王信寶이었을 가능

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志英官敎가 都膺官敎보다 단 1개월 일찍 발급된 점을 고려하면 志英官敎에 

찍힌 것은 國王信寶가 아니라 朝鮮王寶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35) 道岬寺의 事蹟에 대해 기술한 사료는 너무 적고 靈巖地道岬寺事蹟 및 ｢道岬寺道詵守眉兩大師碑｣ 등 소수의 

사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 사료에서 신라 말부터 조선초기까지의 僧人 중 도갑사의 창건자인 道詵과 중흥

의 祖인 守眉 이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國朝列聖御筆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 志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志英官敎의 신빙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36) ‘覺海’는 불교의 異稱이며 ‘覺海 澄淸’은 불교의 가르침이 맑다는 것을 의미한다. ‘覺海 澄淸’이라는 成句는 五代-

北宋의 승 永明延壽(904-975년)가 지은 宗鏡錄(961년) 서문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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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는 승인에게 승직을 줄 때 官敎 혹은 差帖이 발급되었다고 한다.38) 

참고로 1602년(宣祖 35) 10월 西山大師 休靜을 國一都大禪 禪敎都總攝 扶宗樹敎 普濟 登階로 임명한 

官敎의 판독문은 아래와 같다. 

<판독문 5> 休靜官敎39)

01 　敎旨. 

02　     休靜爲國一都大禪師・
03　　 　禪敎都總攝・扶宗樹敎・
04　　　 普濟・登階者. 

05　 萬曆三十年十月初十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초기에 禪師를 임명할 때, 官敎를 발급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조선시

대 승인의 임명문서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成宗代까지 선사 이하의 승계로 임명할 때는 

經國大典의 五品以下告身(교첩)에 준하는 양식의 문서를 발급하였으며, 선사를 넘는 승계의 경우에

는 四品以上告身(관교)에 준하는 양식의 문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0) 즉, 成宗代 이전에

는 선사를 임명할 때 관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世宗代의 실록 기사에는 선사를 임명

할 때 관교를 발급하였다는 사례가 확인된다. 아래에 든 1429년(世宗 11) 8월의 기사를 보자. 

刑曹에서 아뢰기를 “승인들이 각 官司 및 橋梁을 營造한 공적으로 大禪師나 禪師의 官敎를 

받은 자가 아내를 얻고 還俗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교를 관에 반납하지 않고 이름이 같은 승

인에게 轉賣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환속한 승인의 관교는 즉시 거두어 吏曹에 보내

게 하고, 만약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41) 

世宗代 당시는 서울로 遷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많은 관사나 교량 등이 영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민의 徭役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수의 승인이 영조에 

동원되었다.42) 승인은 노동의 대가로서 大禪師나 禪師의 官敎를 받았는데, 아내를 얻고 환속한 자가 

관교를 관에 반납하지 않고 이름이 같은 승인에게 전매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이후 환속한 

37)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258-259쪽.

38) 전영근, ｢조선시대 僧官制와 僧人 人事 관련 文書｣, 고문서연구30, 2007.

39) 전영근, ｢조선시대 僧官制와 僧人 人事 관련 文書｣, 앞의 논문, 20쪽.

40) 전영근, ｢조선시대 僧官制와 僧人 人事 관련 文書｣, 앞의 논문, 25쪽.

41) 世宗實錄, 卷45, 11年 8月 7日(辛巳). “刑曹啓, 僧人等, 因營造各司及橋梁, 受大禪師・禪師官敎者, 娶妻歸

俗, 不復納官敎于官, 轉賣同名之僧. 請自今還俗僧人官敎, 隨卽收送吏曹, 如有隱匿不納者治罪. 從之.”

42) 한우근, ｢麗末-太宗朝의 抑佛策과 佛敎傳承｣, 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1993(初出 1957); 押川信久, ｢朝鮮

王朝建國當初における僧徒の動員と統制｣, 朝鮮學報18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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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관교는 吏曹가 회수하고, 만일 은닉하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問罪하기로 하였다. 

관사나 교량을 영조한 대가로 승인에게 禪師의 官敎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 1438년(世宗 

20) 4월의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왕년에 京中의 관부와 교량을 모두 승인으로 하여금 營繕하게 

하였는데, 다만 禪師의 官敎만을 주고 度牒을 주는 법은 세우지 않았다. 그 뒤 太平館을 개축

하면서 대신과 의논하고 役僧 수천 명에게 도첩을 주었던 것이다. ……” 하였다.43)

일찍이 서울의 관부나 교량을 영조할 때 승인을 부렸는데, 그 대가로 禪師의 官敎를 발급했지만 度

牒(승인의 자격증)의 법은 세우지 않았다고 회상되어 있다. 실제로 世宗代에는 승인에 의한 관교 위조

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1429년(世宗 11) 10월과 다음 해 7월의 기사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刑曹가 아뢰기를 “승인 達峯이 官敎를 위조하였는데 律이 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한 등을 감하였다.44)

刑曹가 아뢰기를 “승인 中印이 승인 海寶의 청원을 좇아 海玕의 官敎의 ‘玕’자를 ‘㼁’자로 

고쳐 海㼁에게 주어 海㼁가 이를 받았사오니, 中印은 율이 참형에 해당합니다. 海寶는 杖 100, 

流 3천 리에 처고, 海㼁는 장 80에 처한 뒤에 모두 환속하게 하소서” 하니 中印과 海寶는 각

각 한 등을 감하게 하고 海㼁는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45)

官敎를 위조하거나 改竄하는 일은 참형에 해당하는 대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관교를 위조하거

나 관교를 고쳐 쓰고 이름이 비슷한 승인에게 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기사에 보이는 ‘官敎’라는 말이 ‘告身’과 같이 임명문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점이다. 즉 위에 든 실록기사에 보이는 ‘관교’가 經國大典 
四品以上告身式에 준하는 양식의 문서(志英官敎나 都膺官敎 등)뿐만 아니라 朝謝文書나 差帖 등 다른 

양식의 임명문서까지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에 든 1429년(世

宗 11) 10월의 기사를 살펴보자. 

43) 世宗實錄, 卷81, 20年 4月 20日(癸酉). “上議諸政府曰, 往年, 京中官府及橋梁, 皆令僧徒營造, 但給禪師官敎, 

而不立度牒之法. 其後改搆大(太)平館, 謀諸大臣, 役僧數千, 權給度牒. ……”

44) 世宗實錄, 卷46, 11年 10月 21日(甲午). “刑曹啓, 僧達峯僞造官敎, 律該處斬, 命減一等.” 

45) 世宗實錄, 卷49, 12年 7月 22日(庚申). “刑曹啓, 僧中印聽僧海寶之請, 將海玕官敎, 改玕爲㼁, 以與海㼁, 海㼁
受之. 中印律該處斬. 海寶杖一百, 流三千里, 海㼁八十, 竝還俗. 命中印・海寶各減一等, 海㼁勿論.” 



43國朝列聖御筆 所載 조선초기 국왕문서

吏曹가 아뢰기를 “근래에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관사와 교량을 조성

한 승인들에게 모두 賞職을 주고 官敎를 내렸사온데, 姦詐한 무리들이 御寶 이외에 다른 署合

이 없는 것을 奇貨로 이를 위조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 하였다.46)

근래에 관사나 교량의 영조에 참가한 승인에게 官敎를 내렸는데, 관교에는 御寶가 찍힐 뿐, 따로 署

合(관료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교를 위조하는 자가 너무 많아졌다고 한다. 吏曹나 兵曹 

등 관부에서 발급되는 朝謝文書나 差帖 등의 임명문서에는 어보가 찍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에 든 

世宗代의 각 기사에 보이는 ‘官敎’는 임명문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經國大典 四品以上告身

式에 준하는 양식의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世宗代에 있어서는 禪師를 임명할 때 官敎를 발급하였던 것은 분명

하다. 太祖代부터 世宗代 초반에 걸쳐 선사 임명의 문서 종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太祖代에 있어서도 승인을 선사로 임명할 때 관교를 사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듯이 志英官敎의 내용도 역시 조선초기의 사실과 부합하며 齟齬하지 않는다. 志英官敎는 진문

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東洋文庫 소장 國朝列聖御筆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초기의 국왕문서인 道岬寺免役敎

旨와 志英官敎의 양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道岬寺免役敎旨는 1457년(世祖 3) 7월 道岬寺의 잡역을 감면토록 관찰사 및 수령에게 명한 국왕문

서이다. 같은 해 3월에 사찰의 잡역을 면제하라는 왕명을 따라 각지의 사찰에 발급된 면역교지의 하나

로 생각된다. 道岬寺免役敎旨와 같은 시기에 발급된 면역교지는 龍門寺, 廣德寺, 開天寺, 雙峰寺에 원

문서가 현존하고 있다. 道岬寺免役敎旨와 龍門寺免役敎旨를 비교한 결과 양 문서의 양식이 거의 일치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道岬寺免役敎旨는 眞文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문서는 도갑사

에도 世祖의 면역교지가 발급된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한편 志英官敎는 1393년(太祖 2) 9월 승인 志英을 覺海澄淸禪師로 임명한 官敎(임명교지)이다. 國朝

46) 世宗實錄, 卷46, 11年 10月 16日(己丑). “吏曹啓, 近因建都未久, 各司及橋梁造成僧等, 竝加賞職, 賜以官敎, 

姦詐之徒, 幸其御寶外無他署合, 僞造者頗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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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聖御筆의 편자는 이것을 太祖 어필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본 문서를 다른 조선초기의 

관교와 비교하여 보면 문서 양식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成宗代 

이전에는 관교가 선사의 임명문서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世宗代에는 선사를 임명할 때 관교가 발급된 사

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太祖代에도 선사의 임명문서로서 관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렇듯이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志英官敎를 진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志英官敎는 

등사된 것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조선왕조 最古의 관교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이다.47)

마지막으로 본고의 고찰 과정에서 浮上한 향후의 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조선초기의 관료 임명문서

에 대해서는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반면, 승인의 임명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승인

의 임명문서의 체계와 양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해명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1429년(世宗 11) 10월에는 승인에 의한 官敎의 위조가 너무 빈번하여 관교의 발급을 폐지하고 ‘職

牒’48)을 발급하도록 개정되었다.49) 또 다음 해 정월에는 관교와 직첩을 동시에 발급하도록 고쳤고,50) 

이후에도 문서 체계에 대한 개정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다. 이렇듯 승인의 임명문서는 관료의 임명문

서와 달리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명하는 것은 조선초기 공문서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관련 사료가 극히 부족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승인의 임명문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앞으로 사료의 발굴과 분석에 한층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투고일： 2015년 12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9일

47) 부언하자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문서 사례는 너무 적기 때문에 후대의 문집이나 족보 등에 載錄된 당

시의 문서 錄文이 귀중한 사료로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上,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0). 문서 녹문의 내용과 양식에 疑義가 없으면 그것을 眞文書로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原文書가 없고 摹刻한 寫本만이 전래되어 있다고 하여 志英官敎와 道岬寺免役敎旨의 진위를 과도

하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8) 이 ‘職牒’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백하지 않은데, 官敎와 대비되어 있다는 점으로 추측하면 朝謝文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49) 世宗實錄, 卷46, 11年 10月 16日(己丑). 

50) 世宗實錄, 卷47, 12年 正月 12日(癸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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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cient document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recorded in the Gukjo-yeolseong-eopil 

(國朝列聖御筆) 

- Gwangyo(官敎) issued in Taejo period and 

Myeonyeog-gyoji(免役敎旨) issued in Sejo period -

51)KAWANISHI Yuya*

Although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the end of 14th century 

to the end of 15th century) have been under study during recent years, progress of the 

research seems to have limitations. One of the reasons is that cases of ancient documents at 

that time are so rare that it is hard to study them deeply. Therefore, it should be our highest 

priority to search and analyze new cases of ancient documents in order to deepen and 

develop the research of document issued in early Joseon Dynasty in the future.

With this research task in mind, this study dealt with 2 copies of ancient documents 

included in the Gukjo-yeolseong-eopil (國朝列聖御筆) archived at Toyo Bunko in Japan to 

reveal its authenticity by investigat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as a part of excavation 

of ancient documents of early Joseon Dynasty.

Gukjo-yeolseong-eopil is the book used to be collected by a Japanese, MAEMA Kyosaku(前

間恭作). This collection of the handwritings by the kings of Joseon Dynasty is estimated to be 

publishedaround 17th century. There are several books titled “Yeolseong-eopil”, but only 

Gukjo-yeolseong-eopil archived at Toyo Bunko includes the documents adopted in this study.

One ancient document included in Gukjo-yeolseong-eopil is “Jiyeong-gwangyo”(志英官敎) 

issued in 1393, and another is “Dogapsa-myeonyeog-gyoji”(道岬寺免役敎旨) issued in 1457. The 

former one is the letter of appointment issued by the king to a monk, Jiyeong. The lat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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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letter for ordering to exempt Dogapsa from taxation by the king.

By referring to other documents at that time and discussion, there is no doubt about the 

styles and contents of Jiyeong-gwangyo and Dogapsa-myeonyeog-gyoji. Therefore, the 

authenticity of these documents can be confirmed. Jiyeong-gwangyo is the oldest case during 

all the gwangyo confirmed during Joseon Dynasty era. In addition, it is  highly precious as the 

only letter of appointment to a monk during early Joseon period. Dogapsa-myeonyeog-gyoji is 

also important since it was proved that the letter toexempt from taxation had also been  issued 

to Dogapsa in the middle of 15th century.

key words : official documents, Gwangyo(官敎), Myeonyeog--gyoji(免役敎旨), Gukjo-yeolseong-eopil

(國朝列聖御筆), Dogapsa(道岬寺), mo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