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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고려 정치제도를 보다 구체 으로 해명하기 해 공문서 제도에 한 검토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당시의 행정 시스템에 의거하여 작성․발 된 공문서가 고려

정치제도의 실태를 살피는 데 요한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말기 공문서의 體式(套式)에 한 비교연구는 무하다고 할 수 있

다. 13세기 엽 元에 복속된 이후 高麗는 元으로부터 지 한 향을 받았으며, 고려말기

의 여러 제도가 朝鮮의 건국 기에 상당부분 계승되었다. 따라서 高麗가 元으로부터 문서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 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고려말기 공문서 제도의 실태와 그 변용을

악하는 데에 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것은 朝鮮이 그러한 공문서 제도를 어떻게

계승했는가를 밝히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高麗의 元 문서 체식의 수용과정을 검토하기 해 金寧金氏 족보에 수록된

｢金天富箚付｣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 졌다. 

* 본고는 韓國國際交流財團 韓國硏究 獎學金 滯韓硏究 펠로우십 조성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 일본 九州大學 人文科學府 朝鮮史學硏究室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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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문서는 元帥府가 金天富를 하 군 (百戶)으로 임명하는 箚付로, 元에서 발 했던

任命箚付와 비교한 결과 두 문서의 체식은 거의 일치했다. 한 ｢金天富箚付｣의 내용은 사

료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개는 고려말기의 역사 사실에 비추어서 해석이

가능하 다. 이 문서는 하 군 을 임명하는 문서이기에 조상을 顯彰하기 해 조되었

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선 기에는 濟州 百戶나 女眞人에게 임명문서로 箚付를 발 하고

있었기 때문에 高麗에서도 任命箚付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론 으로 ｢金天

富箚付｣의 사례를 통해 高麗가 元 任命箚付의 체식을 수용하여 국내에서 사용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주제어 : 任命, 箚付, 官敎, 文書式, 軍制, 元帥, 百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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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려의 정치제도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는 당시의 체계 인 법 이 존

하지 않아서 正史나 문집 등에 기재된 단편 인 사료만을 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치제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책으로 공문서 제

도에 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의 행정시스템에 의거하여 작성 발 된

공문서는 고려의 정치제도를 세 하게 해명할 수 있는 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문서에 한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 기의 공문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가 나와 있고, 고려말기의 공문서에 해서도 보다 활발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高麗의 국가 체제는 唐․宋․元 등 역 中國王朝의 향을 받으면서 형성․재편되었기

때문에, 高麗의 공문서 제도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국의 文書 體式(套式)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 까지의 高麗 공문서 연구에서는 고려 기의 告身(임명문서)이 唐의 告

身式을 수용한 것에 주목하여, 양자의 문서 체식을 비교 검토하여 요한 성과를 거두었

다.1) 그러나 13세기 엽 高麗가 元에 복속되고, 정치제도가 크게 변화했던 시기의 공문서

에 해서는 체식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속 이후, 元과 계가 해진

高麗가 백여 년 동안 체 으로 심 한 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高麗가 元

의 문서제도를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高麗의 공문서 제도와 그 변용을 고찰

하는 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려말기의 공문서 제도의 체상을 밝 내기에는 이제까지 알려진 문서의 사례

수가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 문서 사료를 발굴하는 것이 시 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元의 문서 체식과 한 련을 가지는 것으

로 생각되는 金寧金氏 족보에 수록된 문서에 주목하 다. 이 문서는 최근에 소개된 사료

로,2) 그 진 나 성격에 해서는 아직 밝 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으로

1) 木下禮仁, ｢�三國遺事�金傅大王條にみえる｢冊尙父誥｣についての一 察 ―唐告身との關連性によせ

て―｣, �日本書紀と古代朝鮮�, 塙書房, 1993(1979 출); 張東翼, ｢慧諶의 大禪師告身에 한 檢討｣,

�韓國史硏究� 34, 1981; 矢木毅, ｢高麗國初の廣評省と內議省｣, �高麗官僚制度硏究�, 京都大學學術

出版 , 2008(2000 출); 양정석, ｢松廣寺 王命文書를 통해 본 高麗 公式令 制誥規式｣, �韓國史學

報(高麗史學 )� 18, 2004; 朴宰佑, ｢ 리임용을 통해서 본 국정운 ｣, �고려 국정운 의 체계와

왕권�, 新丘文化社, 2005(2000 출); 沈永煥, ｢高麗 景宗元年(九七五) 金傅告身 分析｣, �書誌學報�

31, 2007.

2)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496～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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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성격과 사료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Ⅱ. 金天富 련문서 金天富에 한 검토

1. �金海金氏世譜� 소재 문서와 元 任命箚付

金寧(金海) 金氏 족보인 �金海金氏世譜�의 開寧君實蹟에 수록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3)

(이하에 제시한 〔사료〕에서 英數字․讀點․傍線․括弧는 필자에 의함. 〈 〉는 雙行注를

의미한다)

〔사료1〕(�金海金氏世譜�, 開寧君實蹟)

①王旨,    金天富爲嘉善大夫․工曹典書 , 

至元五年正月日, 

②王旨裏,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 牒, 今擬充檢職大將軍金天

富尤軍百戶句當, 凡事公勤, 母得慢易,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付金天富, 準此, 

｢金寧｣은 慶尙道 金海의 古號이고, 金寧金氏는 金時興을 시조로 하는 가문이다. �金海金

氏世譜�는 金寧金氏의 支派인 副正公派에 의해 大正12年(1925)에 간행되었다. 序와 凡例에

의하면, 이 책은 崇禎三乙酉年(1765)과 高宗甲午年(1894)에 편찬된 通譜를 토 로 副正公後

裔 各派單子를 수록하고 양자를 서로 참고하여 편찬하 다고 한다.

〔사료1〕①은 조선시 에 주로 4品 이상 료를 임명할 때 발 하는 ｢官敎｣(任命敎旨)

와 동일한 체식을 취하고 있다.4) 이 문서는 忠肅王復位8年(後至元5年, 1339),5) 金天富를

3) 이 문서가 수록된 �金海金氏世譜�(1925年刊)는 �金海金氏世譜 ―副正公孝先派編(敬順王後孫)―�

(1991年刊)에 影印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해설에 의하면, 원본은 ｢咸州金氏家｣가 소장하고 있

고(78쪽), 〔사료1〕등 여러 자료가 게재된 ｢前文｣이 있는 족보는 이 家藏本이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94쪽).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모두 이 影印을 토 로 사료를 인용했다.

4) 官敎에 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崔承熙, �(改正增補版)韓國古文書硏究�, 知識産業社, 1989, 77～

98쪽; 유지 , ｢조선시 임명 련 敎旨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2007; 川西裕也, ｢朝鮮初

期における官敎文書樣式の變遷 ―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205, 2007.

5)〔사료1〕②의 설정 연도는 고려말기로 짐작되기 때문에(이 에 해서는 후술한다), 至元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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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大夫․工曹典書｣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嘉善大夫나 工曹典書 등의 문산계와

직은 고려시 사료 어느 것에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6) 그러므로 이 문서는 조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7) 혹은 문산계와 직이 改竄・誤記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

원래 문산계와 직이 무엇이었는가는 알기 어렵다.

그 다면 〔사료1〕②는 어떠한 문서일까. 이제까지 알려진 한국 고문서 에서 이러한

체식의 문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국 역 왕조의 문서 사료를 검토한 결과 元

의 箚付, 특히 직 임명에 한 箚付의 문서 체식이〔사료1〕②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箚付란 상 청이 下司․屬司에 보내는 公文8)이지만 직 임명에도 사용되었다

(이하 ｢任命箚付｣). 최근 소개된 元의 任命箚付 3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

〔사료2〕(�新安忠烈廟神紀實� 卷10, 蒙古字箚付10))

  皇帝聖旨裹, 江淮諸路釋敎都總統所, 今擬僧張永歸(充11))徽州路萬壽寺甲乙住持勾當,

        凡事奉公, 毋得慢易,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 箚 付 僧 張 永 歸, 准　 此,

        張永歸住持

      至元二十五年八月 印 日 押

〔사료3〕(�程氏貽範集� 甲集卷5, 承制授程隆休寧縣尉箚付; �弘治休寧志� 卷31, 承制授

         程隆休寧縣尉箚付)

  皇帝聖旨裏, 行中書省, 今擬程12)隆充徽州休寧縣西尉勾當,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箚付程隆, 准此, 

  至元十三年八月 日

(1268)이 아닌 後至元5年(133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嘉善大夫는 朝鮮 太祖元年(1392) 7月에 문무산계가 제정되었을 때 從2品下 품계로써 처음으로 등

장한 명칭이다(�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未). 工曹典書는 고려시 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高

麗史� 卷76, 志30, 百官1, 工曹), 朝鮮 太祖元年(1392)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太祖實錄� 卷1, 元

年7月丁未). 고려시 묘지명 에서도 嘉善大夫와 工曹典書를 찾을 수 없었다.

7) 박 호, ｢고려후기와 조선 기의 인사 문서 연구｣(�古文書硏究� 31, 2007)도 역시 〔사료1〕①을

조 문서로 간주했다(123～124쪽).

8) 田中謙二, ｢元典章文書の重要術語｣, �田中謙二著作集� 2, 汲古書院, 2000, 372쪽.

9) 宮紀子, ｢徽州文書新探 ―�新安忠烈廟神紀實�より―｣, �東方學報� 77, 2005, 23쪽.

10) 宮紀子, ｢徽州文書新探｣( 게) 소재의 錄文에 의해 사료를 인용했다.

11)〔사료3〕과〔사료4〕로 보충한다.

12) �弘治休寧志� 소재의 錄文에는 ｢程｣字가 없다.



110 古文書硏究 35

〔사료4〕(�濟美錄�卷1, 授鄭安尹歙縣牒)

  皇帝聖旨裏, 行中書省, 今擬鄭安充徽州路歙縣知

      縣勾當,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箚付鄭安, 准此, 

   至元十三年八月 日 押 押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 元에서 발 했던 任命箚付의 체식을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

다13)(이하 〔복원안〕).

①皇帝聖旨裏, ②某, ③今擬某人充某職勾當, ④所有箚付, 須議出給 , 

    ⑤右箚付某人, 准此, 

年 月 日

이〔복원안〕과〔사료1〕②를 비교해 보면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체 으로 양자가

흡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 에서는〔사료1〕②를 일단 ｢金天富文書｣라고 칭하고

그 문서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 ｢金天富文書｣의 문서 구성에 한 검토

이 에서는 〔복원안〕의 각 부분과 조하면서 ｢金天富文書｣의 문서 구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王旨裏】

〔복원안〕①｢皇帝聖旨裏｣의 ｢皇帝聖旨｣란 ｢황제의 말 ｣을 뜻한다. ｢裏｣는 元에

서 사용하는 공문서의 특징 용어로써 몽골어인 dur／tur(～에) 혹은 iyar(～에 의해)를

漢譯表記한 것이다. ｢裏｣가 ｢皇帝聖旨｣ 는 ｢말 ｣에 붙이는 경우는 iyar의 의미이므

로 ｢皇帝聖旨裏｣는 ｢皇帝聖旨에 의해｣라고 해석된다. 를 들어 �臨川吳文正公草廬先

生集�(日本 宮內廳書陵部藏)에 수록된 임명문서(中書省牒)의 冒頭는 ｢皇帝聖旨裏, 中書

省牒｣14)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것은 皇帝의 聖旨에 의해(=皇帝의 권 에 의거해서) 

中書省牒이 발 되었음을 의미한다. 元에서는 〈皇族 이외의 發令 는 원칙 으로

13) 改行․空格․擡頭는 확실하지 않다.

14) 사료인용은 神田喜一郞, ｢八思巴文字の新資料｣(�神田喜一郞全集� 3, 同朋社出版, 1984, 1948 출) 

소재의 사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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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大khaan)의 �聖旨�만을 권 의 근거〉15)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冒頭句를 사용한 것

이다.16)

｢金天富文書｣에서는 ｢王旨裏｣가 ｢皇帝聖旨裏｣에 상응하는 문구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王旨｣는 ｢王의 말 ｣을 뜻하는 말이다.17) 따라서 ｢王旨裏｣란 王의 권 에 의거하

여 문서가 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표 으로 추정할 수 있다.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 牒】

〔복원안〕②｢某｣는 皇帝聖旨라는 권 에 의거하여 문서를 발 하는 發令 이다. ｢金

天富文書｣에서 이것에 상응하는 치에 있는 문구는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이다.

｢牒｣은 하행문서 하나의 형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구 말미의 ｢牒｣字는 ｢東

北面和寧道上元帥府｣와 속될 수 없고, 이 은〔복원안〕과 일치하지 않는다.

【今擬充檢職大將軍金天富尤軍百戶句當】

〔복원안〕③｢今擬某人充某職勾當｣은〈지 某人을 某職의 勾當에 충당하도록 擬定

함〉으로 풀이되므로, 피임명자(某人)를 직무(某職勾當)에 임명하도록 擬定하는 것을

의미한다. ｢金天富文書｣에서는 ｢今擬充檢職大將軍金天富尤軍百戶句當｣의 구 이 이것

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金天富文書｣의 경우 피임명자와 직무의 사이에 ｢充｣字

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구의 구성으로 보면 일단 ｢充檢職大將軍金天富｣가 ｢某人｣

(피임명자)에, ｢尤軍百戶句當｣이 ｢某職勾當｣(임명내용)에 응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다만 ｢充檢職｣이나 ｢尤軍｣등은 다른 사료에서 찾을 수 없다. 

｢句當｣은 ｢勾當｣으로 생각된다.

【凡事公勤, 母得慢易】

이 구 은 〔복원안〕에는 없지만〔사료2〕의 구 ｢凡事奉公, 毋得慢易｣과 거의 합치

한다(｢母｣字는 명백히 ｢毋｣字이다).〈모든 일을 공정하고 근면하게 하며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수 자를 훈계하는 말이다.

15) 松川節, ｢大元ウルス命令文の書式｣, �待兼山論叢� 29, 1995, 39～40쪽. 한편 皇族의 명령문의 起頭

語로써는 ｢長生天氣力裏, 大福廕護助裏｣( 원한 하늘의 힘에, 큰 령의 빛나는 가호로)라는 定型

句를 사용했다.

16) 高麗王이 신하에게 내려 ｢鄭仁卿功臣敎書｣(1292〰1299年 경)와 ｢金汝孟功臣敎書｣(1292年)에서

는 ｢皇帝福陰(蔭)裡(裏)｣(=칸의 靈에)라고 문장이 시작되어 있어 dur／tur(～에)의 의미로 ｢裏｣字

를 사용하고 있다.

17) 고려시 왕명으로써 ｢聖旨｣․｢宣旨｣․｢詔旨｣등을 사용했는데, 忠烈王元年(1275) 10月에 왕명을

｢聖旨｣에서 ｢宣旨｣로 개정하 고(�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元年10月庚戌), 同2年(1276) 3月에

｢王旨｣로 개정하 다(�高麗史節要� 卷19, 忠烈王2年3月).



112 古文書硏究 35

【所有箚付, 須議出給 】

〔복원안〕④｢所有箚付, 須議出給 ｣는 〈이 箚付를 의론하여 발 함〉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문서를 箚付形式으로 발 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며 ｢金天富文書｣의

구 과 합치한다.

【右付金天富, 準此】

〔복원안〕⑤｢右箚付某人, 准此｣는 〈右의 箚付를 내리니, 이것을 따르라〉라고 하

는 문서의 結句이다. ｢金天富文書｣에서는 ｢右付金天富, 準此｣의 부분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準｣은 ｢准｣과 통용되고,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金天富文書｣에서

는 ｢箚｣字가 보이지 않고, 이 은 〔복원안〕과는 다르다.

이상의 검토 결과, ｢金天富文書｣는 元 任命箚付의 체식과 거의 합치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 ｢金天富文書｣는 任命箚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선 검토에서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교정할 수 있다.

먼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 牒｣의 ｢牒｣字는 〔복원안〕②에서는 보이지 않고, 문맥

상 整合的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衍字라고 이해해야 한다. ｢今擬充檢職大將軍金天富

尤軍百戶句當｣의 ｢充｣字와 ｢尤｣字는 〔복원안〕③과의 응 계로 보면, ｢充｣字는 衍字이

고, ｢尤｣字는 자형의 유사성을 생각하면 ｢充｣字의 오기인 것 같다.18) ｢檢職｣은 ｢檢校｣

(후술)의 오기이며 ｢軍百戶｣의 ｢軍｣字 앞에는, 이를테면 ｢前｣․｢後｣19)․｢左｣․｢右｣․｢管

｣20)등의 말이 탈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右付金天富, 準此｣의 ｢付｣字의 앞에는 원래 ｢箚

｣字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하 〔사료1〕②를 ｢金天

富箚付｣라고 부르기로 한다.

｢金天富箚付｣의 교정문 해석은 아래와 같다.

18) ｢尤｣字는 서로 쓴 ｢左｣字와 유사하므로 ｢尤軍｣은 ｢左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사편찬

원회 金炫榮선생님이 지 한 바에 따른다). 그 경우 ｢充檢職｣의 ｢充｣字는 원래 이 ｢尤(左)軍｣의

앞에 있었는데, 재록 과정에서 잘못되어 ｢檢職｣의 앞에 삽입되었을 수도 있다. 단 ｢某軍｣이 다양

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充｣字로 식별하고자 한다. 

19) 恭愍王18年(1369) 11月에 西北面에 翼軍을 설치했을 때 ｢前軍｣․｢後軍｣을 두었다(�高麗史� 卷81, 

兵志1, 兵制). 翼軍에 해서는 후술한다.

20) ｢管軍｣은 軍隊統率을 의미하며, �高麗史�에서는 管軍萬戶나 管軍千戶 등의 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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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문〕

  王旨裏,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 今擬檢校大將軍金天富充[某]軍百戶勾當, 凡事公勤, 母得

    慢易,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箚付金天富, 準此, 

〔해석〕

  王의 말 에 의해(＝王의 권 에 의거해서).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가 지 檢校大將軍

  金天富를 [某]軍百戶의 직무에 충당하도록 擬定함. 모든 일을 공정하고 근면하게 하며

  소홀히 하지 말 것. 이 箚付를 의론하고 발 함.

      右을 金天富에게 箚付함. 이를 따르라.

덧붙여서 말하면，｢金天富箚付｣에서는 발 연월이나 부의 서명이 빠져 있어서 任命

箚付의 문서 체식으로서는 불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錄文에서 발 연월이나 부

의 서명이 빠져 있는 것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이며,21) 錄文인 문서 체식의 불비를 근

거로 문서의 진 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金天富箚付｣에 보이는 직에 한 검토

다음으로 ｢金天富箚付｣에 보이는 직을 자세히 검토한다.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

｢東北面｣은 한반도 동북지방에 설치된 행정구역이고 東界라고도 하 다. ｢和寧｣은

그 東北面에 소속되는 지역으로써 咸鏡道 永興郡에 해당한다. 이곳은 몽골이 雙城總管

府를 설치(1258年)한 이후 高麗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恭愍王5年(1356)에 高

麗가 이 지역을 수복하여 和州牧으로 명명했다. 그 후 恭愍王18年(1369)에 和寧府로

개칭하 으며, 朝鮮 太祖2年(1393)에는 永興府로 다시 개칭하 다.22)

｢元帥｣는 원래 출정할 때 임시로 임명되는 將帥職이었는데, 倭寇와 北元을 처하기

해 恭愍王代(1351～74年) 후반부터 북방지역에 지속 으로 견되었다. 東北面에는

恭愍王18年(1369) 11月과 同21年(1372) 6月에 李成桂가 元帥로 임명되기도 하 다.23)

21) 를 들어 ｢鄭仁卿功臣敎書｣는 발 연월이 없고, ｢柳從惠洪武十六年朝謝牒｣(1383年)과 ｢柳從惠洪

武二十年朝謝牒｣(1387年)은 부의 서명이 없으며 문서 체식에 착간이 있다. 그러나 이들 錄

文은 眞文書로 인지되고 있다. 

22)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和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8, 咸鏡道, 永興, 建置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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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王代(1374～88年) 이후 元帥는 상설화되었고, 五道兩界에 都元帥․上元帥․副元帥

등의 직을 설치하어 군 를 통솔하는 지휘 으로 삼았다. 그 후 元帥制는 恭讓王2年

(1390) 11月에 폐지되었다.24)

이처럼 ｢和寧｣과 ｢元帥｣는 恭愍王5年～恭讓王2年에 한해서 竝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金天富箚付｣의 설정 연도는 일단 이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和寧道｣의 ｢道｣는 고려시 의 廣域 地方行政區域, 소 五道兩界가 아니다. 그 실

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방면을 가리키는 ｢道｣가 먼 상기된다. 고려시

에는 지명에 ｢道｣字를 첨가하여 구체 인 방면을 가리키고, ｢道｣는 管内․等處와 상통

했다.25) 특히 ｢元帥｣의 존재를 고려하면, 군 징발․조직의 단 인 軍目道의 ｢道｣로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和寧道｣와 ｢元帥｣와의 계에 주의하면서 고려말기 東北面의 군제를 간단

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말기 북방지역에는 翼軍이 설치되었다. 翼軍이란 恭愍王代 때

西北面에 처음으로 설치된 지방방 의 군 조직이었다.26) 그 후 翼軍은 東北面에도 설

치되었다고 추정되는데,27) 정확한 설치 연월은 불분명하다. 東北面에 견된 각 元帥

는 翼軍이나 戌卒 등의 지방군을 통솔하 다고 추측되고 있다.28) 그리고 禑王4年

(1378) 12月에는 倭寇 책 때문에 翼軍은 국 각도에 확 설치되었는데 폐해가 많아

다음 해 閏5月에 이러한 국 翼軍은 폐지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군 징발․편성의 기 인 구역의 단 는 軍目道이다. 元帥는 安州道

元帥나 鷄林元帥 등 軍目道를 단 로 견된 이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고려말기의

和寧地方에 軍目道가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29) ｢東北面和寧

23) �高麗史� 卷41, 恭愍王世家, 18年11月庚午; 同書, 卷43, 恭愍王世家, 21年6月己亥.

24) 諸元帥의 인장이 회수되고 元帥制는 폐지되었다(�高麗史� 卷45, 恭讓王世家, 2年11月辛丑).

25) 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硏究｣,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1977 출), 230쪽.

26) 李載龒, ｢朝鮮初期의 翼軍｣, �朝鮮初期 社 構造硏究�, 一潮閣, 1984(1982 출); 李基白, ｢高麗 末

期의 翼軍｣, �高麗貴族社 의 形成�, 一潮閣, 1990(1969 출); 吳宗祿, ｢高麗後期의 軍事 指揮體

系｣( 게); 吳宗祿, ｢朝鮮初期 兩界의 翼軍體制와 國防｣, �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年韓國史學論叢�

上, 1992; 原田一良, ｢高麗翼軍の成立 ―部隊單位�軍翼�への照明―｣, �高麗史硏究論集�, 新羅史硏

究 , 2006(1994 출).

27) 李載龒, ｢朝鮮初期의 翼軍｣( 게); 吳宗祿, ｢高麗後期의 軍事 指揮體系｣( 게).

28) 吳宗祿, ｢高麗後期의 軍事 指揮體系｣( 게), 252～253쪽.

29) 朝鮮 太祖7年(1398) 2月에 東北面의 端州나 鏡城 등의 각 翼軍에 소속된 千戶․百戶․統主의 員

數가 규정되었다(�太祖實錄� 卷13, 7年2月庚辰). 李載龒, ｢朝鮮初期의 翼軍｣( 게)은 이 翼軍의 원

수 규정에서 咸興과 永興(이 의 和寧)이 제외되어 있는 에 주목하고 이것이야말로 太祖7年이

부터 咸興과 永興에 軍目道가 존재했던 증거라고 단하여, 고려말기의 東北面에 咸鏡道와 和

州(和寧)道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측하 다(158～159쪽). 한편 吳宗祿, ｢朝鮮初期 兩界의 翼軍體

制와 國防｣( 게)은

東北面都宣撫巡察使鄭道傳, 分定州府郡縣之名, 遣從事崔競以聞, 安邊以北, 靑州以南, 稱永興道, 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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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上元帥府｣의 ｢和寧道｣는 ｢元帥｣와 竝稱되었다는 에서 和寧地方에 설치된 軍目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東北面의 경우, 元帥는 모두 역 행정구역인 東北面을 단 로 견되어 있

었고, 軍目道를 단 로 견된 元帥의 존재를 사료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和寧道上元帥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

냐하면, 당시 元帥를 견한 구역은 때에 따라 변동했기 때문이다. 를 들어, 全羅道

의 경우 元帥는 체 으로 역 행정구역(全羅道)을 단 로 견되었는데,30) 두 건의

에서만 全州副元帥31)와 全州元帥32)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楊廣道의 경우도

거의 元帥가 역 행정구역(楊廣道)을 단 로 견되는 가운데, 불과 한 건의 에서만

漢陽道元帥33)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34) 이 듯 평상시에는 역 행정구역에 견되

는 元帥가 때로는 軍目道단 에 견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元帥

의 견구역이 확고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和寧道에 한 元帥

견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은, 고려말기에는 제도가 자주 更改되었고 직 변천

에 한 체계 인 사료가 없으므로 사료 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恭

愍王代 이후, 東北面和寧道에 上元帥를 견하고 上元帥府를 설치했을 가능성 한 배

제할 수는 없다. 

【檢校大將軍】

｢檢校｣는 실무가 없는 散職으로 고려후기에 남발되어 兩班은 물론 鄕吏․百姓에 이

르기까지 檢校職을 冒受했다.35) ｢大將軍｣은 京軍(二軍六衞)에 소속되는 무 직(從3品)

이지만36) 여기서 보이는 ｢檢校大將軍｣은 檢校職이기에 京軍의 군 이라는 實職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州以北, 孔州以南, 稱吉州道, 令東北面都巡問察理使統治之, ……(�太祖實錄� 卷13, 7年2月庚辰).

라는 기사를 근거로 太祖7年 2月에 東北面에 처음으로 永興(和寧)道와 吉州道의 두 軍目道가 설

치된 것으로 주장하 다(666쪽). 그러나 이때 軍目道 分定은 고려말기에 존재했던 軍目道의 재편

성 혹은 명칭 개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30) 吳宗祿, ｢高麗後期의 軍事 指揮體系｣( 게), 254～255쪽, 付表.

31) �高麗史� 卷135, 列傳48, 辛禑3, 9年8月.

32) �高麗史� 卷136, 列傳49, 辛禑4, 13年11月.

33) �高麗史� 卷136, 列傳49, 辛禑4, 12年2月.

34) 邑을 단 로 견된 이들 元帥는 守令을 겸직했다고 추측된다. 吳宗祿, ｢高麗末의 都巡問使　―下

三道의 都巡問使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62, 1986, 25쪽.

35) 韓㳓劤, ｢勳官�檢校� ｣, �朝鮮時代의 政治와 社 �, 한국학술정보, 2001 (1966 출).

36)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西班. 百官志에서는 恭愍王代에 將軍을 護軍으로 개칭했다고 하지만

恭愍王代 이후도 將軍과 護軍의 명칭이 혼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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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戶】

｢百戶｣란 元의 萬戶―千戶―百戶라는 十進法의 군 편성단 ․행정단 이며 그것

을 지휘하는 군 이었다. 13세기 후반 이후에 高麗는 이런 군 편성의 조직을 도입하

고 각 군사요충지에 萬戶府를 설치했다.37) 百戶는 이 萬戶府에 소속되는 군 이고 고

려말기에 翼軍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군 통솔자의 일원이 되었다. 

翼軍은 萬戶府에 소속되고 각 부 는 千戶․百戶․統主가 통솔했다. 아래에 제시한

사료는 禑王4年(1378) 12月에 翼軍이 全道에 설치되었을 때의 규정이다.

〔사료5〕(�高麗史� 卷81, 志35, 兵志1, 兵制)

  都堂議置軍翼, 遣各道計點元帥, 下旨, 限倭寇寢息, 依西北面例, 各道皆置軍翼, 擇精  

    白能射御 , 自奉翊至四品爲千戶, 五․六品爲百戶, 參外爲統主, 千戶統千名, 百戶百

    名, 統主十名, 錄軍籍, ……. 

奉翊大夫(從2品)에서 4品에 이르는 사람을 千戶, 5․6品을 百戶, 參外官을 統主로 임

명하고 千戶가 千名, 百戶가 百名, 統主가 十名을 통솔했다고 한다. 이들 군 으로 지

방 유력자인 閑良․地方品官․留鄕品官이 임명되고,38) 실무를 맡지 않는 添設職이 수

여되었다. 따라서 翼軍에 소속되는 百戶는 有品 가 임명된 군 이고, 軍卒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禑王4年 12月 당시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金天富의

사례에 용하는데는 신 할 필요가 있지만 百戶가 有品 에게 수여되는 경우가 있었

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이다.

그런데 ｢金天富箚付｣에서 金天富는 大將軍(從3品)으로써 百戶(禑王4年 12月의 규정

에서는 5․6品에 상당함)에 임명되었는데, 이러한 격하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고려시 사료에는 百戶 임명에 한 구체 사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檢校

大將軍을 百戶로 임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檢校｣를 비롯한 고려말기의 添設職은 鄕吏․百姓을 포함

하는 범 의 계층에 散職을 주는 것이며 添設職을 수여할 때에는 통상의 직질서체

37) 內藤雋輔, ｢高麗兵制管見｣, �朝鮮史硏究�, 東洋史硏究 , 1961(1934 출); 崔根成, ｢高麗 萬戶府制

에 한 硏究｣, �關東史學� 3, 1988.

38) 原田一良, ｢高麗翼軍の成立｣( 게), 5쪽. 閑良․地方品官․留鄕品官에 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千寬宇, ｢麗末鮮初의 閑良｣, �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979(1956 출); 濱中昇, ｢麗末鮮初の閑良

について｣, �朝鮮學報� 42, 1967; 韓永愚, ｢麗末鮮初 閑良과 그 地位｣, �朝鮮前期社 經濟硏究�, 

乙酉文化社, 1983(1969 출); 朴恩卿, ｢高麗後期의 留鄕品官勢力｣, �高麗時代鄕村社 硏究�, 一潮

閣, 1996(1984 출); 최종택, ｢麗末鮮初 地方品官의 成長過程｣, �學林� 15, 1993; 류창규, ｢고려후

기 지방세력의 역학구조 ―在地品官과 鄕吏層을 심으로―｣, �國史館論叢� 1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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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용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檢校大將軍(散職)으로부터 百戶(實職)에의 임명이

곧 격하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 ｢金天富箚付｣에 나타난 직을 검토했다. ｢東北面和寧道上元帥｣는 다른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檢校大將軍｣이 ｢百戶｣에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등, 이 문서에

는 사료상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을 가지고 ｢金天富箚付｣를 조

문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신발견의 �金寧金氏世譜� 元帥公事蹟 소재 문서에 하여

지 까지 �金海金氏族譜�(1925年刊)에 실린 문서(〔사료1〕)를 분석하 는데, 이 문서를

단서로 金寧金氏 족보를 조사한 결과 辛卯年(1891)의 跋文이 있는 �金寧金氏世譜�(국립

앙도서 , 古2518-10-824)에 수록된 元帥公事蹟에서 아래와 같은 사료를 발견했다.39)

〔사료6〕(�金寧金氏世譜�, 元帥公事蹟)

  公諱天益〈初諱天富〉, 金寧君七世孫也, 官都承旨, 蹟云, 王旨裡, 東北面和寧道上元

    帥府牒, 洪武七年甲寅六月, 麗朝, 今擬究撿職大將軍天富尤軍百戶句當, 凡事公勤, 無

    得慢易, 所肖箚付, 須議給 , 右付金天富, 準此, 又, 王旨, 金天富工曹典書 , 建文

    元年己卯正月, 我　 朝, 元帥職牒, 簿紙廣狹, 右二牒, 累經兵燹, 紙皆磨破, 以爲有文

    無 之端, 臨讀此書 , 孰不咨嗟而興歎, 云. 

의 사료에서 찾아낼 수 있는 2통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Ａ　王旨, 金天富工曹典書, 建文元年己卯正月, 

Ｂ　王旨裡, 東北面和寧道上元帥府牒, 洪武七年甲寅六月, 麗朝, 今擬究撿職大將軍天

富尤軍百戶句當, 凡事公勤, 無得慢易, 所肖箚付, 須議給 , 右付金天富, 準此, 

우선 Ａ에 하여 검토한다. 〔사료1〕①은 後至元5年(忠肅王復位8年, 1339) 正月에 ｢嘉

善大夫․工曹典書｣로 임명한 것이었는데, Ａ는 발 연월이 建文元年己卯(定宗元年, 1399) 

正月이며 임명내용은 ｢工曹典書｣이다. 定宗元年 당시에는 工曹典書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

39) 同譜를 이어 편찬된 1929年刊의 �金寧金氏世譜�(국립 앙도서 , 한古朝58-가5-195)와 1931年刊

의 �金寧金氏派譜�(동, 한古朝58-5-247)도 같은 사료를 기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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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 연월과 임명내용은 어 나지 않다. 그러나 Ａ에는 임명을 의미하는 ｢爲｣字가 안

보이고, 발 년도에 干支가 붙어있어 통상의 官敎 문서 체식과는 다르다. 특히 발 년

도에 干支가 붙어있는 官敎는 기존까지 없던 사례로 Ａ는 〔사료1〕①과 더불어 사료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Ｂ에서는 ｢今擬究撿職大將軍天富尤軍百戶句當｣의 ｢撿(檢)｣字나 ｢所肖箚付｣의 ｢肖

(有)｣字 등이 보인다. 이것은 〔사료1〕②보다 더더욱 文意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B에는 ｢洪武七年(恭愍王23年, 1374)甲寅六月, 麗朝｣라는 〔사료1〕②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 이 삽입되어 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金天富箚付｣의 설정 시기를 고려말

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麗朝｣라는 왕조명을 자칭, 게다가 약칭한 말을 그 문서에 사

용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 구 은 후 에 덧붙여진 것으로 야 할 것이다.

이 듯이 〔사료6〕의 문서는 〔사료1〕에서 보이지 않는 독자 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만, 신빙성이 부족해서 이 문서내용을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0) 이하 본문에서도

〔사료1〕②를 근거하면서 ｢金天富箚付｣를 검토한다. 

5. 金天富의 경력과 金寧金氏 족보의 편찬

金天富는 金寧金氏 족보 �秋齋集�에 수록된 金將軍傳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다

른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사료1〕이 담겨있는 �金海金氏世譜�(1925年刊)에 기재된 金天富를 살펴보자. 同氏

系譜에 의하면 金天富는 金時興의 七世孫이고 父는 鎰成, 子는 瑞一과 存一, 曾孫은 益和

君 仁贊이라고 한다. �金海金氏世譜�의 系譜에는 金天益, 初諱 天富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경력을 아래와 같이 어 놓고 있다. 

〔사료7〕(�金海金氏世譜�, 系譜)

  子天益〈初諱天富, 文科, 都承旨, 麗忠惠王朝, 嘉善大夫․工曹典書, 洪武六年, 麗恭

     愍王朝, 爲和寧道上元帥令擬充撫殘大將軍, 封開寧君, 配延安李氏〉. 

金天富는 문과 제후, 都承旨를 거쳐서 忠惠王代(1330～32, 1340～44年) 때 嘉善大夫․

工曹典書에 오르고 洪武6年(1373)에 ｢和寧道上元帥令擬充撫殘大將軍｣가 되며 開寧君으로

40) �金海金氏族譜�(1925年刊)는 副正公派, �金寧金氏世譜�(1891年跋)는 忠毅公派 派譜이고 前 가 後

와 직 이어져서 편찬된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金寧金氏가 金天富 련문서(官敎․任命箚付)

를 입수해서(이 에 해서는 후술한다), 이것이 各派에 流 된 것으로 추측된다.



119고려말기 元 任命箚付 體式의 수용

작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開寧君實蹟에서도 金天富의 경력을 기재하고 있다.

〔사료8〕(�金海金氏世譜�, 開寧君實蹟)

  君諱天富, 敬順王十二世孫, 大將軍諱鎰成之子也, 天姿剛明, 器宇宏大, 兼文武之才,  

    負朝野之望, 位躋工曹典書, 當麗季, 以和寧道上元帥靖難, 上國錄勳, 復給一百戶, 賜

    爵開寧君. 

金天富는 직이 工曹典書까지 이르고 고려말기에 和寧道上元帥로서 難을 평정하여, 上

國에서는 錄勳하고 一百戶를 복 하 으며 開寧君이라는 爵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이들 사료에 보이는 金天富의 경력은 비교 상세하다. 그러나 ｢金天富箚付｣의 발 주체

인 和寧道上元帥가 金天富의 직 경력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和寧道上元帥令擬充撫殘

大將軍｣(〔사료7〕)이라고 하여 箚付의 文言인 ｢令(今)｣이나 ｢擬充｣등이 직명에 잘못 기

입되어 있다. 〔사료7〕과 〔사료8〕의 필사자는 ｢金天富箚付｣가 金天富를 百戶로 임명하는

문서임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和寧道上元帥｣를 金天富의 직 경력에 포함시킨 것

같다. 이 듯 이들 사료에는 金天富 련문서(官敎․任命箚付)의 내용을 독자 으로 해석하

여 임의로 옮긴 흔 이 보인다. 따라서 문과 제나 개녕군 작 등〔사료7〕과〔사료8〕의

독자 인 기사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金天富의 경력은 金天富 련문서를 주요한 정

보원의 하나로 해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元帥公事蹟(〔사료6〕)이 수록되어 있는 �金寧金氏世譜�(1891年跋)에 보이는 金天富

의 경력은 아래와 같다.

〔사료9〕(�金寧金氏世譜�, 世系)

  子天益〈初諱天富, 都承旨, 上元帥, 討平和寧道, 洪武七年, 行工曹典書, 入我國初,   

    元帥職牒追贈事, 配位姓氏與墓所, 革世兵燹後, 未詳〉. 

金天富는 都承旨를 거쳐서 ｢上元帥｣가 되고 洪武7年(1374)에 ｢行工曹典書｣에 오른 후, 

조선 기에 ｢元帥職牒｣을 받아 추증되었다고 한다. 元帥公事蹟의 기재로 보면 여기서 말하

는 ｢元帥職牒｣은 ｢金天富箚付｣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金天富箚付｣는 직을

추증하는 문서가 아니라 임명문서이다. 이 〔사료9〕도 역시 金天富 련문서(官敎․任命箚

付)를 자의 으로 해석하여 그 경력의 부분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 기록을 신뢰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趙秀三(1762～1849)의 �秋齋集�에 수록된 金將軍傳에 보이는 金天富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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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10〕(趙秀三, �秋齋集� 卷8, 金將軍傳)

  金將軍名希祖, 字而賢, 甲山人而扶餘氏也, 扶餘金氏, 自羅․麗爲巨族, 而聖祖開國,  

    有推忠翊戴佐命一等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益和君․金仁贊, 乃將

    軍七代祖也, 和寧道上元帥․撿校․嘉善大夫․工曹典書․開寧君․天富, 將軍六代祖

    也, 將軍高祖曰從南, 漢城判尹․禮曹典書也, 曾祖曰貴寶, 爵上護軍也, 將軍祖孝同,   

    少以豪力, 不得於時, 全家徙于邊, 則無罪謫而甲州也, 遂世居之, 將軍之父鑑, ……聖

    上即阼之二十一年夏, 漢陽趙秀三撰并書. 

金將軍傳은 女眞과의 쟁에서 활약한 무인 金希祖․金彦 父子의 기이다. 〔사료10〕

략 부분에는 金希祖와 金彦의 사 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 말미의 ｢聖上即阼之二十

一年｣이라는 기재로 보면, 金將軍傳이 작된 시기는 正祖21年(1797) 혹은 純祖21年(1821)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료에서 金希祖의 六代祖로써 金天富의 이름이 보인다. 게다가 그 직함은 ｢和寧道上

元帥․撿校․嘉善大夫․工曹典書․開寧君｣이고, 金寧金氏 족보에 실린 직함과 흡사하다.

주의해야 할 은 金天富의 가문이 金寧金氏가 아니라 扶餘金氏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족보를 비롯한 扶餘金氏 련 사료는 찾을 수 없어, 金將軍傳이 어떠한 사료에 의거하여

술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金將軍傳에서 金希祖․金彦의 事跡이나 계보가 자

세히 실려 있는 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扶餘金氏 가문에 래된 기록을 거로 한 것

이 아닌가 한다. 

이 듯 金天富의 사 은 金寧金氏와 扶餘金氏의 두 가문에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불

가해한 상을 整合的으로 해석하기 한 단서는 金寧金氏 족보가 金天富의 사 을 어떻

게 수용하 는가라는 에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자의 견으로는 18세기이 에 간행되었던 金寧金氏 족보에는 ｢都承旨(혹은 通德

郞) 天益｣의 이름만 보이고 天富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41) 그리고 19세기 반이

후에 작성된 金寧金氏 족보에서는 天益=天富라고 하고 ｢和寧道上元帥……｣이라는 직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42) 즉 본래 金寧金氏와 계가 없었던 天富의 사 이 天益과 결합하게

되여 金寧金氏 족보에 纂入되기 이르 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아마도 어떤 지역에 래되

41) 국립 앙도서 , 부천족보도서 에서 조사를 했다. 를 들어, 崇禎紀元後三丙戌(1766年)跋의

�金海金氏世族譜�(국립 앙도서 , 古2518-10-855) 계보에서는 ｢天益｣․｢都承旨｣라는 기록만 있

다.

42) 崇禎紀元後四庚申(1860年)跋의 �金海金氏世族譜� (국립 앙도서 , 古2518-10-881) 계보에서 ｢初

名天富｣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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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던 金天富의 사 문서를 19세기에 金寧金氏가 입수해서 자신들의 계보에 삽입

한 것이 아닐까 싶다. 金寧金氏 족보에 金天富의 사 과 문서가 수록된 것은 이와 같은 경

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麗末鮮初에 있어서의 任命箚付의 사용상황

1. 朝鮮初期의 任命箚付

그런데 任命箚付는 高麗와 朝鮮에서도 실제로 사용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시 을 옮겨

高麗와 朝鮮에 있어서의 任命箚付의 용례를 검증하기로 한다.

고려시 에 任命箚付를 사용했던 것을 명시하는 사료는 없지만, 조선 기에 百戶를 임명

할 때 箚付를 사용한 사례는 확인할 수 있다.

〔사료11〕(�太祖實錄� 卷5, 3年3月丙寅)

  都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 不入仕於國, 故不識字, 不知法制, 各所千

    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歳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

    試, 又以赴京侍衞從仕 , 許爲千戶․百戶, 以給箚付, 上從之. 

이 사료에서는 太祖3年(1394) 3月에 都評議使司가 濟州人 京에 가서 侍衞從仕하는 사

람이 千戶․百戶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任命箚付를 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즉 濟州의

千戶․百戶에게 任命箚付를 발 한 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朝鮮 건국 기에는

守令이 濟州의 千戶․百戶를 差定(임명)하고 있고,43) 〔사료11〕의 경우도 守令이 任命箚付

를 발 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은 羈縻政策의 일환으로써 한반도 북부, 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女眞人에게 授職하

고 있었는데,44) 그 때에도 任命箚付를 발 했다.

43) 命以濟州子弟從仕 , 差千戶․百戶, 趙源啓曰, 濟州百戶․千戶, 從其守令差定, 至有司直․副司直趨

過于前, 踞床不爲禮, 故土人輕王爵重土官, 是以, 無子弟願從仕于朝 , 若以嘗從仕于朝 , 差百戶․

千戶, 則上下之分定, 而子弟多欲從仕 矣, 上從之(�太宗實錄� 卷19, 10年 6月甲寅).

44) 河內良弘, ｢女眞人の朝鮮上京について｣, �明代女眞史の硏究�, 同朋社出版, 1992(1983 출); 한성

주, ｢조선 기 受職女眞人 연구 ―세종 를 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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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12〕(�太宗實錄� 卷9, 5年2月己丑)

  遣議政府知印金尚琦于東北面, ……(賜)女眞萬戶仇要 子遼河襲爵萬戶箚付一道. 

〔사료13〕(�成宗實錄� 卷9, 2年正月丁亥)

  命以斡朶里浪都郞可爲都萬戶, 其其箚付曰, 朝鮮國議政府敬奉敎旨, 吾弄草住斡朶里

    浪都郞可, 能繼乃父之志, 時節來見, 誠心歸順, 豫甚嘉之, 您府家, 將本人授本處都萬

    戶勾當, 部領管下軍民, 在邊效力, 敬此, 除敬依外, 所有箚付, 須議出給 , 右箚付吾

    弄草等處都萬戶浪都郞可, 准此. 

〔사료12〕에서는 太宗5年(1405) 2月에 女眞萬戶 仇要 의 子 遼河에게 父의 직(萬戶)을

세습하는 것을 명하는 箚付를 발 했다고 한다.

〔사료13〕에서는 成宗2年(1471) 正月에 발 된 箚付가 실려 있다. 이 箚付는 女眞人

斡朶里 浪都郞可를 都萬戶로 임명하고, 朝鮮에 한 귀순을 기리고 이후 진력을 하도록 말

하고 있다. ｢金天富箚付｣의 문서 체식과 다르지만 조선시 女眞人에게 수여한 任命箚付의

체식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그런데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朝鮮 건국 직후 女眞人에

게 수여한 任命箚付가 고려말기 任命箚付의 체식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사료14〕(�太祖實錄� 卷3, 2年5月辛酉)

  中樞院奉敎, 以吾良哈宮富大爲同良等處上萬戶, 給牒曰, 凡事公勤, 毋得緩弛. 

〔사료14〕는 太祖2年(1393) 5月에 女眞人(吾良哈宮富大)을 上萬戶로 임명했을 때 내린

문서이지만 그 속의 ｢凡事公勤, 毋得緩弛｣라는 표 은 ｢金天富箚付｣ 元 任命箚付(〔사

료2〕)의 구 과 거의 일치한다. 이 때 발 된 문서는 ｢牒｣이고 箚付가 아니다. 그러나 ｢牒｣

은 공문서 일반을 가리킬 수도 있고 ｢凡事公勤, 毋得緩弛｣와 같은 문구가 있는 문서는 다

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이 ｢中樞院牒｣은 실제로는 箚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45)

45) 만일 이 추정이 옳다면 다음 恭愍王23年(1374) 正月의 사료에서 보이는 密直司가 畵給한 ｢空名千

戶牒․百戶牒｣은 실제로는 箚付 다고 볼 수 있다. 그 다고 하면 이는 고려시 에도 百戶 임명

에 箚付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것이다.

    (恭愍王)二十三年正月, 檢校中郎將李禧上書曰, 今倭寇方熾, 乃驅烟戶之民不習舟楫 , 使之水戰, 每

至敗績, 臣生長海邊, 曾習水戰, 願率海島出居民, 及自募人慣於操舟 , 與之擊賊, 期以五年, 永清海

道中郎將鄭准提亦上書獻策, 王大悦, 以禧爲楊廣道安撫使, 准提爲全羅道安撫使, 兼倭人追捕萬戶, 以

禧伴倘六十七人, 准提伴倘八十五人, 皆授添設職, 又令密直司畵給空名千戶牒二十, 百戶牒二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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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眞人에게 수여한 任命箚付 발 은 成宗3年(1472) 10月에 폐지되었다.

〔사료15〕(�成宗實錄� 卷23, 3年10月庚申)

  禮曹啓, 近年, 中朝疑我招撫野人, 至遣使臣來問, 今 除萬戶箚付, 皆有論其父祖, 許

    令歸附, 俾管某地等處勾當, 此實中朝疑我之一端也, 今後, 萬戶勿給箚付, 皆給官敎,   

    從之. 

이 사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中朝(明)는 朝鮮이 野人(女眞人)을 招撫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사신을 보내고 朝鮮을 問責한 이 있었다. 女眞人을 萬戶로 임명한 箚付를 검토

한 결과, 그 父祖를 논하고 귀부를 허락하여 〈某地等處의 勾當을 할시킨다〉라는 문구

가 있었다. 이러한 문구는 明의 疑心을 살만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후 萬戶로 임명할 때

箚付를 발 하지 않고 모두에게 官敎를 내리도록 禮曹가 제언하니 成宗은 이 안건을 允許

했다.

女眞人에게 수여한 任命箚付 폐지의 요인으로는 당시 朝鮮과 明이 긴장 계에 놓여 있

었던 을 지 할 수 있다. 世祖代, 女眞人에 한 수직이 발각되어 明이 이것을 問罪한

사건이 있었는데,46) 이는 夷狄의 慰撫가 본래 皇帝만이 할 수 있는 행 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朝鮮은 女眞人에 한 수직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는 폭 축

소되었다. 이 긴장 계의 여 가 成宗初年까지 이어졌고 明의 疑心을 살 우려가 있는 任命

箚付의 발 은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조선 기에는 濟州 百戶 女眞人을 임명할 때 箚付를 사용했다. 특히 〔사

료11〕에서는 지방 이 百戶에게 任命箚付를 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 건국

기의 제도는 고려말기의 것을 계승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고려말기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지방 이 발 하는 任命箚付를 百戶에게 내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高麗의 元 임명문서의 수용

마지막으로, 高麗가 元의 임명문서의 체식을 수용해서 ｢金天富箚付｣를 작성했을 가능성

을 검토한다. 

복속 이후 高麗에서는 많은 료가 元의 직을 받았다. 고려후기의 묘지명에는 宣授 혹

은 勅授된 직을 갖는 료가 빈출하는데 이들은 다 元이 임명한 것이다. 錄文이지만

(�高麗史� 巻83, 志37, 兵3, 船軍).

46) 河內良弘, ｢朝鮮世祖の字小主義とその挫折｣, �明代女眞史の硏究�, 同朋社出版, 1992(1974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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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統2年(1334)에 元이 高麗人 李達漢을 武德將軍(正5品下) 高麗國萬戶府萬戶로 임명한 ｢宣｣

(聖旨) 도 존재한다.47) 이러한 을 미루어보면 元은 임명한 高麗人에게 ｢宣｣과 ｢中書省牒

｣을 비롯한 임명문서를 리 수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忠烈王18年(1292)에는 耽羅人 高

仁坦이 ｢征東行省箚付｣에 의해 耽羅指揮使로 ｢充｣되어 있다.48) 元의 지방행정기 의 성격

을 가지는 征東行省에서는 高麗王이 장 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많은 高麗人이 그 원

으로 기용되었다.49) 이 征東行省에서의 각종 업무를 통해서 高麗政府가 任命箚付의 작성․

사용에 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보면, 元 복속 시기인지 離元활동을 통해 元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를 두었던 恭愍王5年(1356) 이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高麗가 元 任命箚付의 체식을 수용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추론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宋․金․明에서도 箚付를 임명문서로 사용했던 것은 각종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宋에서는 樞密院이 료를 除授할 때 箚付를 사용했고50) 金에서도 그 사용 가 있

다.51) 南宋初의 任命箚付로써는 建炎2年(1128)에 발 된 문서가 존하고 있다.52) 明初 任

命箚付의 체식은 알 수 없지만,53) 明末 萬暦23年(1595)에 兵部가 일본의 무장인 毛利輝元

47) �平昌李氏啓仁君荏子洞派譜�(1966年刊) 소재. 이 문서에 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金芳漢, ｢八思

巴文字新資料｣, �東亞文化� 10, 1971; 照那斯圖, ｢關于元統二年正月八思巴字聖旨抄件漢譯中的若干

問題｣, �內蒙古大學學報�, 1995年 第3期, 1995.

48) (至元)二十九年, 以征東行中書省箚付充耽羅指揮使 (�東文選� 卷101, 星主高氏家傳).

49) 征東行省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北村秀人,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32, 1964; 張東翼, ｢征東行省의 置廢와 그 運營 實態｣, �高麗後期外交史硏究�, 一潮閣, 1994; 高柄

翊, ｢麗代 征東行省의 硏究｣,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 학교출 부, 1970(1961～62 출).

50) �宋史� 卷162, 志115, 職官2, 樞密院.

51) �金史� 卷53, 志34, 選擧3, 右職吏員雜選; �金史� 卷55, 志36, 百官1, 尙書省, 六部, 禮部.

52) 丁明夷, ｢靈石縣發現的宋代抗金文件｣, �文物� 1972年 第4期, 1972. 河東陝西路經制使司가 李實에

게 내린 任命箚付는 다음과 같다. 사료인용은 동 논문 소재의 錄文에 의한다.

河東陝西路經制使司, 〔甲子論字號〕, 

契勘金賊侵犯中原, 恣爲焚掠, 河東士庶, 首被其害, 披發左衿, 勉强從俗, 懐忿蓄怨 累年未發, 今據右

武大夫都統制河東軍馬李宋臣, 仗義自奮, 糾率民兵, 掩殺賊衆, 収復陥没州県, 内成忠郎李實, 累與金

賊闘敵有勞, 檢准

尙書省箚子, 備奉

聖旨, 依申請到, 畵一

指揮, 許不拘常制, 便宜行事, 今將李實借補成忠郎, 須至箚付 , 

  右箚付李實, 准此,

建炎二年九月初四日 給, 

53) �洪武禮制�의 署押體式에 보이는 箚付式은 다음과 같다. 사료인용은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소재의 사진에 의한다.

    某軍都督府爲某事, 云云, 合行仰照驗, 云云, 須至箚付 ,

          右箚付某衛指揮司, 准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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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上杉景勝 등에게 직을 주었을 때 내린 任命箚付가 존재한다.54)

이 듯이 任命箚付는 元代 이외의 시 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南宋․明末의 任

命箚付 체식은 ｢金天富箚付｣ 는 元 任命箚付의 것과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某旨裏｣

라는 권 를 부여하는 문구는 元 특유의 용법이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金天富

箚付｣가 元 任命箚付의 체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Ⅳ. 맺음말

｢金天富箚付｣의 체식은 元 任命箚付의 것과 거의 일치하고 동일한 체식의 任命箚付는

元 이외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元에 복속된 이후, 元의 임명문서는 다수 高麗에

래되었고 조선 기에서도 任命箚付를 사용했던 에 비추어 보면, 高麗가 元 任命箚付의

체식을 수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

東北面和寧道上元帥의 존재는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檢校大將軍을 百

戶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 이 게 ｢金天富箚付｣는 사료상

      洪武 年 印 月 日

    箚付 左都督押　　同知都督押　　僉都督押

　　　 　右都督押　　同知都督押　　僉都督押

54) 大庭脩, ｢豊臣秀吉を日本國王に封ずる誥命｣,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硏究�, 同朋舍出版, 

1996(1971 출). 兵部가 上杉(豊臣)景勝에게 내린 任命箚付는 다음과 같다. 사료인용은 동 논문

소재의 사진 錄文에 의한다.

　 兵部爲欽奉

聖諭事, 照得, 傾因關白具表乞封, 

皇上嘉其恭順,   特准封爲日本國王, 已足以遠慰內附之誠, 永堅外藩之願矣, 但關白既受

皇上錫封, 則行長諸人, 卽爲

天朝臣子, 似應酌議, 量授官職, 令彼共戴

天恩, 永爲臣屬, 恭候

命下, 將豊臣景勝, 授都督同知官職, 以示奬勸, 擬合給箚, 爲此合箚本官, 遵照箚內事理, 永堅恭順, 

輔導國王, 恪遵

天朝約束, 不得他有別求, 不得再犯朝鮮, 不得擾掠沿海, 各保富貴, 共享太平, 一有背違,

  王章不宥, 須至箚付 ,

                                     右箚付都督同知豊臣景勝, 准此,

  萬曆貳拾參年貳月 初四日給,

箚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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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직(東北面和寧道上元帥․檢校大將軍)에

한 操作․粉飾․誤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元代의 地方志․문집 등에 인

용된 任命箚付를 기 로 후 사람들이 ｢金天富箚付｣를 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金

天富箚付｣는 百戶라는 하 군 의 임명에 한 문서이고 조상을 顯彰할 목 으로 후 에

조되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압도 인 문인우세 사회 던 조선시 에 이러

한 문서를 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일 조 문서

라면 왜 한국 고유의 임명문서가 아니라 굳이 元 任命箚付의 체식을 참고로 해서 작성했

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 조된 것으로 추측되는 임명문서가 남아 있지만,55) 그 문서

들은 모두 한국 고유의 체식의 문서(官敎)이며 국의 임명문서 체식을 기 로 한 조문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면, ｢金天富官敎｣는 ｢金天富箚付｣에 향을 받아 金天富의

직함을 분식하기 해 조(혹은 개찬)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즉 百戶 임명의 문

서인 ｢金天富箚付｣만으로는 조상을 顯彰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 사람들이 官敎 체

식의 문서를 창작(혹은 개찬)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없는 憶測에 불과하지

만, ｢金天富官敎｣와 ｢金天富箚付｣의 련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해 두고자 한

다. 

직(東北面和寧道上元帥․檢校大將軍)에 한 조작․분식․오기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만, ｢金天富箚付｣는 고려말기에 있어서 元 任命箚付 체식의 수용을 보여주는 요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金天富箚付｣에 한 사료 검토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任命箚付의 용법이

나 조선시 에 고려말기의 任命箚付가 어떻게 계승, 발 되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이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투고일： 2009년 6월 29일 ○ 심사완료일： 2009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10일

55) 박 호, ｢고려후기와 조선 기의 인사 문서 연구｣( 게)가 ｢金天富官敎｣도 포함하여 조의 가능

성이 있는 고려후기의 임명문서를 소개하 는데, 그것은 모두 官敎이다(123～125쪽). 朝鮮後期의

임명문서 조에 해서는 김은미, ｢朝鮮後期 敎旨僞造의 一硏究｣(�古文書硏究� 30,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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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of the “Cha-bu"(箚付)-format of Won(元) during

the late Koryŏ(高麗): examination of "Cha-bu issued to Kim

Cheon-bu"(金天富箚付)

KAWANISHI Yuya

Koryŏ(高麗) received a major impact from Won(元) after Koryŏ was subjugated to Won 

in the middle of 13 century. Chosŏn(朝鮮) succeeded to various systems of Koryŏ in the 

first period. In attempt to elucidate the realit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f Koryŏ, I examine the way in which Koryŏ received the document 

system from Won. By demonstrating the way in which Chosŏn succeeded to such an 

official document system, this research furthermore seeks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document as well as political system of Chosŏn.

This paper primarily seeks to introduce "Cha-bu issued to Kim Cheon-bu"(金天富箚付) 

printed on "genealogy of Kimnyong Kim clan"(金寧金氏族譜). "Cha-bu issued to Kim 

Cheon-bu" is a document issued by Won-su(元帥) when he appointed Kim Cheon-bu to 

lower class army called Baek-ho(百戶), which is almost corresponding to the form of the 

Cha-bu issued in the Won. Although it has some parts which cannot be confirmed by 

historical materials, the majority of "Cha-bu issued to Kim Cheon-bu" corresponds to a 

historical fact of late Koryŏ period. The possibility of this material being counterfeited to 

commend the ancestor is thin, because it is a document issued for appointing lower class 

army. I argue that Koryŏ received "Cha-bu"-format of Won and used it domestically, since 

"Cha-bu" was issued to Yeojin(女眞) and to lower class army of Jeju(濟州) in the early 

Chosŏ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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