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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들어가며

어보御寶는 국가에서 제작한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의 인장을 말한다. 인장印章은 개인이나 집단을 증명   

하고 상징하는 도구이므로, 어보는 왕과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책봉冊封의식이 치러질 때, 그들의 덕을 찬양하기 위한 존호, 시호, 묘호 등이 올려질 

때 제작하였다. 국가를 상징하며 왕위 계승 시 선양의 징표인 동시에 외교문서나 왕명문서 등 실무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새國璽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지나 내사본, 통상조약문, 옥책문 등의 고문헌에서 다양한 어보가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 전시를 통해 국왕과 왕비, 왕세자의 어보가    

사용된 고문서, 고서를 살펴보고 조선시대 어보의 특징과 왕실 문화를 조명해 보도록 한다.

일러두기  
•이	책은	2015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옛	문서와	책에서	만나본					

			어보”의	전시	도록이다.

•전시자료는	총	25종	58책(점)이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다.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편저자명,	판사항,	발행사항,	책수와	판식,	크기,	청구기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자료의	크기는					

			세로x가로cm	순이다.	

•전시	관련	설명글은	성인근의	한국인장사를	참고하였으며,	국새와	어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어보로	통칭하였다.



76

왕의 인장, 어보

왕의 인장, 어보

어보는 왕과 왕비를 임명하는 책봉 의식이 치러질 때, 공덕을 찬양하거나 국왕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미를 담아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등을 올릴 때 의례용으로 제작된다. 이는 주인공 사후에 신위와 

함께 종묘에 봉안되어 왕조의 영속성과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상징이며 왕위 계승 시 선양의 징표인 동시에 외교문서 등의 국사에 실제로 사용되던 어보

는 특히 국새國璽라 칭하기도 한다.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국왕의 각종 행사 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의례용 어보는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으므로 태조부터 순종의 어보까지 대부분 현존하지만 국새와 실

무용 어보는 실물이 현존하는 예가 드물며, 옛 문서와 책에서 그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새ㆍ어보의 분류

구분 소분류 세부사항

외교용

국새

조선시대
對中國   「朝鮮國王之印」(6寶)

對日本   「爲政以德」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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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大韓國璽」, 「君主御璽」, 「皇帝御璽」(2과)

내치용

국새

조선시대

「朝鮮王寶」, 「國王行寶」, 「國王信寶」, 「施命之寶」, 「施命」, 「昭信之寶」, 「科擧之印」, 

「科擧之寶」, 「諭書之寶」, 「宣賜之記」, 「宣   端輔」, 「奎章之寶」, 「濬哲之寶」, 

「同文之寶」

개화기 「濬明之寶」,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 「垂訓之寶」

대한제국기 「皇帝之璽」, 「皇帝之寶」(3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大元帥寶」, 「欽文之璽」

어보

책봉보(인) 王世子, 王世弟, 王世孫, 王妃, 世子嬪의 冊禮時 寶(印)   

존호보 국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및 선대의 加上ㆍ追上尊號寶

시호보 국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등의 追上諡號寶

*	성인근의	『한국인장사』	38쪽에서	발췌

**	이	도록에서는	국새와	어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어보로	통칭함

어보의 제작

왕과 왕후의 어보는 최상 품질의 옥玉이나 금속으로 만들고, 왕세자 이하의 경우는 은銀으로 만들었다. 

금속의 경우 숙동熟銅이나 천은天銀으로 주조하고 글씨를 새긴 후 도금鍍金하였다. 왕과 왕비는 ‘보寶’를, 왕

세자 이하는 ‘인印’이라 하였고,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의 전서체로 써서 양각으로 새겼다.

어보의 제작은 마패, 임명패를 비롯한 관인을 관장하는 상서원尙瑞院에서 담당한다고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고종 때에는 어보와 인장을 개주·개조하고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만들어 그 전모를 

기록하였는데, 보인의 주조에 있어서 참여한 인원은 이조판서와 호조판서를 비롯하여 행정관, 

기술자 백여명에 이르렀다. 어보는 거북이나 용 모양의 손잡이를 갖추고, 붉은 실로 만든 끈을 달아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어보의 종류ㆍ용도

「시명지보施命之寶」 교지敎旨,	교명敎命,	교서敎書에	사용

「과거지보科擧之寶」 시권,	홍패,	백패	등	과거	관련	문서에	사용

「유서지보諭書之寶」 관찰사,	절도사	등이	부임할	때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적	반포와	국왕의	각종	하사품에	사용	

「규장지보奎章之寶」 어제御製와	내사본,	규장각	서책에	사용

「제고지보制誥之寶」 고급	관리,	칙임관	임명에	사용

「칙명지보勅命之寶」 황제의	명령인	조칙詔勅,	주임관	임명에	사용

「대원수보大元帥寶」 군	통수권자인	대원수가	군인의	임명에	사용

「준철지보濬哲之寶」 각료	교지에	사용

「흠문지보欽文之寶」 황제	치적문에	사용

조선시대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어보의 제작 담당 기관, 담당 관리의 품등, 인원이 기록되어 있

고,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의 예전禮典 「새보璽寶」조에서 어보의 종류와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조선 최후

의 법전 『대전회통』에 수록된 어보는 국새인 대보大寶를 포함하여 총 10과이며,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 등 용도가 중복되는 어보는 대내大內에 보관한다고만 명시하였다. 

한편 어보를 정리한 문헌으로 고종대까지 만들어진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망라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에는 총 22과顆의 어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국의 지위에 맞게 새로 제작

한 어보가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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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典會通

趙斗淳	等編

木板本,	高宗	2(1865)

6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3.7	x	17.2	cm,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	34.7	x	22.1	cm	(일산古6025-17)

대전회통大典會通

어보는 大寶(사대하는 문서에 사용), 施命之寶(교명,교서,교지에 사용), 

以德寶(통신하는 문서에 사용), 諭書之寶(유서에 사용), 科擧之寶(시권과 

홍패,백패에 사용), 宣賜之記, 宣    端輔, 同文之寶(모두 서적을 

반사하는데 사용. 지금은 없음), 奎章之寶(御製에 사용), 濬哲之寶(각신의 

교지에 사용, 그 나머지 諸寶는 大內에 있음)가 있다.

어보의 명칭과 용도 명시

대전회통

고종 2년1865에 『대전통편』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

종 조례 등을 보완,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기존 법전의 내용을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경국대전을 ‘원原’, 

속대전을 ‘속續’, 대전통편을 ‘증增’, 새로 보충한 것을 ‘보補’로 

음각하여 구별하였다. 새보璽寶조에서 어보의 명칭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보大寶를 포함하여 총10과의 어보가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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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印符信總數

影印本,	1979

1冊	;	26.3	x	19.0	cm	(古433-76)

어보, 인장관련 자료집

보인부신총수

조선왕실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에 대한 여러 사항을 그림과 

함께 실은 책이다. 기재방식은 인장의 명칭, 인印, 그림, 설

명순이다. 그림 아래의 설명 내용은 재료, 가로·세로·높이, 

용도와 사용법, 양음각陽陰刻의 고저, 상단 장식, 글자체와 

폭, 명칭, 이들 도장에 대한 법전의 규정 등이다. 총 22과

의 어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대전회통』에 수록된 어보의 숫

자보다 늘어난 이유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국의 지위에 

맞게 새로 제작한 어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본서는 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보인부신총수K3-566』를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한 책이다.

대조선국보, 조선왕보

御
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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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어보 보관

강화부궁전도

경기도 강화부의 궁전·묘전廟殿 등을 그린 채색도 중 외규

장각을 그린 그림이다. 인조 이래 강화도에 행궁行宮과 전각

들이 지어졌고, 정조 6년1782 강화도 행궁 옆에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왕실 관련 자료를 보관하였다. 규장각에 보관하

던 국왕이 보던 어람용 의궤儀軌가 강화도로 옮겨진 것도 바

로 이때이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

격을 띄게 되어 이곳을 ‘규장외각奎章外閣’, 또는 ‘외규장각外奎章

閣’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

의 규모로 행궁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에

는 의궤, 어제御製, 어필御筆, 교명敎命, 옥책玉冊 등의 왕실 자료

들과 더불어 금보金寶, 옥인玉印 등의 어보를 보관하게 되었다.

江華府宮殿圖

筆寫本,	[高宗	18(1881)]

1帖	:	地圖(色彩)	;	36.8	x	25.7	cm	(한貴古朝62-178)

외규장각도

        



고문서에서

             만나본 어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서에 찍힌 어보御寶는 주로 지금의 사령장辭

令狀에 해당하는 교지敎旨나 과거 합격증인 홍패紅牌·백패白牌, 지방 관원

에게 내린 명령서인 유서諭書 등 행정용도의 국왕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초기의 「시명施命」보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비롯하여 「과거지보科擧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대한제국 시기의 「제고

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등이 있다. 또한 희귀

한 옛 문서로 대리청정 하던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신하에게 내린 

영서令書에서 「왕세자인王世子印」을 만나볼 수 있다.

御
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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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吳凝	受取,	世祖	發給

筆寫,	漢城	:	世祖	發給,	世祖	12(1466)

1張	;	40.0	x	63.0	cm	(우촌貴	2102.2-893)

시명施命

조선초의 어보, 시명

교지

시명

세조 12년1466 2월 21일에 오응吳凝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겸 함흥부윤咸興府尹으로 임명하

는 문서이다. ‘시명施命’이라 찍혀있다. 시명보는 세조 12년1466에서 성종 24년1493까지 사용된 어보로 간명한 

소전小篆체에 옥玉으로 제작되어,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의 한문서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어보와는 다른 특징

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교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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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지보

영조 11년1735 6월 13일에 류은(柳   )을 봉정대부奉正大夫 행 상서원직장行尙瑞院直長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지

금의 임명장에 해당하는 교지敎旨에 사용하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다. ‘施命’은 군주가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베풀어 교화한다는 의미로 『주역』에서 따온 말이며, 시명지보는 조선시대 국왕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보이다.

敎旨 

柳			受取;英祖	發給	

筆寫,	漢城	:	英祖	發給,	英祖	11(1735)	

1張	:	46.0	x	63.0	cm	(우촌古文2102.2-941)

시명지보施命之寶

교지, 교서 등 임명장에 사용하는 시명지보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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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년1727 유학幼學 권서동權瑞東에게 발급한 과거합격증 백패白牌로, 권서동은 생원시生員試에서 1등 제3인

으로 입격入格하였다. 과거 관련 문서에 사용된 ‘과거지보科擧之寶’가 찍혀있다. 세종조에 ‘과거지인科擧之印’으로 

제작하였다가 인조반정 등으로 유실되어 인조 2년1624에 ‘과거지보’로 명칭을 변경, 새로이 제작한 것이다.

敎旨

權瑞東	受取,	英祖	發給

筆寫,	漢城	:	英祖	發給,	英祖	3年(1727)

1張	:	94.0	x	45.5	cm	(우촌古文2102.2-924)

과거지보科擧之寶

과거지보

과거 관련 문서에 사용하는 과거지보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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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년1744 7월 25일에 경기방어사 광주부윤京畿防禦使廣州府尹 이성중李成中에게 내리는 유서諭書이다. 유서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가 부임할 때 왕이 내린 명령서로,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찍는다. 유사시 왕명 없이 군

사를 발동할 수 있는 밀부密符를 내릴 때 함께 발급된다.

유서지보諭書之寶

敎旨 

李成中	受取,	英祖	發給

筆寫,	漢城	:	英祖	發給,	英祖	20(1744)	

1張	:	59.0	x	164.0	cm	(古文古朝51-다202-1)

유서지보

왕의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하는 유서지보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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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金疇鉉	受取,	高宗	發給

筆寫,	漢城	:	高宗	發給,	光武	6年(1902)

1張	:	39.0	x	60.0	cm	(우촌古文2102.2-813)

제고지보制誥之寶

광무 6년1902 9월 25일에 정2품正二品 자헌대부資憲大夫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주현金疇鉉을 겸임 교방사제조
兼任敎坊司提調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한 ‘제고지보制誥之寶’가 찍혀있다. ‘제고지보’는 칙임

관勅任官 이상의 고급 관리의 임명장에 날인한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계로 1, 2품에는 

정종正從을 두고 칙임관이라 칭하였다.

제고지보

칙임관 임명에 사용하는 제고지보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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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 1년1907 8월 20일에 6품 승훈랑承訓郞 강진수姜進秀를 주전원 전무과 기사主殿院電務課技師로 임명하고 주임

관奏任官 4등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 사령장인 고신告身이 칙명勅命으로 대체되면서 어보 또한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대신하여 ‘칙명지보勅命之寶’로 대체되었다. ‘칙명지보’는 황제의 명령인 조칙詔勅이나 주임관

을 임명할 때 날인된다. 3품부터 6품까지는 정종正從 구분 없이 주임관이라 칭하였다. 이 고문서는 주임관 

임명장인데도 칙명이라 표기되지 않고 칙명지보가 찍혀져 있다. 

奏任官誥

姜進秀	受給,	純宗	發給

筆寫,	漢城	:	純宗	發給,	純宗	1(1907)

1張	:	32.0	x	45.0	cm	(우촌古文2102.2-704)

칙명지보勅命之寶

칙명지보

주임관 임명에 사용하는 칙명지보

주임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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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9년1905 6월 8일에 육군보병정위陸軍步兵正尉 한상봉韓相鳳을 군법회의판사軍法會議判士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한 ‘대원수보大元帥寶’가 찍혀있다. ‘대원수보’는 군통수권자인 황제가 대원수로서 군인

을 임명할 때 사용한 인장이다. 육해군을 총 지휘하는 원수부에서 사용하였다.

敎旨 

韓相鳳	受取,	軍部大臣	發給

筆寫,	漢城	:	軍部大臣	發給,	光武	9年(1905)	

1張	:	39.0	x	60.0	cm	(우촌古文2102.2-862)

대원수보大元帥寶

대원수보

대원수가 군인 임명 시 사용하는 대원수보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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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7년1751 1월 22일에 영조의 대리정무를 보던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

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이성중李成中에게 내리는 영서令書이다. 영서는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할 때에 내리던 공식문서로 왕이 내리는 교서와 위상이 같다. 대리청정을 한 왕세자만이 

영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드물며, 사도세자의 ‘왕세자인王世子印’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令書 

李成中	受給,	思悼世子	發給

筆寫,	漢城	:	思悼世子	發給,	英祖	27(1751)	

1張	:	59.0	x	166.0	cm	(古文貴古朝51-다202-4)

왕세자인王世子印

왕세자인

사도세자가 내린 영서에 사용한 왕세자인

영서



고서에서
만나본 어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 중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국새國璽가 찍힌 

자료는 통상조약에서, 서적 반사頒賜용 국새는 왕이 하사한 내사본內賜

本에서, 책봉冊封이나 추상追上 존호尊號 등의 각종 의례 시 해당 인물에

게 주어지는 개인 어보가 찍힌 자료는 교명敎命, 옥책문玉冊文, 어첩御牒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조약문에는 국서國書에 사용하는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와 ‘대한국새大韓國璽’의 국새를, 서적 반사용의 내사본에는 ‘선사지기宣

賜之記’, ‘규장지보奎章之寶’,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의 실무용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왕비, 왕세자를 책봉할 때 ‘왕비지보王妃之寶’, ‘왕세자인王世子印’, ‘왕세자

빈지인王世子嬪之印’,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태자보皇太子寶’를 새기거나 시호
諡號 : 행적을 기리는 호칭, 존호尊號 : 칭송의 호칭,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그 내용을 

새겨 의례용으로 제작한 시호보, 존호보를 만나볼 수 있다. 御
寶

고서에서

         만나본 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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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용한 국새를 모아 등사한 자료이다.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명나라로부터 받은 국새로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고, ‘시명지보施命之寶’ 등은 국내문서에 사용하였다.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대조선국주

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와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대군주보大君主寶’를 병용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등의 국새를 사용하였다.

舊韓國玉璽印譜

大韓民國總務處	編

騰寫本,	1949

1冊	;	24.0	x	15.0	cm	(古433-14)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대한국새, 황제지보, 칙명지보

국새 모음집

구한국옥새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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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0년1883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다.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 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밀무역의 금지, 특권에 대한 균등한 참여 등의 내용으로 조선에 불리한 점

이 많은 조약이다. 권말에 고종 19년1882 제작된 국새인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가 찍혀있다. 

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督辦主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高宗	21(1884)

1冊	:	四周單邊	半郭	21.2	x	14.5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無魚尾	;	34.0	x	20.8	cm	(古貴0234-2-16)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대조선국대군주보

독일과의 통상조약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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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3년1899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다. 청나라는 조선과 사대조공관계를 지속하

다가 고종 31년1894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여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 후 청나라

는 조선에 대하여 통상적인 외교, 무역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권말에 ‘대한국새大韓國璽’가 찍혀있다. ‘대한

국새’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게 광무 1년1897 새로이 제작한 국새이다.

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督辦主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光武	3(1899)

1冊	;	33.4	x	21.4	cm	(古貴0234-2-12)

대한국새大韓國璽

대한국새

청나라와의 통상조약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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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편찬한 중국 노魯나라의 역사서인 『춘추春秋』에 대해 송나라의 호안국胡安國이 주석한 호씨전을 진

철陳喆이 집해한 책이다. <춘추좌씨전>과 더불어 조선 유학자들에게 널리 성리학의 지침이 되었던 기본 

경전이다. 금속활자본이며 서적 반포와 국왕의 각종 하사품에 주로 사용하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있

다. ‘선사지기’는 인조 2년1624에 한차례 개주改鑄한 바 있는데 본서에 사용된 것은 세종 때 제작한 초기 어

보이다. 

春秋胡氏傳集解  

胡安國(宋)	傳,	陳哲(明)	集解,	林堯				(明)	音註	

金屬活字本(乙亥字),	明宗	8(1553)

30卷17冊	:	揷圖,	四周雙邊	半郭	23.0	x	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3.0	x	21.0	cm	(일산古1235-16)

선사지기宣賜之記

선사지기

반사용 서적에 사용하는 선사지기

춘추호씨전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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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1694-1776가 당쟁의 폐해를 일소하고 사화의 원흉을 처벌하기 위하여 영조 즉위1724년에 직접 지은 훈유

문訓諭文이다. 본서는 영조 17년1741 이의천李倚天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으로,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찍혀있다. 권

말에는 이 훈유를 완성한 뒤 올린 어제고묘문御製告廟文과 일반백성에게 반포한 교문敎文이 있다. ‘유서지보’

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사용한 어보로, 세종 때 제작한 소전小篆체와 연산군 1년1495에 제

작하여 고종 때까지 사용한 구첩전九疊篆 서체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본서에 사용된 어보는 후자이다.

御製大訓

英祖	撰	

木板本,	英祖	17(1741)

1冊	:	四周雙邊	半郭	26.5	x	17.4	cm,	5行10字,	內向3葉花紋魚尾	;	35.7	x	22.5	cm	(古朝31-471)

유서지보諭書之寶

유서지보

국왕의 명령문에 사용하는 유서지보

어제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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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주희朱熹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수록된 서간문書簡文 중 100편을 뽑아 간행한 책이다. 정조는 

이 책을 규장각 관리는 물론, 지방 각지의 유생에게 널리 보급하여 주자학을 습득하는 교재로 활용하도

록 하였다. 어제御製와 규장각 서책에 사용하는 정조의 어보인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있다. ‘규장奎章’은 본

래 어제御製나 어필御筆을 의미한다. 서적의 반사는 승정원에서 담당하였으나 정조 1년1777에 규장각이 설치

되면서 그 기능이 옮겨져 각신이 맡았다. 이에 따라 어보도 ‘선사지기’ 위주에서 ‘규장지보’ 중심으로 바뀌

었다. 18세기 이후의 내사본에는 주로 ‘규장지보’를 사용하였다.

朱書百選

朱熹	著,	正祖	定

金屬活字本(丁酉字),	漢城	:	奎章閣,	正祖	18(1794)

6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4.9	x	17.3	cm,	10行18字	注雙行,	上2葉花紋魚尾	;	34.0	x	21.5	cm	(일산古1252-48)

규장지보奎章之寶

규장지보

내사본, 규장각 서책에 사용하는 규장지보

주서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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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臨   文院講義 

金載瓚	奉敎纂

金屬活字本(丁酉字),	正祖	2(1778)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4.7	x	17.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34.1	x	22.1	cm	(일산古1215-1)

준철지보濬哲之寶

정조가 규장각의 이문원   文院에서 각신閣臣들과 함께 『근사록近思錄』을 강의한 내용을 편찬한 책이다. 이문

원은 규장각奎章閣에 부속된 건물로 각신들이 숙직을 하던 곳이었다. 규장각 신하들의 교지에 주로 사용

하는 ‘준철지보濬哲之寶’가 찍혀있다.

준철지보

각신 교지에 사용하는 준철지보

친림이문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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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나라 태조에서 세종까지 12대 역대 황제가 반포한 조령을 모아놓은 조령집詔令集이다. 중국본을 저

본으로 조선에서 다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황명조령은 21권10책이다. 

내사본을 반사할 때 사용하는 여러 어보 가운데 하나로 황제치적 숭배문서에 사용하는 ‘흠문지보欽文之寶’

가 찍혀있다. 보통 오른쪽 위의 변란 안쪽 구석에 맞추어 어보를 찍지만 이 자료의 경우는 황제를 나타

내는 ‘太祖高皇帝’의 글자를 피해 ‘帝’자의 아래에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皇明詔令

張溥	編	

金屬活字本(再鑄整理字),	光武	2(1898)

21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3.5	x	16.5m,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	32.5	x	20.6	cm	(古616-5)

흠문지보欽文之寶

흠문지보

황제 치적문에 사용하는 흠문지보

황명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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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빈 책봉 시 내린 어보

교명

책봉보 - 왕세자빈지인

고종 19년1882 순종의 비로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교명敎命이다. 왕비 책봉시

에는 교명과 책보冊寶：玉冊과 玉寶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에게는 교명과 책인冊印：竹冊과 玉印을 준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권말에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

之印’이 찍혀있다.

敎命 

高宗	撰	

筆寫本,	高宗	19(1882)

1冊	;	28.2	x	17.0	cm	(古朝31-443)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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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책봉시 내린 어보

영친왕태자책봉문

책봉보 - 황태자보

고종의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동생인 영친왕英親王, 1897-1970을 황태자에 책봉한 기록이다. 융희 1년1907 고종

의 양위에 따라 순종은 영친왕 은垠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권말에 ‘황태자보皇太子寶’가 찍혀있다. 책봉도

감冊封都監에서 임명한 금책문 제술관金冊文製述官, 서사관書寫官, 금보전문 서사관金寶篆文書寫官의 이름이 보인다.

英親王太子冊封文 

純宗	命撰

拓本,	[純宗	1(1907)]

1冊	;	28.1	x	14.0	cm	(古3649-66)

황태자보皇太子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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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ㆍ시호보 - 숙종어보

숙종 등의 존호, 휘호, 시호가 새겨진 어보

경인옥책문

고종 27년1890 숙종肅宗, 1661-1720과 인경왕후仁敬王后, 인현왕후仁顯王后,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존호尊號: 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

여 올리는 칭호를 올린 옥책을 탁본한 자료이다. 각 옥책문의 끝에는 어보가 찍혀있다. 고종은 왕위에 오른 뒤 

역대의 왕과 왕비들의 추숭追崇: 사후 존호를 올림 사업을 진행하였다. 숙종의 존호를 추상追上하는 의식을 거행하

고  ‘정중협극 신의대훈正中協極 神毅大勳’이라는 존호를 더하여 정식 시호는 ‘顯義光倫 睿聖英烈 裕謨永運 洪

仁峻德 配天合道 啓休篤慶 正中協極 神毅大勳 章文憲武 敬明元孝 大王’이 되었다. 그 밖에  인경왕후에

게는 ‘순의純懿’ 두 글자가 추상되어 ‘光烈宣穆 惠聖純懿 孝莊明顯 仁敬王后’가, 인현왕후는 ‘원화元化’ 두 글

자가 추상되어 ‘孝敬淑聖 莊純元化 懿烈貞穆 仁顯王后’가, 인원왕후는 ‘정운正運’의 존호가 추상되어 ‘惠順

慈敬 獻烈光宣 顯翼康聖 貞德壽昌 永福隆化 徽靖正運 定懿章穆 仁元王后’가 되었다.

숙종 어보

‘顯義光倫 睿聖英烈 裕謨永運 洪仁峻德 配天合道 啓休篤慶 正中協極 神毅大勳 章文憲武 敬明元孝 大王之寶’

庚寅玉冊文 

高宗	撰	

拓本,	[19세기말]

1冊	;	28.5	x	17.3	cm	(古3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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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烈宣穆 惠聖純懿 孝莊明顯 仁敬王后之寶’

인경왕후 어보

‘孝敬淑聖 莊純元化 懿烈貞穆 仁顯王后之寶’

인현왕후 어보

‘惠順慈敬	獻烈光宣	顯翼康聖	貞德壽昌	永福隆化	徽靖正運	定懿章穆	仁元王后之寶’

인원왕후 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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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의 존호, 시호가 새겨진 어보

옥책문

존호ㆍ시호보 - 사도세자 어보

사도세자에 존호尊號：개인의 덕을 칭송하여 올리는 칭호를 올린 옥책을 탁본한 자료로 권말에 어보가 찍혀있다. 옥책玉冊

은 국왕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판에 새겨 책 형태로 만든 것이다. 옥책을 만들면 탁본

을 하고, 탁본을 할 때에는 후미에 옥책문의 제술관과 서사관, 옥보의 전문篆文 서사관을 표시한 다음 어

보를 찍고 첩으로 만든다. 정조는 즉위직후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으로 올리면서 어보를 만들었다. 

시호에 존호를 더한 ‘思悼綏德 敦慶弘仁 景祉章倫 隆範基命 彰休贊元 憲誠啓祥 顯熙莊獻 世子印’이 찍

혀있다.

玉冊文 

哲宗	著

拓本

3冊	;	30.5	x	19.5	cm	(古朝52-6)

사도세자 어보

	‘思悼綏德	敦慶弘仁	景祉章倫	隆範基命	彰休贊元	憲誠啓祥	顯熙莊獻	世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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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존호가 새겨진 어보 

고종황제존-옥책문

존호ㆍ시호보 - 고종 어보

고종황제에 존호尊號：개인의 덕을 칭송하여 올리는 칭호를 올린 옥책을 탁본한 자료로 권말에 어보가 찍혀있다. 옥책문

은 국왕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을 말한다. 융희 1년1907 순종이 고

종에게 ‘수강壽康’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만들었다. 만수무강을 비는 ‘수강壽康’과 

황제를 높인 ‘태황제太皇帝’를 합친 말로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어보이다. 대부분 왕실 인장들은 밑받

침이 네모꼴을 띠고 있지만, 이 어보는 특이하게 팔각형을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

해 덕수궁에서 미국으로 반출된 어보 중 하나이지만, 2014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국내

로 반환되었다. 

高宗皇帝尊: 玉冊文 

純宗	撰

拓本

1冊	;	31.0	x	18.6	cm	(古3649-65)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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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와 세조비의 어보

어첩

존호ㆍ시호보 - 세조, 세조비 어보

세조 10년1464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자 상원사를 중창하면

서 지은 권선문勸善文과 이 소식을 듣고 세조가 물품을 하사

한다는 글이다. 국보로 지정된 자료를 영인한 것이다. ‘불제

자승천체도열문영무조선국왕 이유佛弟子承天體道烈文英武朝鮮國王 李  ’

라고 쓰고 수결한 위에 세조의 어보 ‘체천지보體天之寶’를 찍었

다. 그 다음 세조비 정희왕후의 존호를 붙여 ‘자성왕비 윤

씨慈聖王妃 尹氏’라 쓴 위에 어보 ‘자성 왕비지보慈聖 王妃之寶’를 찍었

다. 또한 ‘왕세자인王世子印’도 날인되어 있다. 

御牒 

筆寫影印本,	世祖	10(1464)

1帖	:	25.3	x	12.3	cm	;	30.1	x	838.7	cm	

(古2102-133)

체천지보體天之寶, 자성왕비지보慈聖王妃之寶, 왕세자인王世子印		(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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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목록		25종	58책	

No 서  명 편저자명 판종 발행년 책수 청구기호

1 江華府宮殿圖 [編著者未詳] 筆寫本 高宗 18(1881) 1첩 한貴古朝62-178

2 庚寅玉冊文 高宗 撰 拓本 [發行年不明] 1책 古3649-52

3 高宗皇帝尊: 玉冊文 純宗 撰 拓本 [發行年不明] 1책 古3649-65

4 敎命 高宗 撰 筆寫本 高宗 19(1882) 1책 古朝31-443

5 敎旨(제고지보)
金疇鉉 受取,
高宗 發給

筆寫 光武 6(1902) 1장 우촌古文2102.2-813

6 敎旨(대원수보)
韓相鳳 受取,
軍部大臣 發給 

筆寫 光武 9(1905) 1장 우촌古文2102.2-862

7 敎旨(시명)
吳凝 受取,
世祖 發給

筆寫 世祖 2(1466) 1장 우촌貴 2102.2-893

8 敎旨(과거지보)
權瑞東 受取,
英祖 發給 

筆寫 英祖 3(1727) 1장 우촌古文2102.2-924

9 敎旨(시명지보)
柳			 受取,
英祖 發給

筆寫 英祖 11(1735) 1장 우촌古文2102.2-941

10 敎旨(유서지보)
李成中 受取,
英祖 發給

筆寫 英祖 20(1744) 1장 古文古朝51-다202-1

11 舊韓國玉璽印譜 大韓民國總務處 編 騰寫本 1949 1책 古433-14

12 大典會通 趙斗淳 等編 木板本 高宗 2(1865) 5책 일산古6025-17

13 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督辦主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光武 3(1899) 1책 古貴0234-2-12

14 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高宗 21(1884) 1책 古貴0234-2-16

15 寶印符信總數 [編著者未詳] 影印本 1976 1책 古433-76

16 御製大訓 英祖 撰 木板本 英祖 17(1741) 1책 古朝31-471

17 御牒 [編著者未詳] 筆寫影印本 世祖 10(1464) 1첩 古2102-133

18 令書 
李成中 受給,
思悼世子 發給

筆寫 英祖 27(1751) 1장 古文貴古朝51-다202-4

19 英親王太子冊封文 純宗 命撰 拓本 [發行年不明] 1책 古3649-66 

20 玉冊文 哲宗 著 拓本 [發行年不明] 3책 古朝52-6

21 朱書百選 朱熹 著 丁酉字本 正祖 18(1794) 2책 일산古1252-48

22 奏任官誥 
姜進秀 受給,
純宗 發給

筆寫 純宗 1(1907) 1장 우촌古文2102.2-704

23 春秋胡氏傳集解 胡安國(宋) 傳 乙亥字本 明宗 8(1553) 17책 일산古1235-16

24 親臨   文院講義 金載瓚 奉敎纂 丁酉字本 正祖 2(1778) 2책 일산古1215-1

25 皇明詔令 張溥 編 再鑄整理字本 光武 2(1898) 10책 古616-5

*	자료에	대한	상세서지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nl.go.kr/nl/antique/list.jsp	메인화면＞행사소식＞도서관행사＞고문헌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