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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시대 공신교서는 국가의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운 공신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공신으로 녹훈

(錄勳)된 가문에서는 이 공신교서를 가보(家寶)로서 후대에 전승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란 등의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다시 교서를 발급해 준 사례

가 남아있다. 현전하는 공신교서 중에서 확인되는 재발급 교서는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구굉 정사공신교서, 

박정 정사공신교서 3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3점에 대한 문서양식과 장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발급 공신교서는 원본 공신교서와 동일한 양식, 곧 평출(平出)과 대두(擡頭)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원본 공신교서와는 달리 재발급된 시점에서 공신의 신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사공신교서의 경우는 원본 공신교서는 ‘定遠君 琈’가 재발급된 시점에는 인조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元宗大王諱’로 나타났다. 또 재발급 정사공신교서의 경우 ‘金自點, 金鍊, 沈器遠, 沈器成’과 같이 

역모에 의해 삭훈된 경우는 원본 문서대로 작성을 하고 먹으로 검게 삭거(削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자의 경우도 원본 공신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선서자가 작성하는 반면에, 재발급의 경우는 그 공신 가문의 

선서자가 문서를 필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신교서의 장황(粧䌙)은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조정의 경제적 상황, 배접장 등 실제 제작에 관여한 장인의 

기호와 기술 등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3점의 경우 모두 병자호란으로 그 원형이 

소실된 상황이었으므로, 재발급본과 최초 발급본의 장황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교서 제작 

과정에 대한 의궤의 기록, 최초 발급본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공신교서와 비교해 본 결과, 재발급본은 최초 

발급본에 비하여 장황의 형태나 비율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아(邊兒)의 폭은 2배 정도 넓어지고, 중앙좌

우회장(中央左右回粧) 역시 평균 2㎝이상 커진 형태이고, 하회장(下回粧)의 경우도 평균 10㎝ 넓어졌다. 상회장

(上回粧)과 하회장(下回粧)의 비율은 최초 발급본의 경우 상회장이 하회장에 비해 1.5배 정도 넓고, 재발급본의 

경우 거의 1:1의 비율을 갖추고 있었다. 상축(上軸)의 단면은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의 경우 현재의 반달형태가 

아닌 부등변삼각형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굉과 박정 정사공신교서 축(軸)은 단면의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작아진 형태일 것이다. 축수(軸首)는 크기에 큰 변화가 없고, 오색다회(五色多繪)는 최초 발급본이 

재발급본에 비해 그 폭이 훨씬 좁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발급본 3점은 제작시기가 같은 보사공신교서(保社功臣敎書)의 장황 형태를 고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한다. 현전하는 보사공신교서 중에 제작당시의 장황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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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은 5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28번이나 공신을 책록하

였다. 이것은 조선 태조 1년(1392) 8월 20일 조선을 세운 개

국공신(開國功臣)의 책록부터 마지막 공신인 영조 4년(1728)

의 분무공신(奮武功臣, 후에 揚武功臣으로 개칭)의 책록까지 

330년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있다. 공신 책록의 내용도 개

국(開國), 1·2차 왕자의 난, 정란(靖亂), 반란(叛亂), 역모(逆

謀), 반정(反正), 종계변무(宗系辨誣), 전란(戰亂) 등 실로 다

양하다. 따라서 이들 공신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연구하

고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됨을 알 수 있다. 일단 

공신에 책봉이 되면 국가에서는 정훈공신(正勳功臣)인 경우 

공신교서(功臣敎書), 공신화상(功臣畵像), 회맹록(會盟錄), 

사패문서(賜牌文書) 등을 수여한다. 이와는 달리 원종공신

(原從功臣)의 경우는 공신녹권(功臣錄券) 만을 수여한다. 따

라서 조선시대 공신들이 국가로부터 수여한 공신을 증빙하

는 자료들을 분석하면 조선시대 공신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

에 도달할 것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공신이 수여한 여러 증빙 자료들 중 공

신교서(功臣敎書), 그 중에서도 재발급(再發給) 공신교서의 

개조(改造)와 그에 따른 장황(粧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다. 현재 조선시대 공신교서에 대한 문서학적 연구로는 노인

환의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가 시사적이다. 이 논문은 당

시까지 알려진 63점의 공신교서를 대상으로 공신도감의 문

서 발급, 문서식, 현존 의궤 등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수행

하여 조선시대 공신교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01 박성

호는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에서 조선

초기 이제(李濟) 개국공신교서(開國功臣敎書)에 답인되어 

있는 보인(寶印)이 [高麗國王之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조선초기 공신교서의 이해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02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양식과 보

인을 시대적인 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술한 글도 있다.03 

한편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장황(粧䌙)에 대한 연구로는 

김나형의 「朝鮮時代 功臣敎書의 粧䌙 硏究」가 있다. 이 논

문은 당시까지 발굴된 조선시대 공신교서 74점을 토대로 모

두 4기로 나누어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장황 특징과 그 변천

을 탐구하여 향후 장황 형식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04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의 공신』이

라는 도록의 발간이다.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이

전 기념 특별전시회 <조선시대 공신전>을 계기로 발간된 이 

도록은 공신교서, 공신녹권, 공신화상, 회맹록, 의궤, 기타 공

신관련 자료와 함께 조선시대 공신의 명단과 숫자, 현전하는 

공신교서와 녹권 등을 정리하여 향후 공신에 대한 연구에 기

초를 마련하였다.05

이상의 조선시대 공신교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재발급 공신교서 3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3점의 재발급 공신교서는 곧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발급된 박동량(朴東亮) 호성공신교서(扈聖功

臣敎書)(2등)(1604. 10, 선조 37년에 발급)(1680. 8, 숙종 6년

에 재발급), 인조반정(1623)의 공으로 책록된 구굉(具宏) 정

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1등)(1625. 4, 인조 3년에 발급)

(1680. 8, 숙종 6년에 재발급)와 박정(朴炡) 정사공신교서(靖

社功臣敎書)(1681. 5. 21, 숙종 7년에 재발급)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 3점의 공신교서에 대한 석문(釋文)

을 하고 이어서 현재 남아있는 원본 공신교서와의 비교를 통

해 문서의 양식(樣式)에서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역시 현전하는 원본 공신교서와 재발급 공신교

서의 장황(粧䌙)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01 노인환, 2011,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古文書硏究』 39, 한국고문서학회, pp.1~34.

02  박성호, 2010,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pp.63~86.

03 심영환, 2012, 「조선시대 功臣敎書의 한 이해」 『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276~285.

04 김나형, 2012, 「朝鮮時代 功臣敎書의 粧䌙 硏究」,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0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조선의 功臣』,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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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점을 재발급한 이유는 병자호란(1636. 12~1637. 1)에 서

실(閪失)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가로부터 받은 

공신의 증빙 자료가 전란(戰亂)으로 인해 소실되고, 이를 재

발급 받는 형식으로 다시 공신의 지위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이들 3점의 재발급 공신교서를 검토하는 의의는 적지 않다

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재발급된 공신교서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일

반론으로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양식과 보인에 대하여 간단

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양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공신교서는 조

선초기 개국공신(1)06부터 좌명공신(3)까지는 공신의 명단

을 공신교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초기 3공신

인 개국(開國)(1)·정사(定社)(2)·좌명(佐命)(3)공신은 공

신교서와 함께 녹권(錄券)도 함께 지급하였는데, 공신의 명

단은 이 녹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난공신

(靖難功臣)(4)부터는 정훈공신에게는 공신교서만을, 원종공

신에게는 공신녹권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훈공신

의 명단은 자연히 공신교서에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조선초기 공신교서에는 기두어(起頭語)를 ‘敎+具

銜+姓名’으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이제(李濟) 개국공신

교서(開國功臣敎書)(1등)(1392, 태조 1)의 기두어는 ‘敎/純

忠佐命開國功臣·興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知書筵

事李濟’(/는 행 구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뒤 책봉한 호성(扈聖)(14)·선무(宣武)(15)·청난(淸難)(16)

공신부터는 ‘敎+具銜+姓名+書’와 같이 ‘書’자를 첨가하였다. 

이는 이후 조선의 마지막 공신인 분무공신교서(奮武功臣敎

書)(28)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보인(寶印)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국공신교

서(開國功臣敎書)(1)에는 고려에서 사용하던 [高麗國王之印]

을 답인하였고, 이후 정사공신교서(定社功臣敎書)(2)와 좌

명공신교서(佐命功臣敎書)(3)에는 [朝鮮王寶], 정난공신교서

(靖難功臣敎書)(4)와 좌익공신교서(佐翼功臣敎書)(5)에는 

[施命之寶], 적개공신교서(敵愾功臣敎書)(6)와 익대공신교서

(翊戴功臣敎書)(7)에는 [施命], 좌리공신교서(佐理功臣敎書)

(8)에는 [朝鮮國王之印], 정국공신교서(靖國功臣敎書)(9)부

터 [施命之寶]를 답인하여 이후 분무공신교서(奮武功臣敎書)

(28)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07

그러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박동량 호성공신교서(14)와 

구굉과 박정의 정사공신교서(21)의 양식은 ‘敎+具銜+姓名+

書’로, 보인은 모두 [施命之寶]가 답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재발급 공신교서를 논구할 때 지금 언

급한 공신교서의 일반적인 양식과 보인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기로 한다.

01    敎

02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資憲大夫·

03    錦溪君朴東亮書

04    王若曰 國運無常陂 方膺傾否之喜 邦典有不

05    廢 盍擧懋賞之規 玆率舊章 用〔頒新命 惟〕

06    卿潘南望族 海東名家 楊葉高才 早聞貫

07    笠 桂林上第 纔過弱冠 年齡雖妙 綽有老

08    成之風 官序猶卑 已負公輔之望 頃値播

09    越之際 克著修扞之勞 梁洋扈行 誰備內

10    相之職 盩厔失道 得辨中人之聲 不但膂

06 ( )의 숫자는 조선시대 28공신의 책록된 순서를 뜻함. 

07 이상의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양식(樣式)과 보인(寶印)에 대한 개괄은 심영환,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한 이해」, 앞의 책, pp.276~285 참조.

재발급 공신교서의 문서양식

1. 재발급 박동량(朴東亮)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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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力方强 獨賢王事 抑亦忠義奮發 誓雪國

12    羞 曁流涕龍灣之辰 値臣僚鳥散之會 左

13    右而酬衆務 敏手風生 夙夜以事一人 丹

14    誠日皦 周旋終始之旣久 險阻艱難之備 

15    嘗逮爵位之彌隆 小心匪懈 居寵祿而不

16    溢 謙德愈光 可謂藎臣 厥有成績 唐帝値

17    離宮之厄 先錄奉天之勤 楚子遭入郢之

18    災 亦賞雲中之烈 幸玆第功之下竟 可闕

19    褒忠之上儀 肆策卿爲扈聖功臣二等 圖

20    形垂後 超二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二階 

21    無子則甥姪女壻超一階 嫡長世襲 不失

22    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六人 奴婢九口 

23    丘史四名 田八十結 銀子七兩 表裏一段 

24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黃河如帶之

25    盟 旣稽舊典 白水投璧之誓 敢懷異心 益

26    堅弼諧之忠 共享升平之福 故玆敎示 想

27    宜知悉

28    一等

29    李恒福    鄭崐壽

30    二等

31    珝

32    元宗大王諱

33    李元翼    尹斗壽    沈友勝

34    李好閔    尹根壽    柳成龍

35    金應南    李山甫    柳  根

36    李忠元    洪  進      李(石+國)

37    柳永慶    李幼澄    朴東亮

38    沈  岱      朴崇元    鄭姬藩

39    李光庭    崔興源    沈忠謙

40    尹自新    韓  淵      耆

41    景溫        景儉      申  磼

42    安  滉      具  宬

43    三等

44    鄭  琢      李憲國    柳希霖

45    李有中    任發英    奇孝福

46    崔應淑    崔  賓      呂定邦

47    宋  康      高  曦      李應順

48    壽崐        姜  絪     金起文

49    崔彦俊    閔孝騫    許  浚

50    李延祿    金應壽    吳致雲

51    金  鳳      金良輔    安彦鳳

52    朴忠敬    林  祐      金應昌

53    鄭漢璣    朴春成    金禮禎

54    金秀源    申應瑞    辛大容

55    金璽信    趙龜壽    李公沂

56    梁子儉    白應範    崔潤榮

57    金俊榮    鄭大吉    金繼韓

58    朴夢周    李士恭    柳肇生

59    楊舜民    慶宗智    崔世俊

60    洪  澤      全  龍      李春國

61    吳  連      李希齡

62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63    敎書本軸 佚於丙子兵燹 今因保社功

64    臣頒軸時 依他舊功臣例 安寶追給

현존하는 재발급 공신교서로는 먼저 박동량(朴東亮

1569~1635)08의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선조 37년(1604) 6월 25일에 의주(義

州)로 호종한 공을 세운 호성공신(扈聖功臣), 왜군(倭軍)과

의 전투에 공을 세운 선무공신(宣武功臣), 이몽학(李夢鶴)의 

08 본관은 潘南, 子는 子龍, 號는 梧窓·寄齋·鳳洲, 諡號는 忠翼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扈聖功臣 2등에 책훈되었고 錦溪君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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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진압한 공을 세운 청난공신(淸難功臣)을 녹훈하였다. 

이 중에서 호성공신은 3등으로 나누어 무려 86인을 책봉하

였는데, 이 중에서 박동량은 2등공신으로 책록되었다.09 현

전하는 박동량 호성공신교서가 재발급된 문서라는 사실은 

(63)~(64)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敎書 본래의 軸은 병자호란 때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保

社功臣의 교서를 頒軸할 때 다른 舊功臣의 전례에 의해 安寶

하여 追給한다.10

곧 박동량이 본래 받은 호성공신교서는 병자호란 때 잃

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 5. 18 녹

훈)에게 공신교서를 반급할 때 다른 공신의 전례에 의해 안

보(安寶)하여 추급(追給)한다는 내용이다. 위의 석문(釋文)

에서 (63)~(64)행은 원본 공신교서에는 없는 후대의 추기(追

記)로 박동량 호성공신교서를 재발급해 주는 사유를 적은 

것이다. (05)행의 〔 〕에 있는 결락된 글자는 서울대학교 규장

각 소장 『호성선무청난공신의궤』(扈聖宣武淸難功臣儀軌)11

에 의하여 보자(補字)하였다. 

재발급 시기는 보사공신의 교서를 반축할 때라고 적고 

있다. 보사공신(保社功臣)은 남인(南人)을 축출하고 서인(西

人)이 정권을 잡은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 5, 숙종 6)을 주

도한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숙종 6년(1680) 5월 18일

에 공신을 녹훈하였고,12 동년 8월에 보사공신교서를 반축하

였다.13 그러므로 박동량 호성공신교서를 재발급한 시기도 

숙종 6년(1680) 8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성공신교서는 19점이 전한다.14 이 중에서 박동량

이 받은 공신교서를 제외하면 당시 발급된 공신교서는 18점

이 된다. 이들 원본 공신교서와 재발급 공신교서를 비교해 

보면 문서의 기두어(起頭語)에 나오는 ‘敎’자나 ‘王若曰’의 ‘王’

자 등은 평출(平出, 줄바꿈)을 하고 2자 대두(擡頭)로 되어 

있어 당시의 원본문서 양식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재발급 박동량 공신교서는 원본교서와 다른 점이 하

나 있다. 곧, (32)행의 ‘元宗大王諱’이다. 현존하는 18점의 원

본 호성공신교서를 보면 이 자리에는 모두 ‘定遠君 琈’라고 

적혀 있다. 정원군(定遠君) 부(琈)(1580~1619)는 인조(仁祖)

의 아버지이다. 선조 20년(1587)에 정원군이 되었고, 선조 

37년(1604)에 임진왜란 중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扈從)한 공

으로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인조반정을 계기로 

대원군(大院君)에 추존되었다가, 1627년(인조 5)에 원종(元

宗)으로 추존되었다. 따라서 숙종 6년(1680)에 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는 이전의 호성공신교서와는 달리 이름을 그대

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2자 대두로 ‘元宗大王諱’라고 쓴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래 박동량이 받은 공신교서와 

다르다. 공신교서를 재발급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조반정)에 따른 개서(改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현존하는 이충원(李忠元) 호성공신교서

(①)와 박동량(朴東亮) 재발급 호성공신교서(②)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표 1).

09 『宣祖實錄』 175卷, 37年(1604) 6月 25日(甲辰).

10 原文은 朴東亮 扈聖功臣敎書 釋文 (63)~(64)행 참조.

11 正勳功臣과 原從功臣의 녹훈 과정을 기록한 필사본으로 표제는 『功臣都鑑儀軌』이고, 각각 청구기호 ‘奎14923’, ‘奎14924’이다.

12 『肅宗實錄』 9卷, 6年(1680) 5月 18日(丙午).

13 『조선의 공신』, 앞의 책, pp.180~181.

14 이완우, 「조선시대 功臣敎書 목록」 『조선의 공신』, 앞의 책, pp.325~328.

【 표 1 】 재발급 공신교서의 양식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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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량 재발급 호성공신교서 배면의 첨지(籤紙)에는 ‘李

春英製/朴泰萬書’라고 적혀 있다. 곧, 박동량이 받은 호성공

신교서의 제진자는 이춘영(李春英 1563~1606)15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체소집』(體素集)에 「敎朴東亮書」

로 수록되어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16 곧 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는 원본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다. 

문제는 서사자(書寫者)이다. 재발급 문서이기 때문에 이 

필적은 재발급 당시에 다시 쓴 것이다. 그런데 서사자인 박

태만(朴泰萬 1642~1689)17은 박동량의 증손자가 된다. 곧 박

동량의 아들이 박미(朴瀰 1592~1645)18이고, 박미의 아들이 

박세교(朴世橋 1611~1663)19이고, 박세교의 여섯 아들 중 둘

째 아들이 바로 박태만이다. 따라서 박동량의 재발급 공신교

서는 일단 같은 문중의 선서자(善書者)가 작성한 것으로 보

인다. 이하 3장에서 살펴볼 공신교서의 재료나 장황은 결코 

사가(私家)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신

교서의 바탕이 되는 재료는 당시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마

련하고 제작하였지만, 공신교서에 쓰는 글씨는 재발급을 신

청한 가문에서 선서자를 골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뒤에 다룰 2점의 재발급 공신교서를 더 살펴보고 결론

을 매듭짓기로 한다.

01    敎

02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資憲大父·綾

03    城君具宏書

04    王若曰 天地交而泰來 方啓休否之運 將相和而

05    士附 迄成勘亂之功 乃睠熊虎之臣 合膺茅土

06    之賜 國有常典 予匪私恩 惟卿颯爽英姿 縱橫

07    戎略 桑蓬有志 豈事鉛槧之工 桃李成蹊 克遵

08    卑養之節 栖遲陛戟縣符之役 激昻袵金裹革

09    之心 頃當奸逆之滔天 而致倫紀之墜地 誰無

10    父母 忍見幽廢之憂 將有亂亡 莫任扶持之責 

11    幸賴介臣之齊憤 得覩會朝之淸明 卿惟肺腑

12    之親 首效爪牙之用 膂力方壯 不憚裏外周旋

13    之勞 訏謨大同 實賴上下協贊之效 指揮而陰

14    氛洗滌 扈衛而精神折衝 相從險艱 豈惟狐偃 

15    素著名譽 殆同野王 肆策勳爲靖

16    社功臣一等 圖形垂後 超三階 爵其父母妻子 亦超

17    三階 嫡長世襲 不失其祿 宥及永世 無子則甥

18    姪女壻超二階 仍賜伴倘十名 奴婢十三口 丘

19    史七名 田一百五十結 銀子五十兩 表裏一段 

20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魏其䟽封 以彰平吳之

21    績 雲臺並像 不廢佐漢之忠 申之以誓言 賁之

22    以物采 於戲 不易得者 功名之會 莫難處者 貴

23    戚之家 須知安能惟始佚能惟初 可免位不期

24    驕祿不期侈 指九天而爲正 期百世之不渝 故

25    玆敎示 想宜知悉

26    一等

27    金  瑬    李  貴

28    [金自點]  [沈器遠]

29    申景禛    李  曙

30    崔鳴吉    具  宏

31    沈命世

32    二等

33    金慶徵    申景禋

15 本貫은 完山, 字는 實之, 號는 體素이다. 成渾, 鄭澈의 門人. 許筠 등과 교유하였다.

16 『體素集』 下, 雜著, 敎朴東亮書.

17 字는 一卿, 號는 部南이다. 

18 ��본관은 潘南, 字는 仲淵이고, 號는 汾西이다. 1603년(선조 36) 선조의 딸 貞安翁主와 결혼하여 錦陽尉가 되었다. 李恒福에게 배웠으며, 張維·鄭弘溟 등과 사귀었다. 

     나중에 錦陽君으로 改封되었다. 글씨에도 능하였는데, 서체는 특히 吳興(조맹부체)을 따랐다.

19  본관은 潘南, 字는 與乘이다. 아버지는 錦陽尉 瀰이며, 어머니는 宣祖의 다섯째 딸 貞安翁主이다. 鄭弘溟의 문인이다.

2. 재발급 구굉(具宏) 
    정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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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李重老    李時白

35    李時昉    張  維

36    元斗杓    李  澥

37    申景裕    朴孝立

38    張  暾    具仁垕

39    張  紳    [沈器成]

40    三等

41    朴惟明    韓  嶠

42    宋英望    李  沆

43    崔來吉    申景植

44    具仁墍    趙  潝

45    李厚源    洪振道

46    元裕男    申  埈

47    盧守元    兪伯曾

48    朴  炡      洪瑞鳳

49    李義培    李起築

50    李元榮    宋時範

51    姜  得      洪孝孫

52    [金  鍊]    柳舜翼

53    韓汝復    洪振文

54    柳  䪷

55    天啓五年四月  日

56    因舊券閪失於丙子兵難 

        至崇禎紀元五十三年庚申八月日  特

57    命

현존하는 두 번째 재발급 공신문서로는 구굉(具宏) 정사

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를 들 수 있다. 정사공신(靖社功臣)

이란 광해군(光海君)의 폭정(暴政)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인

조반정(1623)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인

조 1년(1623) 윤10월 25일에 훈호(勳號)를 정하였다.20 현재 

남아있는 정사공신교서(6점)21는 모두 연월일이 인조 3년

(1625) 4월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괄(李适)의 

난(1624, 인조 2)으로 공신의 삭훈(削勳)과 추훈(追勳)이 있

었기 때문이다. 

위 문서는 구굉(具宏 1577~1642)22이 정사공신 1등으로 

받은 공신교서이다. 이 문서가 재발급 공신교서라는 사실은 

문서의 마지막에 있는 추기(追記)로서 확인할 수 있다.

 

舊券(功臣敎書)이 병자호란으로 閪失되었기 때문에 崇禎 紀

元 53年 경신년(1680, 숙종 6) 8월 일에 特命으로 발급해 준다.23

재발급 구굉 정사공신교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와 마찬가지로 병자호란 때 서실하였고, 이것

을 다시 보사공신교서를 반축한 숙종 6년(1680) 8월에 개조

(改造)해서 발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를 현전하는 

원본 교서인 이중로(李重老) 정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

(2등)24와 비교해보면 평출(平出)과 대두(擡頭), 그리고 공신

의 명단(名單) 작성(2행)까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당시 구굉 정사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는 아마도 당시까

지 유전하고 있는 다른 정사공신교서를 참고하여 서사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구굉 정사공신교서(재발급)와 이중로 정사공신교

서(원본)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 석문(釋文)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27)행의 ‘[金自點] [沈器遠]’, (38)행의 ‘ [沈

器成]’, (51)행의 ‘[金鍊] ’ 이다. 이 4인은 일단 성명을 작성한 

20 『仁祖實錄』 3卷, 1年(1623) 閏10月 25日(辛亥).

21 『조선의 공신』, 앞의 책, p.327. 

22  本官은 綾城, 字는 仁甫, 號는 群山이다. 左贊成 思孟의 아들이고, 仁獻王后(元宗妃)의 오빠이다. 金長生의 문인이다. 1623년 金瑬·李貴 등과 함께 仁祖反正에 공을 

세워 靖社功臣 1등으로 綾城府院君에 봉해졌다. 

23 재발급 具宏 靖社功臣敎書의 釋文 (55)~(56)행.

24 『조선의 공신』, 앞의 책,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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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방형(方形)으로 먹을 칠해서 이름을 보이지 않게 삭

거(削去)한 것이다(표 2).

재발급된 구굉 정사공신에서 위에 든 4인의 성명을 작성

하고 다시 삭거(削去)한 것은 이 문서를 재발급할 당시 이 

4인은 이미 역모(逆謀) 혐의로 삭훈(削勳)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정사공신 1등이었던 심기원(沈器遠 ?~1644)은 회은

군(懷恩君) 덕인(德仁)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다 인조 22

년(1644) 3월 21일에 복주(伏誅)되었고, 정사공신 2등이었

던 심기성(沈器成)도 같은 달 국문(鞫問) 중에 장살(杖殺)되

었다.25 김자점(金自點 1588~1651) 역시 정사공신 1등으로 

심기원의 역모사건 이후 정치적 입지를 굳혀 갔지만 효종

의 즉위 후에 북벌론(北伐論)이 대두되자 친청파(親淸派)로

서 역모를 꾀하다 효종 2년(1651) 12월 17일에 복주(伏誅)되

었고, 이때 김자점의 아들로 정사공신 3등에 녹훈되었던 김

간(金鍊)도 같이 제거되었다.26 따라서 숙종 6년(1680) 8월

에 공신교서를 개조(改造)할 즈음에는 위의 4인은 이미 역적

(逆賊)이 되어 공신 명단에서 삭훈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문

서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먹으로 검게 칠해서 삭

거(削去)한 것이다. 

숙종 6년(1680) 8월에 재발급한 구굉 정사공신교서는 배

면의 첨지(籤紙)에 ‘李植製/李縉長書’라고 적혀 있다. 곧 이 

공신교서의 제진자는 이식(李植 1584~1647)27이고, 서사자

는 이진장(李縉長)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식이 구굉

의 정사공신교서의 제진자라는 사실은 그의 문집인 『택당선

생집』(澤堂先生集)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8 

한편, 이진장(李縉長)은 능평군(綾平君) 구일(具鎰 

1620~1695)29의 사위이다. 구일의 조부가 바로 이 문서의 

주인공인 구굉(具宏)(정사공신 1등)이고, 아버지가 구인기

(具仁墍 1597~1676, 정사공신 3등)30이다.31 따라서 이진장 

역시 앞의 재발급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의 서사자와 마찬가

지로 능평 구씨와 관계가 있는 인물인 셈이다. 곧, 일문(一

門)의 선서자(善書者)가 재발급 공신교서를 작성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01    敎

02    奮忠贊謨靖

03    社功臣·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知

04    製敎·兼春秋館編修官朴炡書

05    王若曰 周家鍾鼎之銘 功烈盛矣 漢

06    代山河之誓 勳名爛焉 蓋藎臣必

07    效於危時 而淸士乃見於濁世 惟

08    爾淸氷吐潔 明玉含貞 發軔巍科 

09    早颺聲於朝著 投冠一疾 仍屛跡

25 『仁祖實錄』 45卷, 22年(1644) 3月 21日(己酉).

26 �『孝宗實錄』 7卷, 2年(1651) 12月 17日(庚申).

27 本貫은 德水, 子는 汝固, 號는 澤堂이다. 文章이 뛰어나 申欽·李延龜·張維와 함께 漢文四大家로 꼽혔고, 특히 杜甫의 詩에 뛰어났다고 한다.

28 『澤堂先生集』 卷7, 敎書, 敎靖社功臣綾城君具宏書.

29 本官은 綾城, 字는 重卿, 참찬 思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宏, 아버지는 판서 仁墍이다.

30 本官은 綾城, 字는 厚卿이다. 인조의 母后 인헌왕후의 조카이다. 1623년 仁祖反正에 공을 세워 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31 『西溪集』 卷14, 墓表, 漢城判尹具公墓表.

【 표 2 】 재발급 공신교서의 공신명단 삭거(削去)

金自點·沈器遠(1등) 沈器成(2등) 金鍊(3등)

3. 재발급 박정(朴炡) 
    정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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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於江干 爭標汝南之評 獨擅冀北

11    之價 頃當如燬之日 益嘉不渝之

12    風 悶

13    宗社之將亡 予非得已 因臣民之願

14    戴 竟不獲辭 義士雲興 踰不期之

15    八百 賢才景從 邁同德之三千 遂

16    有今日之休 詎無一士之略 況際

17    彙征之吉 兼恢懋賞之規 栢府薇

18    垣 行行御史 鑾臺玉堂 謇謇王臣 

19    扶萬世之彝倫 君君臣臣 父父子

20    子 回一時之公議 善善惡惡 是是

21    非非 振風采於鷺班 煥丹靑於麟

22    閣 歷考前代簡冊 罕見少時勳庸 

23    杖策攀鱗 多鄧禹司徒之五歲 登

24    壇歃血 少淮寧節度之一秊 肆策

25    勳爲靖

26    社功臣三等 圖形垂後 超一階 爵其

27    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

28    女壻加階 嫡長世襲 不失其祿 宥

29    及永世 仍賜伴倘四人 奴婢七口 

30    丘史二名 田六十結 銀二十兩 表

31    裏一段 內廐馬一疋 至可領也 於

32    戲 爾惟不言 予何敢忘 若心若膂 

33    須盡瘁而盡忠 至子至孫 庶毋替

34    而毋墜 故玆敎示 想宜知悉

35    一等

36    金  瑬      李  貴

37    [金自點]  [沈器遠]

38    申景禛    李  曙

39    崔鳴吉    具  宏

40    沈命世

41    二等

42    金慶徵    申景禋

43    李重老    李時白

44    李時昉    張  維

45    元斗杓    李  澥

46    申景裕    朴孝立

47    張  暾      具仁垕

48    張  紳      [沈器成]

49    〔三等〕

50    朴惟明       韓  嶠

51    〔宋英望〕   李  沆

52    崔來吉      申景植

53    具仁墍      趙  潝

54    李厚源      洪振道

55    元裕男      申  埈

56    盧守元      兪伯曾

57    朴  炡        洪瑞鳳

58    李義培      李起築

59    李元榮      宋時範

60    姜  得        洪孝孫

61    [金  鍊]      柳舜翼

62    韓汝復      洪振文

63    柳  䪷

64    天啓五年四月 日

65    舊軸失於丙子兵難 今

66    七年辛酉五月二十一日 因

67    傳敎改造

마지막으로 박정(朴炡 1596~1632)32의 정사공신교서(靖

社功臣敎書)(3등)의 재발급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2  本貫은 潘南, 子는 大觀, 號는 霞石으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靖社功臣 3등으로 녹훈되었고, 錦州君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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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軸(정사공신교서)을 병자호란 때 잃어버려 이번 신유년

(1681, 숙종 7) 5월 21일에 傳敎로 改造해 준다.33 

박정의 재발급 공신교서 역시 구굉과 동일하게 정사공신

교서(靖社功臣敎書)를 숙종 때 재발급해 준 것이다. 단 연도

가 구굉의 공신교서와는 달리 한 해가 늦을 뿐이다. 따라서 

구굉의 정사공신교서와 동일하게 (37)행의 ‘ [金自點] [沈器

遠]’, (47)행의 ‘ [沈器成]’, (60)행의 ‘ [金鍊]’은 역모로 인하여 일

단 작성하였다가 삭거(削去)하였다.

재발급된 박정 정사공신교서의 배면(背面) 첨지(籤紙)

에는 ‘李明漢製/朴泰維書’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 교서

의 제진자는 이명한(李明漢 1595~1645)34이고, 이 사실은 

교서의 본문이 이명한의 문집에 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35 재발급된 박정의 공신교서 서사자는 박태유(朴泰

維 1648~1696)36이다. 박태유의 조부가 바로 박정(朴炡)

이고, 아버지는 박정의 4남인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이다. 곧, 박태유는 조부의 공신문서를 서사한 

것으로 이 역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발급 공신교서의 경

우 그 가문의 선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발급 공신교서 3점의 제진자와 서사

사의 첨지(籤紙)는 다음과 같다(표 3).

재발급 공신교서 3점은 모두 보사공신교서(保社功臣敎

書) 발급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교서의 본문비단 주변을 변

아(邊兒), 중앙좌우회장(中央左右回粧), 상하회장(上下回

粧), 후배초면(後褙初面)(軸綃衣)의 비단으로 꾸며주고, 뒷

면의 초입부에 표제(標題)와 제목(題目)을 붙였다. 또 교서

의 좌우 맨 가장자리에 상축(上軸), 하축(下軸)을 달고, 상축

의 중간에 오색다회(五色多繪)의 끈과, 그 끝의 끝에 교서를 

둥글게 말았을 때 마감고리 역할을 하는 잠(箴)첨(籤)을 붙

인 전형적인 공신교서의 장황 형태를 갖추고 있다.37

세 점의 공신교서 장황의 변아(邊兒), 중앙좌우회장(中央

左右回粧), 상하회장(上下回粧) 등에 대한 세부 크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재발급본의 장황부분

인 변아, 중앙좌우회장, 상하회장의 세부의 크기 비율은 거

의 1:1로, 교서전체를 펼치면 좌우의 장황비단이 대칭을 이

루는 형태이다. 상축(上軸)의 단면은 반달 형태이고, 오색다

회(五色多繪)와 잠(箴)은 떨어져 없어진 상태인데,38 상축의 

중간부분에 오색다회가 붙어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 크

기를 보아 약 3.8㎝정도의 비교적 넓은 폭의 끈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후배초면(後褙初面) 비단의 폭은 31.5cm, 표제

는 23.9×3.7㎝, 첨지(籤紙)는 8.8×11.8㎝이다. 

구굉 정사공신교서와 박정 정사공신교서의 장황의 세부

크기를 살펴보면 중앙좌우회장은 8~8.8㎝ 사이의 크기로, 상

하회장은 31.2~35.3㎝ 사이의 크기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크기를 하고 있다. 

장황부재를 살펴보면, 상축의 단면 역시 반달형이며, 크

33 재발급 朴炡 靖社功臣敎書 釋文 (64)~(66)행.

34 本貫은 延安, 字는 天章, 號는 白洲이다. 月沙 李廷龜의 아들이다. 詩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집 『白洲集』이 전한다.

35 『白洲集』 卷13, 應製錄 下, 敎舍人朴炡靖社功臣書.

36 本貫은 潘南, 字는 士安, 호는 白石이다. 東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조참판 炡이고, 아버지는 世堂이다. 글씨는 顔眞卿體를 잘 썼다고 전한다.

37 공신교서의 장황형태와 세부 명칭에 관해서는 김나형, 앞의 논문, p.8와 이진희, 2013, 「조선시대 개조본 공신교서의 장황 연구」 『장서각』 29집, p.219~220 참조.

38  이진희, 2004, 「朝鮮時代 書畵 粧潢 硏究 - 屛風, 簇子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p.126. 上軸은 단면의 형태는 원형을 반으로 가른 반달형, 반달형에서 약 1/3 

정도를 더 가른 부등변삼각형 형태가 있다. 부등변삼각형의 형태는 보통 족자 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족자를 걸기위해 環을 축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부등변삼각형

의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서와 같이 五色多繪의 끈을 다는데는 어떠한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표 3 】 재발급 공신교서의 제진자와 서사자

朴東亮 扈聖功臣敎書 具宏 靖社功臣敎書 朴炡 靖社功臣敎書

재발급 공신교서의 장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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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거의 동일하다. 축수는 크기는 거의 같지만 박정 정사

공신교서의 축수 몸통에 2줄의 선각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축수의 선각은 앞서 살펴본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오색다회는 두 교서 모두 끝이 잘려나가 없

어진 상태이지만, 붙어있던 부분의 흔적과, 박정 정사공신교

서 상축 안쪽에 남아 있는 오색다회 조각을 통해 그 폭이 약 

3.5㎝정도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배초면은 박정 정

사공신교서가 40㎝, 첨지는 15×9.3㎝, 표제는 24×3.6㎝이다. 

이를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의 것과 비교하면 표제는 거의 동

일한 크기이며, 후배초면과 첨지는 각각  8.5㎝, 3×0.5㎝씩 

박정 정사공신교서가 크다(표 4). 

이러한 재발급본의 장황형태는 현존하는 정사공신교서 

및 호성공신교서의 장황형태와는 세부적인 크기, 부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39 오히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보사

공신교서에 더 가까운 형태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까지 

제작당시의 장황형태를 갖춘 보사공신교서가 확인되지 않

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사공신교서의 장황과 관련해서는 『보사녹훈도감의궤』

(保社錄勳都監儀軌)의 기록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바탕견으로는 길이가 4척 6촌 폭이 8촌인 생초를 사용

하였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211.6㎝에 폭이 

36.8cm로,40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회장과 하회장

은 길이가 각각 35.3㎝, 33.2㎝이고 폭은 모두 40㎝이다. 의궤

의 기록에서는 상하회장에 사용된 비단의 크기가 합쳐진 것

이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가 2척 2촌에 직조된 비단의 폭을 

재단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이를 환산하면 101.2㎝가 된다. 

다회영자의 제작에는 홍진사가 2량, 백진사, 황진사, 남진사, 

초록진사가 각각 1량씩 사용되었으며, 전체 크기는 길이가 3尺 

폭이 1寸으로 환산해보면 길이가 129㎝, 폭이 4.6㎝가 된다.41 

이러한 의궤의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복원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보사녹훈도감의궤』의 관련기록을 토대로 앞서 

조사한 재발급 공신교서 3건의 장황 세부크기 및 비율, 사용

된 부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사공신교서의 장황을 복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9 이진희, 앞의 논문, pp.198~204.

40  직물의 경우 布帛尺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포백척을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척은 약 46cm정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1  이진희, 앞의 논문, p.213, 표5 참조.

【 표 4 】 재발급 공신교서 3점의 장황 각 부분 크기

具宏 靖社功臣敎書 (1680년)의 粧䌙 각 부분 크기

朴東亮 扈聖功臣敎書(1681년)의 粧䌙 각 부분 크기

朴炡 靖社功臣敎書 (1681년)의 粧䌙 각 부분 크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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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공신교서 중에서 재발급된 공신교서 

3점을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재발급 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받은 박동량(朴東亮) 호

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인조반정(1623)의 공으로 책록

된 구굉(具宏) 정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1등)와 박정(朴

炡) 정사공신교서(靖社功臣敎書)(3등)이다. 조선시대의 공

신교서의 양식(樣式)은 개국공신교부터 ‘敎+具銜+姓名’으로 

작성하다가 선조 때 호성·선무·청난공신부터 ‘敎+具銜+

姓名+書’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보인(寶印)은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정국공신(靖國功臣)부터는 [施命之寶]를 답인하기 시작

하여 이후 조선의 마지막 공신인 분무공신(奮武功臣)의 공신

교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3점의 공신교

서는 모두 ‘敎+具銜+姓名+書’의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施命

之寶]를 답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양식과 보인을 제외하고 3점의 재발급 

공신교서에 나타나는 양식상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재발급 공신교서는 기본적으로는 원본 공신교서와 

동일한 양식, 곧 평출(平出)과 대두(擡頭) 등을 준수하여 작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원본 공신교서와는 달리 재발

급 된 시점에서 공신의 신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사공신교서의 경우는 원본 공신교

서에 있는 ‘定遠君 琈’가 재발급된 시점에는 인조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元宗大王諱’로 나타났다. 또 재발급 정사공신

교서(靖社功臣敎書)의 경우 ‘金自點, 金鍊, 沈器遠, 沈器成’과 

같이 역모에 의해 삭훈(削勳)된 경우는 원본 문서대로 작성

을 하고 먹으로 검게 삭거(削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서사자(書寫者)의 경우도 원본 공신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선서자(善書者)가 작성하는 반면에, 재발급 공신교서

의 경우는 그 공신 가문의 선서자가 문서를 필서한다는 새로

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발급본 3점의 장황은 최초 발급본보다는 동시기 제작

된 보사공신교서의 장황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며, 보사공신

교서 중에 제작당시의 장황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

은 현상황에서 1680~1681년에 녹훈된 보사공신교서의 장황 

형태와 재료를 역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면에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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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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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oseon dynasty, Gongsin-Gyoseo(Royal Edicts rewarding meritorious vassals) was issued for the 

reward of the contribution to the specific event of the nation. The family decided as vassals succeeded 

this Gongsin-Gyoseo as the family treasure to later generations.

When one happened to lose this caused by an unavoidable situation such as war in this process, 

there were a few cases of reissuing of Gongsin-gyoseo by the nation.

The confirmative reissued Gongsin-gyoseo among Gongsin-gyoseo that descended down by now 

are three pieces which is Park dongnyang Hoseong Gongsin-Gyoseo, Gu goeng Jeongsa Gongsin-

Gyoseo, and Park jung Jeongsa Gongsin-Gyoseo.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form and mounting 

about these three pieces. 

It was indicated that the reissued Gongsin-Gyoseo was produced following the same form with the 

original Gongsin-Gyoseo, that is pyeongchul(moving to next lines) and daedu (writing one or two 

letters ahead compared to the first letter) and so on. But, it was indicated that the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vassals in the reissued time was reflected compared to position of the original Gongsin-Gyoseo.  

In case of Jeonsa Gongsin-Gyoseo, it was indicated that it was ‘Wonjongdaewang-whi’ since the 

original Gongsin-Gyoseo was ‘Jeongwongun-bu’ and the reissued time he became the father of King 

Injo.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deprivation because of conspiracy such as ‘Kim jajeom, 

Kim ryeon, Sim kiwon, Sim kisung’ was produced as the original document and deleted with black ink 

stick. It was newly confirmed while the original Gongsin-Gyoseo was produced by a designated writer 

from the nation, the reissuance was written by a writer from the family of the vassals.   

Since the mounting of Gongsin-Gyoseo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favor and technique 

of the craftsman participated in the practical production such as Baezeopjang and economical 

situation of the country supplying the material, the mounting of these three Gongsin-Gyoseo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ounting, especially because of the loss of the original by the Manchu 

war of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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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result of Gongsin-Gyoseo produced in the same period with the original issued 

one in the record of the related Uigwe (a collection of docu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reissued one seems to be larger in the form or ratio of the mounting compared to the first issued 

one.

First of all, the width of Byunah was expanded as twice bigger, center and both side Hoejang also 

was bigger as over 2cm, and the below Hoejang was expanded as 10cm, and the ratio of the upper 

Hoejang and the below Hoejang was wider as 1.5 times and the reissuance was 1:1 ratio. The bisect 

of upper shaft in Park dongnyang Hoseong Gongsin-Gyoseo is assumed as the form of an equilateral 

triangle, not a half-moon shape of the present, and Gu goeng and Park jung Jeongsa Gongsin-

Gyoseo will be the form whose bisection form is same but the size is smaller. Chuksu is confirmed 

that the size is not changed significantly. Osaekdahoe can be assumed that the width was smaller 

compared to the first issued one.

The 3 pieces of the reissued versions provide the clue of the verification for the form of the 

mounting of Bosa Gongsin-Gyoseo in the same production period. In the situation that the mounting 

of the production time was not confirmed among the currently descended Bosa Gongsin-Gyoseo, 

they can be very import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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