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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 중요문화재가 환수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인장 9점을 한국 측에 정식 반환한 것이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문화재로 그 후손이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불법 반출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유물들이다. 환수한 유물은 대한제국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 어보인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비롯해, 조선시대 국새인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등 

2점과, 왕실 소장 사인(私印)인 <쌍리(雙螭)>,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화(春華)>, <향천심정서화

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등 5점으로 총 9점이다. 이 글에서는 환수한 인장문화재의 이해를 위해 우선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이동경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및 왕실 사인 연구의 중요자료인 『보소당인존(寶蘇

堂印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환수한 개별 인장들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인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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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해외 소재 중요 인장문화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 국내

에 반환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잃어버렸던 고종황

제의 국새를 되찾았다는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에 발표되었

다. 한 재미교포가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서 인수하였다는 보도였다. 고종의 비밀 국새인 <황제어새

(皇帝御璽)>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유리원

판필름에 실물의 사진과 당시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던 국새 유물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다.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대한제국기까지 우리 국새의 실물이 빈약한 시점에서 이 유

물의 출현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

다. 이 비밀 국새는 감정과정에서 진위에 대한 견해가 엇갈

리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진품으로 매듭지어져 현

재 보물 1618호로 지정되었다.01 한편 이 국새의 반환은 해

외에 불법 반출된 우리 인장문화재에 대한 시선이 일본에 집

중된데 반해 미국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

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 25일,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

미정상회담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인장 9점

을 한국 측에 정식 반환하였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

전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문화

재로 그 후손이 보관해오다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됐으며 불법반출

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유물들이다. 

환수한 유물은 대한제국의 국새 1점, 어보 1점을 비롯해, 조

선시대의 국새 2점과 왕실에서 소장한 사인(私印) 5점으로 

총 9점이다. 

환수한 대한제국의 국새는 <황제지보(皇帝之寶)>로, 대

한제국에서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까

지 대한제국의 국새는 3과만이 국내에 전해져 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해 1과가 추가된 셈이다. 어보는 <수강태황제

보(壽康太皇帝寶)>로, 1907년 순종황제가 태황제인 고종에

게 ‘수강(壽康)’이란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이다. 이 

어보는 대한제국기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어보로서는 유일하게 8각으로 제작

하고 각 면에는 주역의 8괘를 새긴 독특한 유물로서도 가

치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국새 2점은 <유서지보(諭書之寶)>와 <

준명지보(濬明之寶)>로, 각각 국왕의 유서(諭書)와, 시강원

의 교지 및 교서에 국왕의 명으로 찍은 국새이다. 이들 국새

의 발견과 환수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보아 넘긴 조

선시대 국새유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왕실 소장 사인 5점은 각각 <쌍리(雙

螭)>,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화(春華)>,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이다. 이들 인장

은 모두 헌종(憲宗) 때에 왕실 주관으로 제작한 인보인 『보

소당인존(寶蘇堂印存)』에 수록되어 있어 조선왕실로부터 

전해진 유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의 재질과 손잡이에 

새겨진 조각 등이 매우 뛰어나 왕실 사인의 품격을 보여주

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이 글에서는 환수한 인장문화재의 

이해를 위해 우선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이동경로를 검

토하고,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및 왕실 사인 연구의 중요자

료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

다. 또한 환수한 개별 인장들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

를 검토하고 인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01 성인근, 2010, 『고종 황제 비밀 국새』, 소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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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새와 어보

1. 대한제국 국새의 이동경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02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

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흠문

지새(欽文之璽)>, <대원수보(大元帥寶)>로 총 10과이다. 대

한제국에서 제작한 국새의 전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03

 

중국의 사서(史書)에는 승국보(勝國寶)라는 용어가 간혹 

보인다. ‘승국(勝國)’이란 멸망한 나라, 즉 망국(亡國)으로 현

재의 국가를 승리로 이끌어 준 나라라는 반어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승국보’는 패망한 나라의 국새와 어보를 

지칭한다. 금나라의 경우 황제가 주관하는 큰 제사에서 자

국의 국새와 함께 패망국의 승국보를 궁궐의 뜰에 진설하였

다.04 전쟁에서 이겨 영토를 넓혔다는 자긍심과 승전국으로

서의 도취감을 드러낸 선례라 하겠다.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일제는 한일합방을 강제 체결하고 약 6개월 후인 1911년 

3월 3일 대한제국의 국새 가운데 상당수를 약탈하였다. 『순

종실록』에 의하면 이왕직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

三保松)가 ‘옛 국새(國璽)와 보새(寶璽)를 총독부에 인계했

다’는 기록이 있다.05 구체적인 내역을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황제지보(皇帝之寶)> 1과,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 

<제고지보(制誥之寶)> 1과, <칙명지보(勅命之寶)> 1과, <칙령

지보(勅令之寶)> 1과로 적었다. 마지막의 ‘칙령지보(勅令之

寶)’는 대한제국의 국새에 없는 것으로 두 과의 <칙명지보>를 

오기(誤記)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선총독부에서 인계

한 대한제국의 국새는 천황의 진상품으로 바쳐져 일본 궁내

청으로 들어가는 모욕을 겪었다. 빼앗긴 주권과 함께한 국새

의 숙명이었다. 

8.15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은 궁내청에 소

장된 대한제국 국새를 모두 인수하여 한국에 정식으로 인계

하였다. 이때 반환된 국새는 <대한국새>, <황제지보>, <제고

지보>, <칙명지보>(2과), <대원수보>로 당일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 있다.06 순종실록에 기록된 목록과 일치하므로 한일합방 

이후 일본이 가져간 국새가 모두 국내로 되돌아온 셈이다. 

8·15 광복과 더불어 1945년 9월 11일 군정장관(軍政長

官)에 소장 A.V.아널드가 임명됨으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었

다가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첫 단계로서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임명되고, 1947년 6월 3일 

02  필자는 ‘국새’를 국가의 공식 문서에 찍는 행정용 인장으로 보고, ‘어보’는 왕실 사람들의 위호를 새긴-의례물의 성격을 띤-인장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국새의 경우 크게 

외교용과 내치용으로 나뉘는데, 외교용은 명나라·청나라와의 외교 전례에 의해 인수하여 주로 외교문서에 찍은 인장이며, 내치용은 국내의 여러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왕의 결제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인장으로 구분하였다. 성인근, 2013, 『한국인장사』, 다운샘, pp.36~39.

03  1. 각 국새의 형태사항은 『寶印符信總數』(장서각, 3-566)를, 사용처는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서 정리한 『李朝璽寶印押符信の制』(장서각, 3-575)를 참조하였다. 현재 장

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된 『寶印符信總數』는 고종대까지 사용되었거나 만들어진 왕실의 寶印 73顆, 符信 52種의 圖面과 설명을 모아놓은 책으로 1994년 서울대학교 규

장각에서 영인·발간하였다. 

    2.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기에 제작되었으나, 황태자문서에 찍는 〈施命之寶〉와 〈元帥之寶〉는 대한제국 국새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04  『金史』 卷31, 禮志4. “凡天子大祀 則陳八寶及勝國寶于庭.”

05  『순종실록』, 1911년 3월 3일.

06  조선일보, 1946. 8. 15.

【 표 1 】 대한제국 국새 일람

보명 뉴식 재질
크기

(㎝)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龍鈕 天銀鍍金 10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龍鈕 天銀鍍金 10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龍鈕 天銀鍍金 12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龍鈕 玉 9.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龜鈕 玉 12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龍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龍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龍鈕 天銀鍍金 9.7 小篆 1897. 9. 20
加資陞六勅旨, 

詔勅

9 欽文之璽 龍鈕 天銀鍍金 10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龍鈕 天銀鍍金 8.6 小篆 1899. 6. 22 軍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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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편하였다. 기구개

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이 되었으며 한

국인이 그 후임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5·10(오십

선거) 결과 이승만(李承晩)이 19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

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

는 그 행정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당시 과도정부로부

터 대한민국 총무처에 이전된 정부의 물품목록에는 당시 인

수한 대한제국 국새의 목록이 상세하다.07 이 목록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국새와 관인은 <황제지보>, <대한국새>, <대원수

보>, <제고지보>, <내각총리대신장>, <칙명지보>, <내각지인>

이다. 1946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목록에 <내각총리대신장>

과 <내각지인>이 추가되었다.

이후 총무처에서는 1949년 2월 3일부터 10일간, 되찾은 

국새를 대한제국 조약문서들과 함께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하였다. 이때 공개한 국새와 관인은 <대한국새>, <황제

지보>,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내각지인>, <내

각총리대신장>이다.08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의 국새는 

일본에서 돌아온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전시회가 끝난 뒤 총무처에서 관리하던 시기에 

6·25 전란을 겪었고, 전쟁의 와중에 국새를 모두 유실하였

다. 이번에 환수한 <황제지보> 또한 전란 당시 잃어버렸던 

국새 가운데 한 과이다. 전란 이후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국새 분실사건을 다루면서 ‘흔히 우리 국민 중의 몰지각한 분

자들은 외국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고귀한 물건을 선사하

는 버릇이 있는 것 같으며, 국보이건 무엇이건 가리지 않는 

악질적인 경우가 간혹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국새의 해외 

유출에 대한 개연성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몰지각함을 꼬집

기도 했다.09 그 뒤 1954년 6월, 잃어버렸던 <대원수보>, <제

고지보>, <칙명지보> 등 3과는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하였

다고 한다.10 1911년 일제의 약탈로부터 시작된 대한제국 국

새의 유실상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제국의 국새는 이번

에 환수한 <황제지보>를 포함해 <칙명지보>, <제고지보>, <대

원수보> 등 4과가 현존한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발견된다. 흔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대한제

국의 국새를 모조리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은 총 

10과 가운데 6과만을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종실

록』에 실린 목록에 근거하므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록을 신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내에 남겨진 국새는 <황제지

새>, <황제지보>2과, <흠문지새>이다. 이 네 과의 국새는 대

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자취를 감춰 현재까지 오리무

중이다. 언제 어떻게 유실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1946년 조선일보의 기사, 48년 과도정부사무인계서의 목록, 

49년의 특별전시 등의 경로를 거치는 동안 그 누구도 일본으

로부터 되돌아온 국새의 수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

07  「과도정부사무인계서(총무과)」 문서번호 77-(1),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소장.

08  동아일보, 1949. 1. 25 기사.

09  동아일보, 1965. 3. 25 사설.

10  동아일보, 1965. 3. 20 기사.

【 표 2 】 대한제국 국새의 이동과 유실상황

寶名

1911년

순종실록의 

기사

1946년 

조선일보

기사

1948년

과도정부사

무인계서

1949년

특별전시 

도록

현재 

유실여부

(소장기관)

1 大韓國璽 ◯ ◯ ◯ ◯ 유실

2 皇帝之璽 유실

3 皇帝之寶 유실

4 皇帝之寶 ◯ ◯ ◯ ◯
(국립고궁

박물관)

5 皇帝之寶 유실

6 制誥之寶 ◯ ◯ ◯ ◯
(국립전주

박물관)

7 勅命之寶 ◯ ◯ ◯ ◯ 유실

8 勅命之寶 ◯ ◯ ◯ ◯
(국립중앙

박물관)

9 欽文之璽 유실

10 大元帥寶 ◯ ◯ ◯ ◯
(국립전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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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을 보면 당시인들은 『순종실록』의 목록을 그대로 인정

한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한일강제병합 이후 종적을 감춘 

국새 4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유실하여 현재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국새 2과의 행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황제지보(皇帝之寶)>

<황제지보>는 대한제국에서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적 

격변기에 한민족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고 수립하였다. 비록 

제국주의가 만연한 시기에 여러 약소국들처럼 국권을 잃었

지만,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적 화이체제(華夷體制)에서 오늘

날의 세계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엄존한 국가이다. 

1897년 8월 고종(高宗)은 전년도에 일본의 위압에 의해 정

해졌던 건양(建陽)이란 연호를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10월 초

에는 원구단이 완공되어 마침내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고

종은 국명을 ‘대조선국(大朝鮮國)’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으로 바꾸어 황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505년간 지

속된 조선왕조는 종언을 고하였고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이 국새는 대한제국의 여러 국새 가운데 6.25전란 당시에 

잃어버렸던 유물이며, 대한제국에서 제작한 세 과의 <황제

지보> 가운데 하나로 <표 1>의 4번에 해당한다. 

3과의 황제지보는 손잡이의 형태나 재질, 크기를 각각 달

리 제작하였지만 용도는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할 때 내려

주는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국한하였다. 재질과 뉴식은 

옥제(玉製) 용뉴(龍鈕)이며, 인면의 넓이는 9.4 × 9.4㎝, 서체

는 소전(小篆)이다. 

대한제국 선포의 의식절차와 각종 의물(儀物)이 상세한 

『대례의궤(大禮儀軌)』에는 이 국새의 재질과 형태사항이 상

세하다.11 우선 재질은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한다고 기재하

였다. 남양은 본래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남양면(南陽面) 지

역에 있던 부(府) 이름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을 흔히 남

양옥으로 불렀다. 특히 남양옥은 국새, 어보는 물론 옥책(玉

冊), 편경(編磬), 규(圭), 옥대(玉帶) 등 왕실에서 제작한 각종 

의물과 장신구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

면 세종 때의 식의(食醫)이였던 서하(徐賀) 등이 남양부에서 

발견하여 왕실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그 청아하고 은은한 

음색에 매료된 세종은 박연(朴堧)을 시켜 그 전까지 중국의 

옥으로 만들었던 편경을 남양옥으로 교체했다고 한다.12 영조 

때의 기록에서도, 옥의 품격에 대해 말해보라는 왕명에 ‘세종

조 이래 남양옥이 제일’이라는 신하의 대답이 보인다.13 이후 

대한제국기까지도 남양옥은 왕실의 의물에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이 국새에 새겨진 서체가 주목된다. 조선시대 국새

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이다. 구첩전은 첩

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인장을 새기는 전서의 하나로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인

면을 가득 메우는 서체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제작한 국새 10과 중 8과가 소전(小篆)으로 바뀐 현상을 볼 

수 있다. 소전은 전서의 일종으로 발생국의 명칭을 따 진전

(秦篆)이라고도 하며 대전(大篆)과는 상대개념이다. 진시황

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李斯)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

【 사진 1 】 <황제지보>의 실물

11  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역, 2013, 『국역 대례의궤』, 민속원.

12  『세종실록』 37권, 9년 7월 27일. 

13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4월 14일.



197·Seong In-keun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다고 전한다.14 소전은 이전의 문자에 비해 균일(均一)하며 

좌우 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대

하는 듯하다.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와 시황제의 

자긍심이 담긴 서체로 인식된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

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서체를 대

한제국의 국새에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원의 여러 

국가에서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 또한 소전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구첩전에서 탈

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례의궤』에 의하면 대한제국 선포 당시 제작하였던 각

종 국새와 어보의 전서자(篆書者)가 기재되어 있다. 즉 보문

(寶文)을 누가 썼는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보문은 크게 황제

(皇帝), 명헌태후(明憲太后), 황후(皇后), 황태자(皇太子), 황

태자비(皇太子妃)로 나누었는데 모두 민병석(閔丙奭)이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황제의 보(寶)는 위에서 제시

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가운데 <대원수보>를 제외한 9과인

데, 모두 그가 쓴 것이다. 

민병석(1858~ 1940)은 1880년(고종 17) 문과에 급제한 뒤 

고종대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서예에도 능해 주로 행서를 잘 

썼다는 기록이 있고, 고종의 육순(六旬)과 왕위 40년을 기념

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 세운 《고종황제보령육순어극사십년

칭경기념비(高宗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도 

그의 글씨이다. 고종은 그를 매우 신뢰하였던 듯 대한제국 

선포 직전에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제수하고,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

일강관(奎章閣學士兼侍講院日講官), 내부대신(內部大臣) 등

에 차례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1910년 8월 한일병합조

약 체결에 찬성·협조하여 경술국적(庚戌國賊) 8인의 한사

람이 되었다. 또한 한일강제병합 이후 이왕직장관(李王職長

官)에 취임하였고,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에 의거하여 자

작(子爵)을 수여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5회 중

임하였다. 또한 1935년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공로자명감』

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민족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대한제국 국새의 모든 보문

(寶文)을 쓴 사람이 이후 경술국적의 한사람이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인사라는 점은 우리 근현대사의 뼈아픈 부분

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반환한 <황제지보>를 포함해 현존하는 대한제국 

국새 4과의 뉴식과 인영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3).

3.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1907년에 순종황제가 태황제인 고종에게 ‘수강(壽康)’이

란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이다. 어보는 왕실 사람들의 

14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는 대전과 소전의 발생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大篆은 周宣王 때에 史籒가 처음 만든 것이다. 平王이 동쪽으로 천도할 때 문자가 어

그러지고 뒤섞였는데, 秦의 李斯와 胡毋敬이 籒書를 고쳐 小篆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大篆과 小篆이 있게 된 것이다(大篆出於周宣之時 史籒創著 平王東遷 文字乖錯 

秦之李斯及胡毋敬有改籒書 謂之小篆 故有大篆小篆焉).” 北魏 酈道元, 「穀水」 『水經注』 卷7. 

寶名 鈕式 印影 현소장처

皇帝之寶 국립고궁박물관

制誥之寶 국립전주박물관

勅命之寶 국립중앙박물관

大元帥寶 국립전주박물관

【 표 3 】 현존 대한제국 국새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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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호(位號)를 나타낸 인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왕비를 비롯

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및 그들의 배우자 등을 해당 지

위에 임명하는 책봉(冊封)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의 선조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거나 통치를 종합·재평

가하는 의미를 담은 존호(尊號), 휘호(徽號), 시호(諡號), 묘

호(廟號)와 같은 여러 호칭을 담는다. 어보는 최상품질의 옥

이나 금속으로 만들고 상서로운 동물인 용이나 거북 모양의 

손잡이를 갖춤으로써 단순한 인장을 넘어 왕실의 의례와 공

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다.15 

이번에 환수한 <수강태황제보>는 대한제국기 일제에 의

한 국권 침탈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이다. 

당시 고종황제는 헤이그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성

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

에 의해 강제 폐위되고 만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때 이미 

말로의 길에 들어섰다. 고종은 아들 순종에게 양위한 뒤 황

제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1907년 황위를 물려받은 순종

은 고종에게 ‘수강(壽康)’이란 존호를 올리면서 이 어보를 제

작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순종실록』에는 “내각(內閣)에서, ‘태황제 폐하께 올릴 존

호 망단자를 수강(壽康)으로 의정(議定)하였습니다.’라고 아

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16는 기록이 

있어 이 어보의 제작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상존

호(上尊號) 의례의 상세한 내용이 『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

儀軌)』17에 기록되어 있고, 『고종가상존호옥책문(高宗加上

尊號玉冊文)』18에는 이 어보가 찍혀진 인영(印影)이 선명하

여 이 유물의 감정 때에 진위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자료

로 활용하였다. 반환된 어보는 용모양 손잡이 아래에 2단의 

보대(寶坮)로 제작하였으며 8각으로 깎아 만들었다. 8각의 

측면에는 각각 『주역(周易)』의 8괘(卦)를 새겼다. 조선시대

와 대한제국의 어보가 하나같이 정방형으로 제작된 데 반해 

이 8각의 어보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유물이다. 

『존봉도감의궤』에는 1907년 7월 29일 순종이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려는 취지를 밝힌 조령(詔令)이 실려 있다.

“조령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우리 태황제폐하께서는 성대한 

덕과 큰 공이 우뚝하고 광대하여 이름붙일 수 없으나, 지금 

존봉(尊奉)의 날을 맞아 나의 작은 정성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이미 (태황제께) 처분을 받았다. 장차 두 글자의 특별

한 칭호를 ‘태(太)’자의 위에 더 높여 만 분의 일이나마 회모

(繪摹: 어책과 어보를 만드는 일)를 도모하고자 하니, 존호를 

의논하는 의절(儀節)은 궁내부에 명하여 처분하고 상호도감

(上號都監)은 존봉도감(尊奉都監)과 합설하라.” 19 

이후 8월 12일 존호망에 ‘수강(壽康)’이란 단망이 올라와 

결정되었고,20 보문(寶문)은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로 확정되었다. 9월 9일에는 존봉도감의 도제조 이근명(李根

【사진 2 】 <수강태황제보>의 실물

15  성인근, 2014, 「조선시대 어보(御寶)의 상징체계 연구」 『온지논총』 제38집, 온지학회.

16  『순종실록』 즉위년(1907) 8월 12일.

17  규장각 소장본, 도서번호 13163. 이 의궤에는 태황제인 고종에게 ‘수강’이란 존호를 올린 내용과 함께, 영친왕의 책례(冊禮) 절차가 함께 묶여 있다.

18  장서각 소장본, 도서번호 K2-4036.

19  詔曰 洪惟我 太皇帝陛下 盛德鴻功이 巍蕩無能名焉이옵시나 今當尊奉之日하야 朕小子稱迷之誠이 自不能已하와 已稟承處分矣라. 將欲以二字殊稱으로 加隆於太字

上하야 庶圖萬一之繪摹하노니 議號儀節은 令宮內府稟處하고 上號都監은 合設尊奉都監하라(『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 1907년(丁未) 음력 6월 20일).

20  『순종실록』, 즉위년(1907)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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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이 책보(冊寶)를 고종에게 섭상(攝上)하였다. 당일 순종 

또한 태황제를 배봉(陪奉)하고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치

사(致詞)를 올렸다.21

『존봉도감의궤』에는 어보에 수반하는 각종 의물(儀物)이 

상세하다. 우선 어보와 관련한 각종 끈과 보자기를 비롯하여 

어보를 넣는 보통(寶筒), 보통을 넣는 보록(寶盝), 보록을 넣

는 호갑(護匣), 호갑을 어깨에 메는 끈인 담편(擔鞭) 등의 제

작방법, 소요물품, 담당 공장(工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

다. 그러나 현재 모두 유실된 상태이고 어보만이 현존한다.

한편 의궤에는 어보의 형태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재질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 지역인 남양부(南陽府)에서 채

취한 남양옥을 썼다. 보면(寶面)의 넓이는 4촌 2푼, 두께 1촌

으로 전각(篆刻)하였으며, 보면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외성

곽(外城郭)은 4푼이다. 용뉴(龍鈕)의 높이는 2촌 5푼이며 길

이는 3촌 5푼이다. 길이는 모두 예기척(禮器尺)을 쓴다. 용의 

배 아래에 가로의 구멍을 뚤어 영자(纓子)를 꾄다. 팔면의 측

면에는 팔괘를 음각으로 새기고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금으

로 메웠다. 보문(寶文)은 1행 2자, 2행 2자 3행 1자로 총 3행으

로 제작한다고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당시 전문서사관(篆

文書寫官)은 규장각 학사 민영휘(閔泳徽)였다.22  

 

어보의 형태인 8각이 주목되는데 이는 음양(陰陽)의 세계

관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삼라만상의 세계를 나타낸 기호인 

8괘를 새겨 넣기 위함이었다. 또한 8각은 고종이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이후 각종 신주를 

모시기 위해 세운 황궁우가 8각지붕인 점과도 연관성이 있

어 보인다. 또한 8각은 원(圓)과 방(方)이 합쳐진 형태로 우주

를 상징하기도 하며, 동서남북의 4방과 동북, 동남, 서북, 서

남의 사우(四隅)를 상징하여 곧, 나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

다. 한편 8괘는 태극기 제작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다는 점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조선시대의 국새

1.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여기서는 환수한 조선시대 국새 2과의 성격 접근을 위해 

우선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국새의 개요를 기술하고자 한

다.23 국새는 국가의 상징이자 왕위 선양, 외교문서에 사용

하는 동시에 국왕의 명으로 발행하는 각종 국내문서에 찍는 

공식 인장을 말한다. 삼국시대에는 대보(大寶), 국새 등으로 

불렀고, 고려시대에는 국새, 국인(國印), 어보(御寶), 새보(璽

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위의 용어는 물론 

새와 보를 왕실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와 대보

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원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 중원을 석권한 세력은 이 지역의 패권자로서 주변국과

의 책봉관계를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형성하였다. 주변국

들은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만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으

21  『순종실록』, 즉위년(1907) 9월 9일.

22  민영휘(1852~1935)는 조선 말기의 정치인으로 명성황후의 친척 조카이다. 그는 민씨 척족의 중심인물이자 청나라와 밀착한 수구파의 거두로서, 1884년 갑신정변 때 청

나라 군대를 이용하여 친일 개화세력을 몰아냈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

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으며, 그밖에 매국 공채 5만원을 사들였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도 포함되어 있다.

23  이 절은 주로 성인근, 2013, 『한국인장사』, 다운샘에서 인용하였다. 

보신(寶身) 보문(寶文)

『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

(규장각, 13163)

『고종가상존호옥책보문(高宗加上尊號玉冊寶文)』

(장서각, K2-4036)

【 표 4 】 〈수강태황제보〉의 보신(寶身)과 보문(寶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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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황제가 주변국의 왕을 승인하는 

징표는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명(誥命)과 인장인 국새이다. 

조선시대에는 명과 청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

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의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로 내려주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조 당대에는 실현되지 않다가, 태종 때에 금제(金製) 「조선

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았다. 이 국새는 인조 때까지 

주로 명나라와의 외교문서에 사용하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인

수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

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에 명나라에서 준 옛 국새

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해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외에도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

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국초에 명나라로부터 받은 국새는 

모든 국사와 관련한 문건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따랐다. 이

는 우선 금제이므로 쉽게 닳아 인문이 만환(漫漶)될 우려가 

있었고, 국내용 문서에 ‘조선국왕’이라 새긴 보문이 격에 맞

지 않음이 지적되었다.24 이러한 이유로 세종 때로부터 중원

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를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 

「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하여 국왕문서에 사용하였

다. 이후 교명, 교서, 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

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조선은 청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종식

하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인수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1876년(고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 종래의 전

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를 폐지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를 성립하였다. 1881년 고종은 신사(信使)

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위정이덕(爲政以德)」보를 쓰

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을 

내렸다. 개화기에는 이 국새 이외에도 5과의 국새를 더 만들

어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하였다. 기존에 중국에서 반사된 

국새와 달라진 점은 우선 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

존의 인장 명칭인 ‘인(印)’이 아닌 ‘보(寶)’로, 책봉명인 ‘조선

국왕’에서 ‘대군주(大君主)’로, 국명도 ‘대조선’으로 변경되었

다. 그러나 뉴식(鈕式)은 기존의 거북뉴를 유지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는 총 10과이

며, 왕실인사의 호칭도 변경됨에 따라 태후, 황후, 황태자, 황

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과

를 제외한 모든 국새의 뉴식이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에서 ‘새(璽)’와 ‘보’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첩전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 대한제국기 일본의 압제가 심하던 시점에 고종은 

「군주어새」, 「황제어새」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비밀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조선시대와 개화기, 대한제국기의 국새를 외

교용과 내치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4  『세종실록』, 25년 10월 癸未. 

용도별 시기별 국새명

외교용

국새

조선시대

대중국 「朝鮮國王之印」(6印) 

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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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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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貺端輔」, 「奎章之寶」

개화기
「濬哲之寶」, 「濬明之寶」,「同文之寶」, 「欽

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

대한제국기

「皇帝之璽」, 「皇帝之寶」(3寶) , 「制誥之

寶」, 「勅命之寶」(2寶) , 「大元帥寶」,「欽文

之璽」

【 표 5 】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새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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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서지보(諭書之寶)>

조선시대 국새의 하나로 유서(諭書)에 찍는다. 조선시대

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리가 왕명 없이 자의 

하거나, 역모에 의한 동병(動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밀

부(密符)의 제도가 있었다. 비상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관

원이 간직하고 있던 반쪽의 밀부와 왕이 보낸 반쪽의 밀부를 

맞추어 의심할 바가 없을 때 명령대로 거행하였다. 유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

서를 말한다. 

이 외에도 국왕이 관찰사 및 어사(御史)가 올린 장계(狀

啓) 및 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한 포상유서(褒賞諭書), 국왕이 왕족 및 

관원과 일반 백성을 훈유(訓諭)하거나 효유(曉諭)할 때에 발

급한 훈유유서(訓諭諭書)와 국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서울

로 부르는 경우 등에도 발급하였다.25 이러한 모든 유서에는 

국새인 <유서지보>를 찍도록 법전에 규정하였다.26 

조선왕조에서 <유서지보>를 처음 제작한 시점은 정확하

게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 「오례」의 대가(大駕)와 법가(法

駕) 노부(鹵簿)에 처음 보인다.27 국왕의 각종 행차 때에 행렬

에서 여타 국새들과 함께 봉송한 것이다. 한편 1444년(세종 

26)에 정식(鄭軾)에게 내린 유서에 이 국새가 찍혀 있어 실존 

문서로서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다.28 이때의 <유서지보>

는 소전(小篆)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1459년(연산군 1) 새로

운 <유서지보>를 제작한 기록이 『연산군일기』에 보이며,29 

남겨진 여러 문서를 통해 첩전(疊篆)으로 제작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이번에 환수한 <유서지보>는 1876년(고종 13)에 

제작하였음을 왕실 인장의 개수(改修) 및 개조(改造)에 대한 

구체적 기록인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통해 확인하였

다.30 한편 대한제국기에 제작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

數)』에는 <유서지보>의 형태사항이 상세하다. 재질은 동도

금(銅鍍金), 인면의 넓이는 3촌 6푼, 대고(坮高)는 1촌, 뉴식

은 귀뉴(龜鈕), 뉴의 길이는 4촌, 넓이는 2촌으로 각각 기재

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명문서에 찍었던 수십과의 국새는 대부분 유실

되었고, 국왕의 서적 반사와 관련한 <선사지기(宣賜之記)>(성

암고서박물관)만이 현존했었다. 이번 <유서지보>의 발견과  

25  노인환, 2009,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增》 諭書之寶 用於諭書”(「禮典」 『大典會通』, 璽寶).

27  鹵簿, 「嘉禮 序禮」 『세종실록』, 大駕鹵簿·法駕鹵簿.

28  노인환, 위의 논문.

29   『연산군일기』 1년 5월 16일.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편, 2004, 『寶印所儀軌』.  

【 사진 3 】 <유서지보>의 실물

안보 문서 보문(寶文) 보신(寶身)

《宋世憲密符諭書》, 1890년

(고종 27)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文書』 1)

『보인소의궤』 『보인소의궤』

【 표 6 】 1876년(고종 13)에 제작한 〈유서지보〉의 안보사례와 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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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보아 넘긴 조선시대 국새유

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3. <준명지보(濬明之寶)>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敎旨) 및 교서(敎

書)에 찍기 위해 1889년(고종 26) 제작한 국새이다. 세자시강

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는데, 세자에게 유교 경전과 역

사를 강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자의 사부(師傅)는 주로 영

의정과 좌·우의정이 겸직하였으나, 강학(講學)은 주로 빈

객(賓客) 이하의 보덕(輔德), 필선(弼善), 문학(文學), 사서(司

書), 설서(說書) 등 10여 명의 관료들이 담당하였다. 

세자시강원은 조선 초기 서연(書筵)에 연원을 두고 있으

며, 1466년(세조 12)에 ‘세자시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

선시대에 줄곧 유지되었다. 그러나 개화기를 전후하여 세자

를 비롯한 세자시강원은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호칭 변경에 

따라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조선에서는 

‘왕세자’를 ‘왕태자’로 고치고, 이듬해인 1896년(건양 1)에는 

기존의 ‘왕세자시강원’을 ‘왕태자시강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후 대한제국이 들어선 1897년(광무 1)에 다시 ‘황태자’와 ‘황

태자시강원’으로 각각 격상하였다.

그러나 왕세자나 시강원의 명칭이 바뀌기 이전부터 고종

은 이미 시강원의 관격(官格)을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889년(고종 26) 7월 18일 고종은 ‘춘방(春坊)의 직책들은 본

래 청렴하고 뛰어나 마땅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

다. 보덕(輔德) 이하의 시임(時任)과 새로 임명하는 사람에게 

본원(시강원)에서 교서(敎書)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것

을 이제부터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31 한편 

세자시강원의 규정 및 의례 등을 기록한 『이원조례(离院條

例)』32에서는 위 고종의 명과 함께, 춘방교지(春坊敎旨)에는 

<준명지보>를 청하여 찍는 일을 정식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시강원 관격 격상에 대한 명을 내린지 약 보름 여 후인 

1889년(고종 26) 8월 5일 고종은 <준명지보>를 비롯한 여러 

국새의 신조(新造)를 명하였고,33 약 3개월 후인 10월 7일, ‘세

자시강원의 교서(敎書)에는 ‘준명지보’를 청해 찍는 것을 규

례로 정하라’는 고종의 명이 있었다.34 이후 『승정원일기』에

는 1889년(고종 26) 12월 1일 ‘설서(說書) 박기양(朴箕陽)에

게 내리는 교서에 찍기 위해 <준명지보>를 내어주기를 청하

는 시강원의 계(啓)’로부터 1894년(고종 31) 7월 14일 ‘보덕

(輔德) 이준용(李峻鎔)에게 내리는 교지에 찍을 <준명지보>

를 내어주기를 청하는 시강원의 계’까지 모두 67건의 <준명

지보> 청출(請出)에 대한 계가 실려 있다. 
【 사진 4 】 <준명지보>의 실물

31  『고종실록』, 26년 7월 18일. 

32  『离院條例』(장서각 K2-2035).

33  이 때 새로 제작한 국새는 〈준명지보〉를 비롯해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이다(『고종실록』, 26년 8월 5일).

34  『고종실록』, 26년 10월 7일.

3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2006. 『보령 경주김씨 기탁전적』, 도판참조.

안보 문서 인영

《金商悳侍講院弼善敎旨》, 1892년(고종 29)35 〈濬明之寶〉

【 표 7 】 〈준명지보〉의 안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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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강원 관원들은 종3품 보덕(輔德)을 비롯하여, 필

선(弼善, 정4품), 문학(文學, 정5품), 사서(司書, 정6품), 설서

(設書, 정7품) 등이 모두 <준명지보>가 찍힌 교지나 교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준명지보> 사용 이전 시강원 관원의 

교지는 다른 왕명문서와 마찬가지로 4품 이상의 경우<시명

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였고, 5품 이하는 <이조지인(吏曹

之印)>을 찍었다. 이는 『경국대전』에서 문무관 4품 이상 고

신식(告身式)에서는 ‘보(寶)’를 찍고, 5품 이하는 ‘인(印)’을 찍

는다고 차등을 두고, 후자의 경우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각각 <이조지인>과 <병조지인>을 찍는다는 규정

에 근거하였다. 이로써 <준명지보>는 고종이 세자시강원의 

관격을 격상하면서 제작한 국새로, 1889년 10월 7일부터 품

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강원 관원에 대한 교지 및 교서에 찍

었던 국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준명지보>의 재질은 백옥(白玉)이며, 인면의 넓이는 3촌 2

푼, 인대의 높이는 1촌 1푼이다. 거북뉴의 길이는 4촌, 뉴의 

넓이는 2촌 7푼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왕실의 사인

1.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의 내용

이 인장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소당인

존(寶蘇堂印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소당인존』

은 조선시대 여러 국왕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사인과 왕

실에서 수장하던 인장을 헌종(憲宗) 때에 조두순(趙斗淳, 

1796~1870)과 신위(申緯, 1769~1847)가 편집한 인보(印譜)

이다. 헌종은 주로 중희당에서 정무를 보았고 일상생활은 

1847년에 지은 낙선재에서 영위하였다. 그는 낙선재의 부속

건물인 보소당을 중심으로 고조당(古藻堂), 유재(留齋), 연경

재(硏經齋), 자이당(自怡堂) 등에서 많은 서화작품을 수집해 

놓고 감상하였다.36

『보소당인존』은 역대로 왕실에 전해 내려오던 각종 사인

(私印)은 물론 헌종이 소장하였던 서적 및 서화, 탁본 등에 찍

었던 수장인(收藏印), 감상인(鑒賞印)과 자인(字印), 호인(號

印)을 비롯하여 중국 한대(漢代)로부터 명대(明代)에 이르는 

고인(古印)의 모각인(摹刻印), 강세황(姜世晃), 성해응(成海

應), 신위(申緯), 권돈인(權敦仁), 김정희(金正喜), 조희룡(趙

熙龍), 남병철(南秉吉) 등 걸출한 문인(文人) 묵객(墨客)들이 

사용한 여러 인장 등 실로 많은 내용의 인영(印影)을 담고 있

어 조선 후기 인장의 집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가

치를 지닌 자료이다. 이 인보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각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중요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37

보소당은 현재 청덕궁 낙선재에 있는 건물 이름이다. 본래 

이곳에 소장된 인장들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덕수궁으로 옮

겨졌고, 고종대의 궁궐화재사건(1904년 덕수궁의 함녕전, 중

화전, 즉조당, 석어당과 각 전각이 모두 불탄 사건)으로 왕실

의 서적과 소장품이 소실(燒失)되면서 『보소당인존』에 실린 

실인(實印)들도 상당수 파손되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덕수궁 

화재로 소실된 인장들의 복원을 명하였고, 당시 전각(篆刻)의 

명가(名家)였던 정학교(丁學敎), 유한익(劉漢翼), 강진희(姜

璡熙), 김태석(金台錫) 등에 의해 다시 복각(復刻)되었다. 이

후 이 인장들은 헌종대로부터 보관하여 오던 인장들과 고종

대에 복각한 인장들이 뒤섞여 덕수궁에 보관되어 있었다. 

현재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인장들은 대부분 고궁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보소당인존』에는 그 존재가 확인

되지만 실제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38 이

번에 환수한 5과의 왕실 사인도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보소당인존』은 이본마다 수록한 인영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36  황정연, 2005, 「조선시대 궁중 書畵收藏과 미술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p.68.

37  『보소당인존』은 장서각 6종, 규장각 5종, 이화여대 1종, 성균관대 1종, 중앙도서관 1종, 종로도서관 1종 등이 전한다. 『보소당인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인근, 2005, 

「『보소당인존』의 내용과 이본의 제작시기」 『장서각』 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38  『보소당인존』을 위시한 왕실 구장(舊藏) 사인들은 대부분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지난 2006년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국립고궁박물관 편, 2006, 『조

선왕실의 인장』, 국립고궁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특별전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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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사례로 장서각 소장 ‘귀3-561B’ 본에는 459과가, 많은 사

례로 ‘귀3-562’ 본에는 776과의 인장이 보인다. 후자는 고종대

에 제작한 인보이므로 적어도 고종대까지 궁궐에 수장되었던 

왕실의 사인은 776과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현재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실제 인장들을 보관하였던 장(欌)이 두 점 소장되어 있다. 하

나는 전집(前集), 다른 하나는 후집(後集)을 보관하였음을 장

에 새겨놓았다. 양쪽으로 장을 열면 각 서랍에 보관된 인장

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문 안쪽에 종이를 붙여 보관 인

장에 대한 정보를 적어두었다. 일련번호 순으로 적혀 있는데 

1층부터 16층까지 총 774방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인 가운데 

『보소당인존』에 실린 인영과 일치하는 사례는 195과에 불과

하다고 한다.39 이를 통해 본래 『보소당인존』에 수록되었던 

인장 가운데 약 580여 과를 유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번에 반환한 조선왕실의 사인 5과는 잃어버린 580여 과 가운

데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유실된 나머지 인장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우선 유실사례에 대

한 정확한 목록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 왕실 사인 5과(顆)의 내용과 가치

<쌍리(雙螭)>,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

화(春華)>,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등 총 5점

의 사인(私印)이다. 

이번에 환수한 인장들은 모두 헌종대에 제작한 『보소당

인존』 가운데 인장의 실물을 실제와 핍진하게 그린 책에 수

록되어 있어 고종대 모각본이 아닌 헌종 당대의 유물임을 확

인하였다.40 특히 인장의 재질이나 손잡이의 조각 등이 매우 

뛰어나 미술품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반환된 유물과 『보소

당인존』의 채색도 및 인영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우선 1번 쌍리인(雙螭印)은 『보소당인존』에서 ‘송선화옥

인(宋宣和玉印)’이라 기록하였다. 선화는 북송(北宋) 휘종

(徽宗, 재위 1100~1125) 때의 연호로, 선화옥인은 휘종이 썼

던 옥도장을 말한다. 휘종은 문화재를 수집·보호하고 궁정

서화가를 양성하여 문화사상 선화시대(宣和時代)라는 한 시

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음악ㆍ원예ㆍ서화 등에 능

통하였고 특히 옛 서화를 모아 『선화서화보』를 만들 정도로 

이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당시 휘종을 중심으로 궁

정에서 모았던 서화에는 여러 수장인(收藏印)이 찍혀 있는

데, 그 가운데 방형과 원형의 쌍리인이 포함되어 있다.41 이

번에 환수한 인장은 그 중 원형인을 모각한 것이다. 뉴식 또

한 쌍리로 이러한 문양은 중국 전국시대로부터 한대까지의 

패옥기(佩玉器)에서도 자주 보인다. 

2~4번 인장은 왕실에서 소장되어온 사인들로, 의미 있는 

문구를 새긴 사구인(詞句印, 閒章)이다. 재질은 각각 동(銅), 

옥(玉), 석(石) 등으로 다르다. 2번 인장은 동제인(銅製印)으

로 뉴에는 동물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보소당인존』을 통해 

사자임을 확인하였다. 인문은 ‘우천하사(友天下士)’ 넉 자를 

십자(十字)의 계선(界線) 안에 넣었다. 이 문구는 본래 ‘독고

금서(讀古今書) 우천하사(友天下士)’의 문구에서 따왔으며, 

선비의 호방한 독서와 교유를 나타낸다. 서체는 소전(小篆)

을 기본형으로 공간의 필요에 따라 굴곡을 넣은 인전(印篆)

으로 분류할 수 있다. 

3·4번은 양질의 인재(印材)를 사용하였고, 손잡이의 조

각 또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3번은 4각의 인신(印身) 

위에 타원의 귀뉴(龜鈕)를 얹은 형태로 단순하면서도 고채

(古彩)를 띄고 있다. 4번은 반투명의 옥인재(玉印材)에 단순

한 구름문을 드러낸 것이지만, 수준 높은 조각품이다. 두 인

장의 전각은 자법(字法), 장법(章法), 도법(刀法)의 측면에서 

39  김연수, 200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실 수집 인장 고찰」 『조선왕실의 인장』, 국립고궁박물관, p.222. 

40  『보소당인존』(장서각, 3-561A).

41  이 외에도 당시 궁정 수집 서화에 찍힌 수장인은 〈선화(宣和)〉, 〈선화중비(宣和中秘)〉, 〈어서(御書)〉, 〈집희전보(緝熙殿寶)〉 등이 보인다. 黃惇 總主編, 1999, 『中國歷代印風

系列-隋唐宋印風(附遼夏金)』, 重慶出版社,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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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난한 수준이며, 동일 인물이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5번은 헌종이 소장한 서화 및 탁본에 찍기 위해 제작한 수

장인(收藏印이)다. 빙렬(氷裂)이 있는 동석(凍石)에 사자가 

웅크린 뉴를 조각하였다. 전각 또한 절파(浙派)42의 각풍이 

돋보이는 매우 수준 높는 작품이다. 향천은 헌종의 호이며, 

이 호로 제작한 인장이 현재 고궁박물관에 12과 이상이 소장

되어 있다. 이 외에도 <향천심정(香泉審正)>, <향천심정금석

문자(香泉審定金石文字)>, <향천진장(香泉珍藏)>등 헌종의 

수장활동에 관련한 인장도 상당수 남아있다.43 

42  청대에 항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각의 유파이다. 정경(丁敬)을 비조로 하며, 장인(蔣仁), 해강(奚岡), 진예종(陳豫鍾), 진홍수(陳鴻壽), 조지침(趙之琛), 전송(錢松) 등이 유

명하다. 절파는 명대에 하진(何震)이 창시한 ‘환파(皖派)’와 함께 중국 전각예술의 양대 유파를 형성했다.

43  국립고궁박물관 편, 2006, 『조선왕실의 인장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특별전 도록. pp.25~31.

NO 유물의 현상태 유물의 인영
『보소당인존』

(3-561A)의 채색도
『보소당인존』의 인영 비고

1

인문: 雙螭

뉴식: 雙螭鈕
재질: 玉(宋宣和玉印)

인영발췌: 3-565

2

인문: 友天下士

뉴식: 獅子鈕
재질: 銅

인영발췌: 3-563

3

인문: 硯香

뉴식: 龜鈕
재질: 玉(古玉印)

인영발췌: 3-565

4

인문: 春華

뉴식: 雲紋鈕
재질: 玉(古彩石)

인영발췌: 3-563

5

인문: 香泉審定書畵之記

뉴식: 獅子

재질: 玉(凍石)

인영발췌: 3-565

【 표 8 】 환수 유물과 『보소당인존』의 비교



206·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왕실 인장문화재 환수의 과제

국새와 어보, 왕실의 사인은 한 나라의 국권과 함께 왕실

의 정통성 및 문예활동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므

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명확한 유물의 파악과 목록화가 필요

하며, 이러한 작업은 해외 소재 인장문화재의 소재파악과 성

격 접근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작업은 크게 국새, 어보, 왕실의 사인으로 나누어 각

각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새는 크게 조선시

대에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인수하여 주로 외교문서에 사

용한 외교용 국새와, 국내에서 각종 국왕의 명으로 제작하여 

국내문서에 사용한 내치용 국새로 나누어 인수 및 제작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조선과 대한제국 국새의 전모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역대 국새와 각종 부신(符信)을 정리

한 『보인부신총수』를 비롯하여, 1876년(고종 13) 궁중의 여

러 보와 인 가운데 11과를 추려 개주(改鑄), 개조(改造), 수

보(修補)하고 난 후 그 전말을 채색화와 함께 기록한 의궤인 

『보인소의궤』, 대한제국 탄생과 관련한 모든 의식을 기록한 

『대례의궤』, 『보인부신총수』 가운데 대한제국 선포 이후의 

내용을 이왕직에서 전사(轉寫)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한 『이

조새보인압부신의제(李朝璽寶印押符信ノ制)』를 기본 자료

로 삼아 각 국새의 제작경위, 보문, 재질, 뉴식, 크기, 사용처, 

유실시기 및 경위 등의 조사를 통한 목록화가 필요하다.

어보의 목록은 궁중유물전시관 시절부터 국립고궁박물

관 소장 어보의 전모를 자료집으로 발간하면서 여러 차례 조

사한 바 있다.44 그러나 박물관 소장 어보를 중심으로 조사하

여 유실된 어보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조선시대에 제작된 어보의 전모를 문헌자료를 통해 정리하

고, 유실된 어보의 목록을 따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어보의 전모는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

점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정리한 의궤, 등록, 책보록 

자료를 일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45 특히 『종묘의궤』 등에

서는 어보의 현황 및 상태 점검 기록 외에도 역대 어보 관련 

기사들을 수록해 놓기도 하였다. 또 일제강점기의 『종묘물품

현재표』 (1924년, 이왕직), 『종묘영녕전물품현재표』 (1922년, 

이왕직) 등과 같이 조사 당시의 어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46 이러한 선행작업을 바탕으로 분실 어보들

의 시기적 상·하한을 밝히고, 분실 당시 종묘 관리와 운영실

태 및 변화, 나아가서 관리주체를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사인은 시·서·화를 중요시하던 조선시대 문인들 사이

에서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 

수장 또는 감상사실을 나타내거나 서화 작품을 완성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8세기 활발한 중국과의 교

유로 인하여 청대 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인장예술은 

더욱 진전하게 되었으며, 헌종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향

유하는 국왕이 나타나게 되었다. 헌종대에 왕실에서 제작된 

『보소당인존』은 이러한 조선 후기 인장예술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이다. 이 외에도 욍실의 사인을 본격적으

로 모은 사례가 여럿 있다. 우선 고종이 사용했던 사인의 인

영을 수록하고 석문을 곁들인 『덕수궁인존(德壽宮印存)』은 

현존하는 인보로서는 드물게 왕의 인장을 다량으로 모아 놓

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미술사적으로 보면 각 인영의 

형태와 크기, 서체가 매우 다양하며, 관문각(觀文閣), 흠문

각(欽文閣), 이원(怡園) 등 서화를 보관한 궁실 전각의 명칭

을 새긴 인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고종의 이름, 아

호 등을 비롯하여 그가 즐겨 쓴 각종 시구 등을 확인할 수 있

어 그의 문학취향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친왕의 사인을 

44  궁중유물전시관 편, 1995, 『조선어보! 500년 종실의 상징』; 국립고궁박물관 편, 2012, 『왕의 상징,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2, 『조선왕실의 어보』. 

45  『金寶改造都監儀軌』, 『宗廟儀軌』, 『宗廟各室冊寶奉安圖』, 『宗廟謄錄序』, 『增補文獻備考』, 『宗廟永寧殿冊寶錄』, 『宗廟冊寶目錄』, 『國朝御牒』 등. 

46  이 외에 일제강점기 어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종묘문서발송부』(1912~1934년, 이왕직), 『종묘발송공문』(1934년, 이왕직), 『종묘발송공문철』(1929년, 이왕직), 

『종묘보고존안』(1914년, 이왕직), 『종묘보고존안』(1912~1926년), 『종묘서일기책』(1639~1897년), 『종묘수복청일기』(1945년, 이왕직), 『종묘숙직일지』(1938년, 1940~1941년, 

이왕직), 『종묘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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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은친왕인존(垠親王印存)』 등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

다. 그러나 이들 인보에 실린 인장의 실물이 어디에 소장되

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차후 이러한 인보류의 목록화

를 통해 왕실 사인의 전모를 파악하고, 문화재 찾기 및 환수

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 론

한 나라의 국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집약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새(國璽)일 것이다. 특히 국왕을 중심으로 사

회가 형성된 왕조시대의 국새는 국가 최고권력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조선시대

와 대한제국기에 사용하였던 국새들이 이국의 땅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질곡과 부침이 심해 우리의 국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일종의 정리와 보상과 같

아 보이기도 한다. 여하튼 국외소재 인장문화재가 외교적 협

력에 의해 국내로 반환되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장문화재 환

수에 대한 대응방식이 매우 수동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다. 조선과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조

차 되어 있지 않다. 향후 조선과 대한제국이 제작하였던 국

새와 어보의 전모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실 사례들의 

면밀한 목록화가 필요하다. 

국새와 어보, 왕실의 사인은 국권과 함께 왕실의 정통성 

및 문예활동 등을 압축하는 유물이므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

수 추진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장문화

재는 인문에 새겨진 내용, 손잡이의 형태, 제작기법 등을 통

해 해당 국가 및 소유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므

로 문화재 환수 추진 과정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다. 또한 지난 2009년 고종의 비밀 국새

인 <황제어새>가 미국에서 발견된 이래로 해외 소재 조선왕

실 인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높은 시점이다. 차후 명확한 유물의 파악과 목록화는 

왕실 인장문화재의 소재파악은 물론 앞으로 발견될 인장유

물의 성격 접근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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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and Agenda on Seal of Joseon Royal Family 
Retrieved from USA

Abstract

Seong In-keun

A Researcher in Jangseogak of AKS

The important national cultural heritages were retrieved. April 25 2014, US President Barack Obama formally 

returned 9 Seals of Joseon Dynasty and Korean Empire in Korea-US Summit taken place in Cheong Wa Dae. These 

Seals were taken out of Deoksugung illegally by a US Marine Corps officer during Korean War, handed down to his 

posterity, and last November 2013 confiscated by HSI in San Diego. Through investigations above facts turned out 

and it was decided to return these relics to Koera. In the process of surveying these seals, I confimed the authenticity 

of them and transferred my opinion t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try to summarize the historical 

value of each Seals and suggest the remain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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