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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

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

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

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理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

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

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 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

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

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 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 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

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

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

았던 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

록지』 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

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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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조선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은 포폐(布幣) 제작

을 목적으로 세조 연간(1455~1468)에 주조된 인신(印信)

이다. 1필(匹) 내지 반 필의 포(布)를 직조한 후 화폐인 포

폐(布幣)로 유통키 위해 포의 양 끝에 찍는 공적 인신으

로, 관인(官印)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전기 화폐사(貨幣史) 및 인신(印信) 

연구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租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바,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지 않았다. 1940년 유자후가 간행한 『조선화폐고』에 조선

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으며,1 『세조실록』과 『경국

대전』을 바탕으로 최호진과 원유한이 조선통폐지인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으나,2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

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2011년 전영근에 의해 18세기 제작의 직지사 

고문서에 조선통폐지인이 압인(押印)된 예가 발견되었으

며, 2011년 간행된 『고문서집성』에 「직지사 소장 고문서」

와 함께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소개된 것을 계기로3 최근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즉 정수환은 『이재난

고』에 기록된 ‘황윤석의 전문(錢文)에 대한 관심’을 서술

하는 가운데 『이재난고』를 바탕으로 『세조실록』 및 『승정

원일기』의 기사를 인용한 채 조선통폐지인의 전폐(錢幣)

로서의 역할을 기술한 바 있다.4

그럼에도 앞선 연구는 『경국대전』과 『세조실록』, 『승

정원일기』 및 『이재난고』 등 한정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

로, 조선통폐지인의 다양한 용례 및 폐기와 존치 문제, 폐

기 이후 또 다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논자는 위 자료 외에 『전록통고(典錄通考)』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선조실록』, 『정헌쇄록(貞軒

瑣錄)』, 몇몇 지리지(地理志) 등에서 조선통폐지인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통폐지인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최

근 발견된 조선통폐지인 실물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외적 

형태 등을 설명코자 하는 바, 이는 추후 화폐사 내지 인신

(印信) 관련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II. 조선 초기 화폐와 조선통폐지인

1. 포폐(布幣)의 사용과 조선통폐지인

조선 세조 연간에 주조된 「조선통폐지인」은 고려 후

기의 화폐제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 공민왕대

의 경우 당시 사용된 동전과 은병(銀甁) 등 화폐는 악화(惡

貨)의 출현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던 바, 『고려사』 기록 중 

“그 폐단으로 말미암아 동전과 은병은 모두 폐지되어 유통

되지 않고, 오직 5승포(五升布)만이 화폐로 전용되고 있다”5

는 표현은 당시 화폐 유통 상황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민왕 5년(1356) 9월, 도당(都堂)에 올린 간관

(諫官)들의 헌의(獻議)를 통해 은전(銀錢)과 함께 5승포를 

병용시키되, 정유년(공민왕 6, 1357) 이후부터는 민간의 모

든 5승포를 관에서 ‘표인(標印)한 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건의’가 생겨났다.6 이는 은전을 본위화폐로, 국가에서 

표인(標印)한 5승포를 보조화폐로 삼으며, 관인(官印)에 따

른 수세(收稅)로 국가 재정을 충당키 위한 대책이었던 바, 

1 柳子厚, 昭和拾五年(1940), 『朝鮮貨幣考』, 學藝社, 전반부 도록 부분.

2 崔虎鎭, 1974, 『韓國貨幣小史』(瑞文文庫 131), 瑞文社, pp.18∼36.; 元裕漢, 1982, 「貨幣流通政策」 『한국사론』(11), 국사편찬위원회, p.115, 134.

3 전영근, 2011, 「사찰 고문서의 종류와 直指寺, 龍門寺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 『古文書集成』(卷100),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32.

4 정수환, 2017.10, 「頤齋 黃胤錫의 錢文에 대한 관심, 고증 그리고 실험분석」 『전북사학』(51집), 전북사학회.

5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貨幣, 恭讓王 3年(1391) 7月 條.

6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貨幣, 恭愍王 5年(1356) 9月 條. “納官標印然後方許買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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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획은 공민왕대 반원(反元) 개혁정책의 좌절로 말미

암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7 그럼에도 이때의 

건의는 조선 초 조선통폐지인을 답인(踏印)한 포폐(布幣) 

발행의 단초(端初)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 공민왕대의 건의에 이어 공양왕 3년(1391)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의해 저화(楮貨)에 「고려통행

저화(高麗通行楮貨) 인(印)」을 찍어 5승포를 겸용하자는 

주장8과 함께 이에 따른 저화 제작이 착수된 바 있으며,9 

조선의 경우 태종 2년(1402)에 조선 최초의 화폐로서 저

화(楮貨)가 발행되기도 하였다.10 그럼에도 민간에서는 

저화보다 실물화폐인 포백(布帛)이 통용되었던 바, 태종 

15년(1415) 1월 포화의 사용을 허가한 채 포화 사용에 대

한 「포백세(布帛稅)」를 거두게 하였다.11

한편 세종 5년(1423) 9월 동전인 조선통보(朝鮮通

寶)의 발행으로 인해 저화 통용이 위축되었고 세종 7년

(1425) 4월 저화 통용이 중지되었던 바, 그럼에도 포화(布

貨)는 세조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통화로서 중요 위치

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세조 연간에 이르러 통용되던 실

물화폐인 포(布)를 공식 화폐로 사용키 위해 조선통폐지

인(朝鮮通幣之印)을 주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통폐지인은 태종 1년(1401) 대사헌 유관(柳觀) 

등이 올린 상소를 착안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당

시 『태종실록』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헌부 대사헌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포폐(布幣)를 행하

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원

컨대 포로…화폐를 만들되, 정5승포(正五升布)를 담청색으로 물

들이고, 길이는 3척, 너비는 폭대로 한 채 위아래를 꿰매고, 네 변

에 그림을 그리고 본서(本署)와 토지ㆍ재곡(財穀)을 맡은 사(司)

의 인(印)을 찍어 그 안을 채우고, 그것을 「조선포화(朝鮮布貨)」

라 하여 나라 안에서만 행하게 하고, 길이가 2척, 1척 되는 것 또

한 이 예를 본떠 만들어, 길이가 3척인 것은 3획을 그려 그 값을 

조미(糙米) 3두(斗)로 하고, 길이가 2척인 것은 2획을 그려 그 값

을 2두로 하고, 길이가 1척인 것은 1획을 그려 그 값을 1두로 하

면, 백성들이 그 획을 보고 값을 알아서, 백 가지 물건을 무역함

에 있어 값을 높이고 낮추기가 진실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2

위 유관 등의 상소에 의한 「조선포화(朝鮮布貨)」는 

세조 연간에 이르러 「조선통폐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제

작된 것으로, 사섬시(司贍寺) 내지 외방(外方) 관(官)에서 

조선통폐지인을 포(布)의 양단에 찍어 공식 포폐(布幣)로 

유통케 했음을 『세조실록』 세조 6년(1460) 8월 12일 기사

를 통해 알 수 있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

의 해당 절목에, <국폐(國幣, 국가 통용화폐)는 3등으로 나누

어 5승포를 상등(上等)으로 하고, 3승포를 중등으로 하고, 저

화(楮貨)를 하등으로 하고, 폐포(幣布)의 양 끝에 반드시 관인

(官印)을 찍는다> 하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경중(京中)

은 사섬시(司贍寺)에서, 외방(外方)은 각기 그 관(官)에서 조선

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을 아울러 사용하고 무릇 속죄(贖罪)

할 때는 3등의 국폐(國幣)를 원(願)에 따라 계산에 준하여 수납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저폐는 이미 예에 의하여 수속(收贖)

하고, 폐포는 아직 인신(印信)을 만들지 않아 민간에서 경인폐

포(經印幣布: 印을 찍은 幣布)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이 

다만 희소한 저화만을 가지고서 속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 

7 朴平植, 2011, 「朝鮮前期의 貨幣論」 『역사교육』(118호), 역사교육연구회, p.97.

8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貨幣, 恭讓王 3年(1391) 7月 條. “置高麗通行楮貨印 造流布 與五綜布 相兼行”.

9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貨幣, 恭讓王 4年(1392) 4月 條 참조. 공양왕 4년(1392) 4월, 鄭夢周가 피살되는 등 신왕조 개창을 둘러싼 양 세력 사이의 격동의 

정국 속에서 侍中 沈德符 등의 상언에 따라 資贍楮貨庫가 혁파되고 이미 인조된 저화가 모두 폐기되면서 그 印板마저 불태워졌다.

10 『太宗實錄』, 太宗 2年(1402) 1月 6日 條. “司贍署에서 새로 만든 楮貨 2천 장을 올렸다”.

11 『太宗實錄』, 太宗 15年(1415) 4月 9日 條.

12 『太宗實錄』, 太宗 1年(1401) 4月 19日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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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폐포에 경인(經印: 印을 찍음)

하여 민간에서 사용할 때까지는 구례에 의해 잡폐를 사용하여 

수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3

 

위 기록 중 “5승포를 상등으로 하고, 3승포를 중등으

로”라는 내용을 통해 포폐에는 상등과 중등의 2종이 있고 

저화는 하등의 국폐에 해당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경중

(京中)은 사섬시에서, 외방은 각기 그 관에서 조선통폐지

인의 인(印)을 아울러 사용하고…”라는 내용은 조선통폐지

인의 사용 주체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통

폐지인을 찍은 폐포는 화폐의 부가적 기능으로서 속죄의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인신(印

信)을 만들지 않아 민간에 경인폐포(經印幣布)가 없기 때

문에…”라는 내용을 미루어 조선통폐지인 인신(印信)은 세

조 6년(1460) 당시까지는 주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2월 7일 기사에 조

선통폐지인과 관련한 다음 언급이 실려 있기도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전에 반강(頒降)한 『(경국)대전』 

「국폐조」에 폐포 1필의 길이를 35척으로 하거나, 혹은 17척 5

촌을 반 필로 하여 그 양단에 모름지기 관인(官印)을 거쳐야 하

는데, 경중(京中)은 사섬시에서, 외방은 각기 그 관(官)에서 모

두 조선통폐지인의 관인을 거친 뒤에야 바야흐로 그 매매를 허

가하며, 관인을 거칠 때 그 20분의 1을 세(稅)로 거두고, 세는 

납입자의 정원(情願)에 따라 3등 폐로 하여 계산, 통용한다 하

였다. 그러나 위 항목의 입법(立法)이 미진하니, 이제부터 세

를 거두는 데 있어 상포(常布) 반 필은 저화 1장으로 하며, 상

포 1필 및 정포(正布) 반 필은 2장으로 하고, 정포 1필은 4장으

로 하여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14

위 기록을 통해 본다면, ‘포 1필 내지 반 필의 양단에 

조선통폐지인 관인을 찍어 공적 화폐로서 역할을 하되, 5

승포인 정포 1필은 저화 4장의 가치가 있으며, 3승포인 

정포 1필의 경우 저화 2장의 가치, (관인을 거치지 않은) 

상포 1필은 저화 1장의 가치를 갖게끔 하고 있다. 한편 조

선통폐지인 관인을 답인할 때 20분의 1에 해당하는 세를 

거두게끔 하여, 조선통폐지인은 포폐(布幣) 발급의 수단

뿐만이 아닌 조세 부과에 대한 납세인(納稅印)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나 위 항목의 

입법이 미진하니”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여전히 조선통

폐지인이 제작 유통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조선통폐지인의 제작과 사용

조선통폐지인은 이후 세조 9년(1463) 1월 이전에 제

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세조실록』 세조 9년(1463) 1

월 기사에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대전(大典)』에 모든 포자(布子)는 반드시 사섬시의 인신

(印信)을 경유해야 바야흐로 매매를 허락하였으나, 사섬시 도

장[印]은 제사(諸司)의 도장과 체제가 서로 같아 어리석은 백

성이 인문(印文)을 해득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스스로 매매하

여 이로 인한 속임[姦僞]이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포자의 

인신(印信)도 그 체제를 고치소서’ 하였다.” 15

여기서 “사섬시 도장은 제사(諸司)의 도장과 더불어 

체제가 서로 같다”는 내용 및 “어리석은 백성이 인문을 해

득하지 못하고…속임이 있으니” 등의 표현은 조선통폐

지인이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자의 인신도 그 체제를 고치소서”라는 논란에 대해 『세

13 『世祖實錄』, 世祖 6年(1460) 8月 21日 條. “刑曹啓 經國大典 國幣條節該 ‘國幣分三等 五升布爲上等 三升布爲中等 楮貨爲下等 幣布兩端 須經官印’ 註云 ‘京中司贍

寺 外方各其官 竝用 朝鮮通幣之印 凡贖罪 三等幣從願準計收納’ 今楮幣則已依例收贖 幣布則時未造印信 民間無經印幣布 故犯罪者只以罕少楮貨 未易贖罪 其幣不

貲 請弊布經印民間行用間 依舊例用雜幣收贖 從之”.

14 『世祖實錄』, 世祖 7年(1461) 2月 7日 條.

15 『世祖實錄』, 世祖 9年(1463) 1月 13日 條.



22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조실록』 다음날 기사에 “상정소(詳定所)에 전교하기를, 

‘…포자에 찍는 인신의 체제를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16

는 내용은 포자에 찍는 인신, 즉 조선통폐지인 체제에 대

한 확정을 전제한 것임을 말해준다.17

한편 『세조실록』 세조 10년(1464) 8월의 다음 기사는 

조선통폐지인이 답인된 포폐의 사용 정황 및 그 용도에 

대한 예를 전하고 있다.

“의정부와 육조(六曹)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포폐의 경인

(經印)과, 저폐(楮幣)를 시행하는 일과 전폐(箭幣)를 설립하는 일

의 편리한 여부를 의논하고, 「어제천포론(御製泉布論)」과 전지

(傳旨)를 내어 여러 재상들에게 보이었다. 그 「천포론」에 이르기

를…‘5승 이하의 포는 인(印)을 찍고 인이 없는 포도 금하지 말 

것. 저폐(楮幣)는 그대로 할 것. 전폐(箭幣)를 쓸 것’이라 하였다.

어서(御書)에 또 이르기를, ‘포폐로서 인(印)을 찍는 것은 비

록 고금(古今) 천하의 통용하는 법이나, 빈궁한 백성들은 바쁜 

중에 홀연히 죄고(罪辜)에 걸리는 자가 많고, 부강한 무리들은 

거짓말을 핑계하여 나라의 법을 훼손하는 자가 많으니, 금후에

는 인(印)이 없는 포(布)를 금하지 말며, 만약 수속(收贖)·신공(身

貢)의 나머지 돈[錢] 따위의 일이거든 저폐와 더불어 함께 사용

하라’ 하였다. 그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포폐는 관에 바치는 것

과 관에 고(告)하고 행용하는 이외에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교역

하거든 비록 인(印)이 없다 하더라도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18

위 내용 중 “5승 이하의 포는 인(印)을 찍고, 인이 없

는 포도 금하지 말 것” 내지 “금후에는 인이 없는 포를 금

하지 말며“, ”인(印)이 없다 하더라도 금지하지 말라“는 표

현은 이미 당시에 조선통폐지인을 답인한 포폐가 널리 사

용되었으며,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되지 않은 포의 

경우 민간 교역에 활용되었음을 허용한 예라 할 수 있다. 

『세조실록』 세조 10년(1464) 12월 14일의 기사 역시 

조선통폐지인을 경인(經印)한 포폐 사용의 예를 말해준다.

“집의(執義) 이영은이 상소하여 시폐(時弊) 6조를 논하니…

대개 포폐는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오로지 전폐(箭

幣)는 제때에 시행되지 않습니다…전하께서 유음(兪音)을 특별

히 내리시어 해당 조(曹)로 하여금 포폐를 오로지 사용하게 하

고 겸하여 전폐(箭幣)도 사용하고, 저폐(楮幣)를 없애소서.” 19

이외에 성종 5년(1474) 공포 시행된 『경국대전』 

「국폐조」 가운데 “국가의 화폐는 포화와 저화를 통용한

다…”20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성종실록』 성종 5년

(1474) 1월 기사에는 조선통폐지인 사용과 관련한 다음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輪對)한 

자가 말하기를, 「제사(諸司)의 선상노자(選上奴子)21는 대립(代

立, 公役에 사람을 대신 보냄)하는 값이 그 관사(官司)의 일이 

고생스럽거나 가벼운 데에 따라 면포를 혹 9필, 혹 7, 8필로 보

상하는데, 만약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경중(京中)의 부잣

집에서 빌려 채워주고 그 물주가 이에 따라 그 값을 배나 거두

니…스스로 값을 주고 대립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관사에

서 가포(價布)를 거두어 도장을 찍어 그 관사에 보내 대립하는 

자에게 면포를 나누어주면, 추이(推移)·분요(紛擾)하거나 빌린 

16 『世祖實錄』, 世祖 9年(1463) 1月 14日 條.

17 이와 관련된 정황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國朝寶鑑』, 世祖 9年(1464) 11月 條. “箭幣를 주조하라 명하였다…이보다 먼저 上이 의정부와 육조 참판 

이상을 불러 布幣에 經印(印을 찍음)과 저폐를 행용하는 일과 전폐를 설립하는 일에 대해 편리한지를 논의하게 하고…(命鑄箭幣…上召議政府六曹參判以上 議布

幣經印 楮幣行用 箭幣設立便否…)”.

18 『世祖實錄』, 世祖 10年(1464) 8月 7日 條.

19 『世祖實錄』, 世祖 10年(1464) 12月 14日 條.

20 『經國大典』(甲午大典) 「國幣」 條.

21 각 지방의 奴婢를 골라 뽑아 중앙 官衙로 올려보내던 종[奴]으로, 7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選上토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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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배로 징수하는 등 폐단이 없어질 것이니, 그 절목을 의논

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22

위 내용은 지방에서 서울 각사(各司)에 올려보내는 

노비의 노역에 대한 대포(代布)와 관련된 것으로, 신공

(身貢)과 관련된 조선통폐지인의 유통 예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한편 앞서 논자는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2월 7

일 기사 중 “경중(京中)은 사섬시에서, 외방은 각기 그 관

에서 조선통폐지인의 관인을 거친 뒤…”23라는 내용을 인

용했던 바, 조선통폐지인은 사섬시 및 외방의 관에 반강

(頒降)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섬시 및 외

방의 관에 조선통폐지인이 반강되어 사용된 예가 『대전

후속록』 호전(戶典) 「잡령(雜令)」 조에 전하기도 한다.24

“전라도 각 포구[浦]에 기한이 만료된 선척(船隻)의 화매가

(和賣價)는 대맹선(大猛船)의 경우 5승의 목면 11필, 중맹선은 

9필, 소맹선 및 비거도선(鼻居刀船)은 각 7필, 철정비거도선(鐵

釘鼻居刀船)은 각 3필로 한다. 사섬시에 바치는 노비의 신공(身

貢, 노역 대신 포를 바침)은 면포와 정포(正布) 양단(兩端)을 청

색 실로 직조하여(綿布正布兩端靑絲織造) 「폐인(弊印: 朝鮮通

幣之印)」을 찍어 사섬시로 올려보내고, (사섬시) 관원은 인신을 

살피고 수납한다…

선상(選上, 지방에서 서울 各司에 노비를 올려보냄)한 (노

비의) 대포(代布: 身役 대신 바치는 布)는 공포(貢布)의 예에 

의거해 사섬시에 헌납토록 하며 나누어 지급한다.”25

성종 23년(1493) 『대전속록』 반포 후, 중종 37년

(1542)에 이르기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집 편찬한 위 『대전

후속록』에 “「폐인(弊印: 조선통폐지인)」을 찍어”란 내용이 

담겨 있음은, 세조(1455~1468)는 물론 예종(1468∼1469)

과 성종(1469∼1494), 연산군(1494∼1506)과 중종대(1506

∼1544)에 이르기까지 조선통폐지인이 통용되었을 가능성

을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기록은 어업을 위한 

선척(船隻)의 화매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 및 사섬시에 

바치는 노비의 신공(身貢), (노비의) 대포(代布) 등에 대한 

공포(貢布)를 사섬시에 헌납한 예로 「폐인(弊印: 조선통폐

지인)」을 찍은 조선통폐지인의 용례를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위 기록 중 “‘면포와 정포(正布) 양단을 청색 실

로 직조하고’ 폐인(弊印: 朝鮮通幣之印)을 찍어 사섬시로 

올려보내고, (사섬시) 관원은 인신을 살피고 수납한다”는 

내용은 ‘양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한’ 포폐의 형태와 함께, 

포폐와 관련한 사섬시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사섬시 및 외방의 관에 반강(頒降)된 [조선통

폐지인]의 경우, 외방 관(官)의 어떤 단위에까지 조선통폐

지인이 반강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외방 

관의 경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르면 8도 아래에 5

부(府)와 5대도호부(大都護府), 20목(牧), 75도호부(都護

府), 77군(郡), 148현(縣)으로 구분되며, 부에는 부윤(府

尹), 대도호부에는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에는 목사

(牧使), 도호부에는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에는 군수(郡

守), 현에는 현령(縣令) 내지 현감(縣監) 등 약 330명의 외

방 관리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론해본다면 조선통폐지인을 지닌 채 포폐 발

행을 주관한 관을 목(牧) 내지 도호부까지로 한정한다면 

105개의 관(官), 군(郡)까지를 포함한다면 182개의 관, 현

까지를 포함한다면 330개의 관에 조선통폐지인이 반강되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적게는 105

22 『成宗實錄』, 成宗 5年(1474) 1月 26日 條.

23 『世祖實錄』, 世祖 6年(1460) 8月 21日 條.

24 『典錄通考』 戶典 下, 雜令, 後續錄, [司贍寺奴婢身貢].; 『增補典錄通考』 戶典 雜令 [後續錄]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5 『大典後續錄』 戶典 「雜令」 條. “全羅道各浦 限滿船隻和賣價 大猛船 五升木綿十一匹 中猛船 九匹 小猛船及鼻居刀船 各七匹 鐵釘鼻居刀船各三匹 司瞻寺納奴婢身貢 

綿布正布兩端靑絲織造 踏通弊印 上送司贍寺 官員考印信收納…選上代布 依貢布例 亦令納于司贍寺 分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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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顆) 내지 많게는 330과 및 사섬시 사용의 것을 포함해 

대략 330여과(顆)의 조선통폐지인이 제작, 유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III. 조선통폐지인의 용도

1. 공적(公的) 사용과 폐기

앞서 논자는 『세조실록』 세조 10년(1464) 8월 기사 

중 「어제천포론」과 전지(傳旨)를 인용하는 가운데 조선통

폐지인이 날인된 포폐의 용도를 든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통폐지인이 날인된 포폐는 원래 ‘민간의 교역 용도’

로, 또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수속(收贖)’ 내지 

‘노역을 대신해 바치는 신공에 대한 납폐’ 수단26으로 사용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2

월 7일 기사에 의하면 “조선통폐지인의 관인을 거칠 때 

2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예”27를 통해 ‘조세의 수단’으

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후 조선통폐지인이 날인된 포폐의 용도

에 변화가 생겨남을 알 수 있다. 성종 23년(1493)부터 중

종 37년(1542)에 이르기까지의 현행 법령을 편찬한 『대전

후속록』에 의하면, ‘기한이 만료된 선척의 화매가’28의 용

도로 「폐인(弊印)」, 즉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

된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는 적어도 

중종대(1506∼1544)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는 바, 원래 세조 연간의 경우 민간의 교역 내지 수속(收贖)

과 신공(身貢)에 대한 납폐 수단, 조세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예종(1468∼1469) 및 성종(1469

∼1494)으로부터 연산군(1494∼1506)과 중종대(1506∼

1544) 일부 기간에 걸쳐 ‘선척의 화매가’라는 다른 용도에까

지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폐인(朝鮮通幣之印)」을 찍어’ 사용된 포

폐(布幣) 내지 폐인을 찍지 않은 포(布)의 활용에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래 『세조실록』 중 “『(경국)대전』 

「국폐조」에 폐포 1필의 길이를 35척으로 하거나 혹 17척 

5촌을 반 필로 하여 그 양단에 모름지기 관인을 거쳐야 

하는데…”라는 내용 및 ‟상포 반 필은 저화 1장으로 하며, 

상포 1필 및 정포 반 필은 2장으로 하고…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라”29는 내용은 35척의 1필과 17척 5촌의 반 필이

라는 내용과 함께 5승포인 정포 1필 내지 3승포인 상포 1

필의 가치까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5척에 못 미치는 33~34척의 척단포(尺

短布)와 끊어진 실로 옷감을 짠 악단포(惡綿布) 내지 2승

포 등 추포(麤布)가 통용되면서, 성종 2년(1471) 11월 처

음으로 그 병폐가 논의되었던 바,30 연산군대를 거쳐 중종 

10년(1515) 6월에 이르러서는 이미 단직(單織) 3종면포

(三綜綿布)와 추악면포의 통용이 확산된 상태였다.31

이에 중종 10년(1515) 7월, 조정에서는 8개조에 이

르는 「저화행용절목(楮貨行用節目)」을 마련해 공무(公

務)에서의 저화 전용과 악포(惡布)의 금단(禁斷), 정면포

26 『世祖實錄』, 世祖 10年(1464) 8月 7日 條.

27 『世祖實錄』, 世祖 7年(1461) 2月 7日 條.

28 『大典後續錄』 戶典 「雜令」 條.

29 『世祖實錄』, 世祖 7年(1461) 2月 7日 條.

30 『成宗實錄』, 成宗 2年(1471) 11月 庚戌 條. “刑曹에서 아뢰기를, ‘民間이 行用하는 布貨는 본시 35尺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 中外의 간사한 무리들이 33, 4

尺으로 1匹을 삼아 轉賣하여 행용하고 있으니, 公私간에 병폐로 여깁니다. 심한 자는 單絲(홋실)로 짜므로 얇아서 쓸모가 없으니 금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31 『中宗實錄』, 中宗 10年(1515) 6月 癸酉 條. “『大典』에 실려 있는 國幣는 正布와 楮貨 두 가지인데, 정포는 무거워서 통용되지 않고 저화는 賤하여 停滯됩니다…

갑자년 이래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비로소 單織三綜綿布(외올로 짠 布)를 役價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점점 번져 나갔는데 그대로 사용해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익숙하게 보아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朴平植, 2011.6, 「朝鮮 前期의 貨幣論」 『역사교육』(118집), 역사교

육연구회, p.120 이하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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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綿布) 내지 저화의 병용 방침을 마련했던 바,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경중(京中)의 각사(各司)는 오는 10월 초 1일부터, 외방의 

각 고을은 오는 병자년(1516) 1월 1일부터 ‘징속(徵贖)을 『대전

(大典)』에 의해 저화만을 쓰도록 하고, 결송작지(決訟作紙, 소

송 수수료), 차지징궐(次知徵闕, 공물 훼손에 대한 벌금), 약재

(藥材) 매매와 일체 관부에 납입하는 모든 물품은…오직 저화

만을 쓰도록 하고’…민간에 행용되는 악포는 병자년(1516) 3월

까지를 한하여 행용할 것을 정하였으니, ‘각사와 각 고을의 면

포도 기한 전에는 민간에 행용되는 악포의 예에 의해 [병자년

(1516) 3월까지] 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아뢴 대

로 윤허한다 계하하였다.” 32

위 내용 중 ‘징속을 『대전』에 의해 저화만을 쓰도록 

하고, 결송작지와 차지징궐, 약재 매매와 관부에 납입하

는 모든 물품에 오직 저화만을 쓰도록’ 한 예는 이후 포

폐를 대신한 저폐의 광범위한 활용을 말하는 것으로, ‘각

사와 각 고을의 면포도 기한 전에는 민간에 행용되는 악

포의 예에 의해 [병자년(1516) 3월까지] 쓰게’ 한 것 역시 

1516년을 기점으로 포폐의 사용 또한 금한 내용이라 추

정할 수 있다.

위 추정만을 근거로 조선통폐지인이 1516년경 폐기

되었음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황윤석의 『이재난

고』 「흥덕현고인설(興德縣古印說)」 중 다음 내용은 16세

기 말에는 조선통폐지인이 이미 화폐 발행을 위한 통폐인

(通幣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임을 전하고 있다.

“일찍이 옆집의 100여년 전 문서에서 뜻하지 않게 이 인적

(印跡)을 본 적이 있습니다…이진문의 후손 영원이 집 처마에

서 얻어 책 궤짝에 오래 간직했던 것으로, 즉 만력 27년(선조 

22) 기해(1599년)에 본현(흥덕현)의 곡물과 포를 수납하는 공

첩(公牒)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향소(鄕所) 해당 아전과 함께 

성명이 열거되어 있었으며, 조도어사(調度御史)의 착압(着押)

이 있었고, 이어 이 인(印)이 찍혀 있어 매우 놀랐습니다.” 33

이 내용은 1757년(영조 33) 겨울, (흥덕)현감 민수

(閔鏽)가 지통(紙筒)을 조사하다 발견한 인장을 판독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황윤석의 서술로, 조선통폐지인이라

는 인문(印文)을 판독한 황윤석이 이전에 동일한 도장이 

찍힌 문서를 실견한 경험을 적은 부분에 해당한다.

이후 황윤석은 고적(古跡) 확인을 위해 문서를 찾아

올 것을 명한 민수의 지시에 따라 재차 이영원의 집을 방

문해 함께 벽장과 궤짝을 뒤져 (조선통폐지인) 인적(印

跡)이 있는 2폭의 별지를 얻게 되었다. 하나는 그 집 (권

리 주장을 위한) 사출문서(斜出文書)에 대한 만력 26년

(1598, 선조 21) 흥덕현의 입안(立案)으로, 행현감(行縣

監)의 착압(着押)으로 포백인(布帛印: 조선통폐지인)이 

찍혀진 것이었다. 또 하나는 같은 해 면임(面任)의 공첩

(公牒)으로, 작미(作米) 요청에 대한 조도어사의 착압이 

(조선통폐지인으로 찍혀진 것)이었다는 것이다.34

이 내용으로 본다면, 1598년 이전에 이미 조선통폐

지인은 포폐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흥덕현의 입안 

내지 면임의 작미 요청에 대한 공첩에 날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예의 경우 조선통폐지인이 1598년 

32 『中宗實錄』, 中宗 10年(1515) 7月 9日 條.; 이외에 『中宗實錄』의 다음 내용은 조선통폐지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中宗實錄』, 中宗 10年(1515) 

7月 9日 條. ”司贍寺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저화에 처음 쓰기 시작한 年月日을 적어 도장을 찍게 하고(踏印於時在楮貨), 상인들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저화도 이 

예에 의해 일월을 적고 도장을 찍어[踏印] 환급하여…시가에 따라 和賣토록 하되, 쓰기 시작한 일월과 도장을 찍지 않는 저화를 가지고 서로 화매한 자는 推考하

여 重罪로 논하며, 그 법금을 범한 楮貨와 布物은 관에 몰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 계하하였다”.

33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4, 韓國學資料叢書(3) 『頤齋亂藁』(第一冊),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90上. 『頤齋亂藁』(1冊 卷之2), 戊寅 條. “曾於鄰家 百許年

前文書 偶及見此印跡 盖胤錫先是 從故主薄李公振文後孫英遠 與之屋此者 得書簏舊藏 則是萬曆二十七年己亥 本縣穀布輸納公牒 而鄕所該吏並列姓名 調度御史着

押 因踏此印 心甚訝之”.

34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4, 韓國學資料叢書(3) 『頤齋亂藁』(第一冊),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90下. 『頤齋亂藁』(1冊 卷之2), 戊寅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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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방관의 관인을 대용한 예를 보여주는 바, 이러한 

점은 임진왜란∼정유재란(1592∼1598)의 혼란기 속에 관

인 분실에 따른 예로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35 그

럼에도 이에 대해 황윤석은 「흥덕현고인설」에 다음과 같

은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사(使, 조도어사)의 인(印)은 의당 적어도 (군비를 조달하

는) 관향관원(管餉官員)에게나 가능할 것이거늘, 현(縣)의 입

안에 헛되이 사용해서야 되겠는가?…조정에서는 특별히 조선

통폐지인을 만들어 이로써 조선통보의 돈을 대신케 하였다. 

또한 각 읍(邑)의 곡물과 포화폐(布貨幣)의 통행문서로 필히 

조선통폐지인으로서 신표를 삼았으니, 이 인(印)의 쓰임이 그

것이다. 대저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사용에 이르러 이 인(印)

은 사용되지 않았기에 보관해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적어도 

그러할 것이다.”36

위 내용은 조선통폐지인이 지방관의 관인으로 사용

되었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선통보를 대신한 “조선통

폐지인이 곡물과 포화폐의 통행문서인 신표 역할을 하였

다”는 기능과 함께, 상평통보 사용 후 이 인(印)이 사용되

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다. 사실 1651년 발행된 십전통보

(十錢通寶) 및 1678년 발행된 상평통보가 당시 법화(法

貨)로 채택되었던 바,37 조선통폐지인은 더 이상 포화(布

貨) 제작을 위한 관인으로서의 역할이 폐기되었으며, 이

에 각 관청에 보관된 것 중 하나가 흥덕현에서 발견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2. 존치와 용도의 전이(轉移)

그럼에도 위 『이재난고』에 언급된 1598년 흥덕현에

서의 입안과 면임이 조도어사에게 작미를 요청하는 첩정

에 조선통폐지인이 압인된 기록 외에, 『영조실록』 영조 16

년(1740) 기사에 조선통폐지인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는 

다음 용례가 발견된다.

“겸 춘추(兼春秋) 김정윤도 말하기를, ‘…신이 남방 고을을 

맡았을 때에 군포(軍布)와 여러 가지를 상납하면 반드시 40척

에 맞추고 양 끝에 도장을 찍었으나(軍布與各項上納 必準四十

尺 兩端踏印) 경아문(京衙門)의 군사가 받는 것은 40척에 차지 

않았는데…’ ” 38

위 내용 중 김정윤이 “남방 고을을 맡았을 때”란 그

가 순창군수에 부임한 1722년(경종 2) 4월 11일부터 1729

년(영조 5) 3월 26일까지의 기간으로,39 ‘군포와 여러 가지

를 상납할 때 40척에 맞추어 양 끝에 도장을 찍었다’ 함은 

조선통폐지인의 답인(踏印)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조실록』 영조 52년(1776) 2월 4일 기사 역시 

조선통폐지인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전하

고 있다.

35 전란 중 관인 분실과 관련된 예가 『宣祖實錄』(宣祖 25年, 1592年 5月 16日 條)에 실려 있다. “정원이 아뢰기를, ‘本院 書吏와 使令 각기 세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찾아왔으므로 승정원의 모든 일을 이들에게 분담시켜 대강 수행하게 하였으나…그중에 印信을 싸가지고 온 자는 각별히 상을 주도록 하되…수고에 보답하고 그

들의 뜻을 굳혀 주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한편 『承政院日記』(仁祖 15年, 1637年 4月 15日 條)는 병자호란(1636.12∼1637.2) 당시 朝鮮通幣之

印 분실과 관련한 다음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하다. “睦敍欽이 말하기를, ‘(조선통폐지인) 一顆를 金化에 거주하는 私奴 立伊가 찾아 金化地의 陳基에 와 바쳤습니

다. 이 印을 該曹에 갖추어 보내니, 賞給의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전하여 말하기를 계에 따르라 하였다”.

36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4, 韓國學資料叢書(3) 『頤齋亂藁』(第一冊),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90下. 『頤齋亂藁』(1冊 卷之2), 戊寅 條. “使是印苟出天將 

則管餉官員 用之尙可 而本縣立案 溪爲而用之哉…朝家特造朝鮮通幣之印 以代夫朝鮮通寶之錢 而凡於各邑穀布貨幣 通行文書 必以爲信 此印之所爲作 而至夫常平

通寶之行則 此印無所於用 故藏之不發也歟 苟然也”.

37 『肅宗實錄』, 肅宗 4年(1678) 1月 23日 條.

38 『英祖實錄』, 英祖 16年(1740) 2月 13日 條. “兼春秋金廷潤亦曰…且臣待罪南邑時 軍布與各項上納 必準四十尺 兩端踏印 而京衙門軍兵所受 不滿四十尺…”.

39 金廷潤은 景宗 2년(1722) 4월 11일 淳昌郡守에 제수되었으며(『承政院日記』, 景宗 2年 4月 11日 條), 英祖 5년(1729) 3월 26일 副護軍에 제수되었다(『承政院

日記』, 英祖 5年 3月 26日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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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감의 포보가포(砲保價布)는 다른 것과 전혀 다른데 

중간에서 농간하여 ‘짧고 거친 것으로 바꾸고(換以短麤)’…군

병(軍兵)의 차대(差代)에는 각각 정가(定價)가 있는데 도고(都

庫)의 갖은 물건으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40

이 기사는 장령(掌令) 신흔이 교동에 귀양 간 죄인 

(전 훈련대장) 이장오의 종 후남의 폐단을 왕세손에게 고

하는 내용으로, 역(役)을 대신해 바치는 포보가포를 짧고 

거친 것으로 바꾸어 이득을 독차지함을 고한 내용이다. 

같은 달 11일 기사에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집의(執義) 김낙수가 말하기를, ‘추조(秋曹)에서 잡아 가

둔 죄인 후남은 나라의 큰 도적입니다. 포보가포는 양 끝에 도

장을 찍은 것인데(卽兩端踏印者) 제 마음대로 농간하고…’ ” 41

위 두 인용문은 당시 훈련도감에서 사용한, 포의 양 

끝에 도장을 찍은 포보가포(砲保價布)에 대해 말하고 있

다. 여기서 “양 끝에 도장을 찍은 포보가포”는 “양 끝에 

(조선통폐지인) 도장을 찍은 포폐(布幣)”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18세기에 이르러 조선통폐지인은 군포(軍布) 제

작의 예로 그 용도가 전이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42

한편 1779년 황윤석은 목천(木川)현감에 재직 중43 

지통궤에서 조선통폐지인 1과(顆)를 발견했던 바, 이전에 

기술한 일기 「흥덕현고인설」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

였다.

“1779년 기해년, 나는 목천 관리로 재임하던 중 지통궤 위

에서 역시 조선통폐지인 1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법

칙을 바르게 한즉, (조선통폐지인이) 경외(京外)에 반강되어 

사용된 것임을 가히 알게 되었다.” 44

위 내용은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지방 관아에 여전히 

조선통폐지인이 존재해 있음을 말하는 바, 1779년(上之

三年己亥) 안정복이 편찬한 대록(大麓, 충남 木川)읍지인 

『대록지(大麓誌)』45의 다음 기록은 조선통폐지인의 또 다

른 용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인(古印) 1과(顆)가 관아의 지통궤에 있다. 인문(印文)

에 조선통폐지인이라는 6자가 있는데, 새로 새긴 것 같으며(如

新刻), 관찰사[觀察]의 인(印)과 같이 크다. 혹자는 말하되 본 

읍은 옛 수로(水路)로서 중국 조공사(朝中國) 및 일본 통신사

신(通信使臣)의 도회소(都會所)로, 무릇 물화(物貨)에 다 도장

을 찍어 표식하였는데 이것이 그 인(印)이라 하였다.” 46

40 『英祖實錄』, 英祖 52年(1776) 2月 4日 條. “訓局炮保價布 與他自別 而從中幻弄 換以短麤…軍兵差代 各有定價 都庫各種 榷利專呑”.

41 『英祖實錄』, 英祖 52年(1776) 2月 11日 條. “執義金樂洙曰 秋曹捉囚罪人厚男 國中之巨盜也 砲保價布 卽兩端踏印者 而任自幻弄…”.

42 軍布로써 훈련도감에 砲保을 올린 예가 1895년 간행된 규장각 소장의 『湖南邑誌』 제3책 중 「同福縣邑誌」에서 발견되기도 하여, 위 砲保價布가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 「동복현읍지」의 <軍額> 항목 중 “[均役廳] 選武軍官 44人, [訓練都監] 砲保 88名, 軍餉保 17명, 陞戶 1명, 매 式年에 뽑아 

올린다[抄上]”에서 “[訓練都監] 砲保 88名”이라는 기록은 役을 대신해 砲保를 바치는 인원을 명기한 것이며, <京上納年例> 항목 중 “親軍營 納砲保人 88명, 軍

餉保 17명, 합 105명 純木 1疋씩 合木 105필”의 기록은 砲保價布에 따른 布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奎章閣 소장번호: 奎 12181).

43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黃胤錫은 1779年(正祖 3) 8月 23日 木川縣監에 부임하였고, 1784年(正祖 8) 1月 21日 掌樂主簿로 임명된 바, 5년간 목천현감에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正祖 3年(1779) 8月 23日 條. “黃胤錫爲木川縣監”.; 『承政院日記』, 正祖 8年(1784) 1月 21日 條. “黃胤錫爲掌樂主簿”라는 내용 

참조.

44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4, 韓國學資料叢書(3) 『頤齋亂藁』(第一冊),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91上. 『頤齋亂藁』(1冊 卷之2), 戊寅 條. “後二十二年己亥 

余宰木川于官上紙筒樻 亦得朝鮮通幣之印一顆 與此正同則 其京外 頒用可知”.

45 규장각 도서목록: 一簑古 915.13-An1d.

46 (필사본) 『大麓誌』 「古跡」 條, 29장 2면. “○古印一顆在 官衙紙筒樻 印文曰 朝鮮通幣之印六字 如新刻 大如觀察印 或言 舊時水路朝中國及 日本通信使臣 以本邑都

會所 凡物貨皆打印 以標識此卽其印云.”; 1779年(正祖 3) 木川縣에서 편찬한 필사본 『木川邑誌』(규장각 소장: 奎 17382)에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1817年

(純祖 17) 증보 편찬한 목활자본 [木川縣誌](규장각 소장: 奎 3259-v.1-2)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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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위 기록은 당시 현감으로 재직 중인 황윤

석과의 교감이 없는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내용은 “관찰사 인(印)과 같이 크다”라는 조선통폐지인의 

크기와 함께, “(수출입 시) 물화에 다 도장을 찍어 표식하

였다(凡物貨皆打印 以標識)” 하여 대외무역에 따른 납세

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조선통폐지인의 또 다른 용례를 

짐작케 한다.

한편 1795년 이가환이 저술한 『정헌쇄록(貞軒瑣錄)』 

중 「조선통폐지인」 조의 다음 기록 역시 이런 추정에 대한 

증례를 제공한다.

“내가 (1780년 3월∼1781년 7월) 비인현(충남 서천군) (현

감) 직책을 맡았을 때,47 오래된 동인(銅印)이 있었는데 조선통

폐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 뒤에 들으니 옆 고을에 역

시 이 인(印)이 있다고 하였다.

고로(故老)에게 물으니 말하되, ‘요동[遼]과 심양[瀋]의 길이 

막혔을 때, 해로(海路)로 조경(朝京: 사신을 보냄)했던 까닭에 

연해(沿海)(고을)에 이 인(印)이 있습니다’ 하였다. 사행[使]은 

각각이 중대한 일인데 군현(郡縣) 모두가 이 인(印)을 사용한다

는 것은 응당치 않으므로, 그 말이 틀리지 않는가 의심하였다. 

후에 들으니 영동(嶺東)의 군현(郡縣) 역시 간혹 있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 추정컨대, 아마 이것은 동전이 통용되기 이전 

저화, 포백 등에 사용하여 화천(貨泉: 화폐)에 해당토록 한 것

이리라. 

그러나 이 역시 의당 송(宋)의 교자무(交子務)나 명(明)의 

보원국(寶源局)처럼 전담할 관청을 설치해야 할 것이지, 군현 

모두가 주조한 인(印)을 얻어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

다. 그 상세한 이유를 가히 알 수 없으니, 요컨대 나라의 대사

임에도 공사의 문적(文籍)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같

이 소루할 수 있을까?” 48

위 내용은 1780년 비인현감에 부임해 1781년 7월 조

정에 돌아온 이가환이 서술한 것으로, ”동전이 통용되기 이

전 저화, 포백 등에 사용하여 화천(貨泉: 화폐)에 해당토록 

한 것“이라는 견해는 물명(物名)과 관련한 그의 역사적 지

식에서 생겨난 정확한 용도를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내용 중 “옆 고을에 역시 이 인(印)이 있다” 

내지 “영동 군현에도 역시 간혹 있다”, “군현 모두가 주조

한 인을 얻어” 등의 기록은 조선통폐지인이 군(郡)은 물론 

현(縣)에까지 반강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위 내용 중 고로(故老)의 언급, 즉 “요동과 심양

의 길이 막혔을 때, 해로로 사신을 보냈던 까닭에 연해(고

을)에 이 인(印)이 있습니다”는 언급은 『대록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대외무역에 따른 납세의 수단으로 사용되

었을 조선통폐지인의 용례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내

용이기도 하다.

앞서 논자는 조선통폐지인의 원래 용도가 폐기된 

후, 『이재난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흥덕현의 입안문서와 

면임의 첩정에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 외에, 『영조실

록』 기록을 통해 훈련도감에서 군포 제작의 용도로 사용

된 예와 함께 『대록지』 및 『정헌쇄록』의 예를 통해 연해 고

을에서 대외무역에 따른 납세의 수단 등 공적(公的) 용도

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되었던 가능성의 예를 말하였다.

그런데 이런 공적 용도 외에 사적(私的) 기록에 조선

통폐지인이 압인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현재 규장각 소

장의 『탑좌종정지(墖左從政志)』49가 바로 그것이다. 이 필

사본 책은 이서구(1754∼1825)가 1774년 8월 문과에 급제

한 후 1785년(정조 9) 규장각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임

직할 때까지의 개인 기록인 종정지(從政志)로, 이 책 말

미에 정방형으로 곽(廓) 사방 7.3㎝ 크기의 조선통폐지

인 인영(印影)이 별지로 부착된 예를 볼 수 있다. 이서구

47 李家煥은 정조 4년(1780) 3월부터 정조 5년(1781) 7월까지 庇仁縣監에 있었다. 『承政院日記』 正祖 4年(1780) 3月 13日 條에 “李家煥爲庇仁縣監”이라는 내용

과, 『承政院日記』 正祖 5年(1781) 7月 30日 條 중 “李家煥爲禮曹正郞”이라는 내용 참조.

48 李家煥 著(한문분과 역), 2006.5, 「이가환의 『정헌쇄록』」 『민족문학사연구』(30권), 민족문학사학회연구소, pp. 391∼392.

49 규장각 도서목록: 古 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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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곡산부사(1759년), 양주목사(1763년), 성천부사

(1765년), 강원감사(1768년) 등 외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

로, 개인 기록인 『탑좌종정지』에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별

지로 부착되어 있음은 외직에 있을 때 관아 소장의 도장

을 별지에 찍은 후 책에 부착했거나, 규장각 재직 시 규장

각에 소장된 도장을 별지에 찍어 부착했던 예에 해당할 

것으로, 사적 용도에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

다고 하겠다.

IV. 조선통폐지인의 현존과 의미

논자는 『정헌쇄록』 기록 중 군은 물론 현에까지 반강

되었음을 알려주는 예를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

지인이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이

렇듯 다수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고, 『경국대전』과 

『대전후속록』, 『세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과 『이

재난고』 중 흥덕현 입안문서 등에 조선통폐지인이 압인

된 기록, 『탑좌종정지』에 압인된 실례와 『대록지』 등의 기

록이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통폐지인이 찍힌 포

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여태껏 발견된 바가 없다.

다만 최근 기록으로서 1928년 홍한표가 엮은 『부여

지』 「제영(題詠)」 조 <조선통폐지인> 항목에 “수십년 전 

어떤 자로부터 (이를) 얻어 현(縣)에 보존되어 있어 기록

한다”50는 내용만이 발견될 뿐이다. 한편 유자후가 1940년 

간행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을 볼 때, 당시까지 조선통폐지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51

이후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 실물

이 발견된 바 있다. 이 유물은 원각사 주지가 2009년 8월 

답십리 고미술상으로부터 사찰인(寺刹印)이라 여겨 구입

한 것으로, 소장 후 동인(銅印)을 찍어 조선통폐지인(朝

鮮通幣之印)이라는 인문(印文)을 확인한 것이다.52 이후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영근이 1775년과 1776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조선통폐지인이 압인(押

印)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바,53 당시 원각사에서는 직지사 

고문서에 압인된 자료와의 대조를 위해 조선통폐지인 인

영(印影)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

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권100, 김천 직

지사, 예천 용문사 편)에 위 ‘직지사 소장 고문서’가 소개

되었으며,54 1775년 작성된 「전장기」와 1776년 급고자(汲

古子) 수우(守遇)가 쓴 「경상도 금산군 황악산 직지사 고

선종 대가람 사적」 및 「금산직지사중기」 등 직지사 고문

서에 압인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소개되기도 하였다.55

직지사 고문서에 찍힌 인영(印影)은 곽(廓) 사방 7.3

㎝ 크기로, 이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금산직지사중기」에 

압인된 인영 2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사진 1).

50 1928년 洪漢杓가 編하고 扶餘郡廳에서 편집·발행한 5卷 2冊의 活字本(新式活字) 邑誌로, 『扶餘誌』(卷之一) 「進貢」 ‘題詠’ 條. (규장각 도서목록: 奎 15705-v.1-2).

51 柳子厚, 昭和拾五年(1940), 『朝鮮貨幣考』, 學藝社, 전반부 도록 부분. 도록에 실린 印影은 廓이 사방 4.5㎝ 크기로, 원래 인영을 축소해 실어둔 것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조선통폐지인과 관련해, 명성황후 관계 기사가 인터넷에 소개되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203번지에 華藏庵이 있는데 이

곳에도 명성황후께서 피난을 왔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물증이 있다고 한다. 김예식이라는 분이 1962년 영춘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형통폐지인」이라 篆書된 놋쇠 도장을 수습하였는데, 충북대 조건상 교수는 이 도장에 대하여, 아마도 조선시대 궁중에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찍었던 도장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주소: https://roaltlf.blog.me/37707001). 여기서 「조형통폐지인」이라는 기록은 이를 수습한 자 내지 자문한 자가 「조선

통폐지인」을 「조형통폐지인」이라 잘못 읽은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52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스님께 의뢰하여 印文을 확인하였다.

53 전영근, 2011, 「조선시대 사찰문서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p.16.

5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2011, 『古文書集成』(권100, 김천 직지사, 예천 용문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55 앞서 언급한 바 대략 330여顆가 제작된 조선통폐지인의 경우, 1678년 이래 常平通寶의 유통으로 18세기 전반 이전에 용도 폐기된 것임을 말한 바 있다. 그럼

에도 어떤 연유로 1775년과 1776년에 작성된 직지사 고문서에 조선통폐지인이 찍혀 있는가 하는 점은 조선통폐지인 용례의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추론컨대 

定宗大王의 胎封을 뒷산에 모신 직지사의 경우, 1763년(영조 39) 靖嬪李氏의 願堂으로, 1768년 英祖의 處分懸板이 내려지기도 했던 바, 禮曹에서 寺刹印 내지 

僧統印 발급을 대신하여 직지사에 기존 수거된 조선통폐지인 중 1과를 頒降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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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탑좌종정지』와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 및 

원각사 소장의 조선통폐지인 사진을 실어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사진 2).

위 인영(印影) 및 사진을 놓고 볼 때 「금산직지사중

기」에 압인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은 『탑좌종정지』 및 『조선

화폐고』의 인영 및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 사진과 동

일한 인문(印文)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지

사 고문서의 인영 및 원각사 사진의 경우 인신(印信)의 오

랜 사용으로 획과 곽이 닳아 다른 인영과 다소 차이를 보

이나, 모두 곽(廓) 사방 7.3㎝ 크기로 동일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원각사에 소장된 조선통폐지인은 손잡이 부분이 직

뉴(直鈕) 형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뉴의 폭이 약간 좁아

지며 꼭지 부분은 완만하게 둥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뉴의 경우 1471년 제작된 사직서인(社稷署印) 내지 

1494년 제작된 장악원제조인(掌樂院提調印)56과 같이 낮

은 방형의 뉴대(鈕臺) 위에 뉴(鈕)가 세워진 형식이다. 뉴

대는 사방 4.9㎝의 방형에 높이 약 3mm 정도이며, 그 위

에 5.7㎝ 높이의 뉴가 솟아 뉴부(鈕部) 전체 높이는 6㎝이

다. 인부(印部)의 경우 높이 1.5㎝로, 전체 인(印)의 높이

는 7.5㎝ 정도이다. 한편 인부(印部)의 경우 사방 7.3㎝의 

정방형 곽(廓) 안에 우에서 좌로 2행 3자에 걸쳐 <朝鮮通 

/ 幣之印>이라는 6자의 인문(印文)이 전서(篆書)로 새겨

져 있다(사진 3).

앞서 논자는 1779년 안정복이 편찬한 『대록지』 내용

을 인용했던 바, 그 내용 중 ‟인문(印文)에 조선통폐지인

이란 6자가 있는데…관찰사의 인(印)과 같이 크다[大如

觀察印]”57 하여 조선통폐지인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1485년 반포된 『경국대전』의 경우 예전(禮典) 

「용인(用印)」 조에 ‟각 아문(衙門)의 인신(印信)으로…경

(京)·외(外) 1품 아문의 인(印)은 가로 세로[方] 2촌 9푼(二

寸九分, 8.3㎝)이며, 2품은 2촌 8푼(二寸八分, 8㎝), 3품

은 2촌 5푼(二寸五分, 7.15㎝)…” 등 크기를 규정하고 있

다.58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인신등록(印信謄錄)』59의 경우 

1679년 1월부터 1870년 12월까지의 인신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 1 「금산직지사중기(金山直指寺重記)」에 압인된 인영.

56 국립고궁박물관, 2009, 『조선왕조의 관인』, p.28, 92.

57 (필사본) 『大麓誌』 「古跡」 條, 29장 2면. “印文曰 朝鮮通幣之印六字…大如觀察印”.

58 『經國大典』 禮典 「用印」 條. ‟各衙門印信…京外一品衙門印, 方二寸九分 二品 二寸八分 三品 二寸五分…”.

59 奎章閣 소장번호: 奎 12919-1.

사진 3 조선통폐지인(원각사 소장), 7.3×7.3×7.5㎝.
사진 2 A:   『탑좌종정지』 印影(규장각 소장), B: 『조선화폐고』 수록 印影, C: 원각사 

조선통폐지인 (반전한 형태).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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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가운데 1797년 6월부터는 인신 반강(頒降)에 

앞서 『인신등록』에 실제 인영을 답인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신등록』에 답인된 인신의 평균 치수는 법

전 치수와 달리 정2품의 경우 8㎝, 종2품 7.8㎝, 정3품 7.3

㎝, 종3품 7.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60 이에 따르면 종2

품 문관직에 해당하는 관찰사의 경우 『인신등록』 예에 의

하면 인(印)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7.8㎝로, 조선통폐지

인 크기인 7.3㎝보다 약간 큰, 비슷한 규모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록지』의 언급 중 “관찰사의 인(印)과 같

이 크다”는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재난고』의 「흥덕현고인설」에 조선통폐지인

의 외형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 바, ‟얇고[薄] 두툼하며[厚] 

짧으면서도 커서[小大] 볼 때마다 용처[用]가 달라 보였다

[差殊]. (글자는) 네모나고[觚] 또한 정교하였으며[微], 새

겨진[剡而] 글자[文]가 닳지 않았다[未刓]. 조선통폐지인 

6자가 있었다”61는 내용은 위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

의 모습과 비견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62

V. 결어

이상의 서술을 통해 조선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은, 

고려 공민왕 5년(1356) 관(官)의 표인(標印)을 거쳐 5승포

를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건의 및 조선 태종 1년(1401) 정

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朝鮮布貨)」를 유통하자

는 유관 등의 상소를 착안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유통된 저화(楮貨)와 세종 

5년(1423) 발행된 조선통보(朝鮮通寶)의 문제점을 대체

하기 위해 주조된 것으로, 세조 9년(1463) 1월 이전에 제

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

폐조」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조선통

폐지인을 찍어 포폐(布幣)를 발행하기 위한 인신(印信)으

로,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

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의 납

폐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태종 15년(1415) 당시 포

화(布貨) 사용에 대한 「포백세(布帛稅)」를 수납한 예와 같

이, 면포와 정포(正布) 양단을 청색 실로 직조하고 폐인

(弊印: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

종 23년(1493)부터 중종 37년(1542)까지의 법령을 수록한 

『대전후속록』에 의하면, 기한이 만료된 선척의 화매가의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필(35척)에 못 미치는 척단포(尺短布)와 악

단포(惡綿布) 내지 2승포 등 추포(麤布) 통용이 만연하는 

가운데 중종 10년(1515) 7월 「저화행용절목」의 방침에 따

라 1516년 3월을 기점으로 포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한

편 『이재난고』 「흥덕현고인설」에 의하면 만력 26년(1598) 

흥덕현의 입안(立案)에 포백인(布帛印: 조선통폐지인)

이 행현감(行縣監)의 착압(着押)으로 사용되었으며, 면임

(面任)의 작미(作米) 요청에 대한 조도어사의 착압(着押)

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찍힌 공첩(公牒)이 발견되어, 1598

년 이전에 이미 조선통폐지인은 포폐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이재난고』에 의하면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사용에 이르

러 이 인(印)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바, 1651년 발행

된 십전통보(十錢通寶) 및 1678년 발행된 상평통보가 법

화(法貨)로 채택되었음을 계기로, 조선통폐지인은 더 이

상 관인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조실록』 영조 16년(1740) 기록 중 “…신

60 성인근, 2013, 『한국인장사』, 도서출판 다운샘, p.194.

61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4, 韓國學資料叢書(3) 『頤齋亂藁』(第一冊),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90上. 『頤齋亂藁』(1冊 卷之2), 戊寅 條. “薄厚小大 視時用

差殊 其觚又微 剡而文則未刓 有曰朝鮮通幣之印 凡六字”.

62 이 점에 대해 앞선 연구자 정수환은 「흥덕현고인설」 중 ‘“얇고 도툼하며 작으면서도 커서 보는 때때로 그 특징이 달리 보인다’라는 관찰 기록은 현전하는 인장에 

비견된다.(그림-1)”는 언급과 함께 이전 원각사에서 전영근에게 제공한 사진 자료를 (그림-1)의 도판 자료로 실어두었다. 또한 『조선화폐고』 수록의 인영을 비교 

자료로 (그림-2)로서 실어두었다. 정수환, 2017.10, 「頤齋 黃胤錫의 錢文에 대한 관심, 고증 그리고 실험분석」 『전북사학』(51집), 전북사학회,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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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방 고을을 맡았을 때 군포(軍布)와 여러 가지를 상납

하면 반드시 40척에 맞추고 양 끝에 도장을 찍었으나…”

라는 내용 및 영조 52년(1776) 2월 4일 기록 중 “양 끝에 

도장을 찍은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내용은 “양 끝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布幣)”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18세기에 이르러 조선통폐지인은 군포 제작의 예로서 그 

용도가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79년 황윤석이 목천현감에 재직 중 조선통폐

지인 1과(顆)를 발견했으며, 1779년 안정복이 편찬한 목

천(木川)읍지 『대록지(大麓誌)』 중 조선통폐지인에 대해 

“관찰사 인(印)과 같이 크다”라는 조선통폐지인의 크기와 

함께, “(수출입 시) 물화에 도장을 찍어 표식하였다”는 기

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의 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되었을 또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 1795년 

이가환이 저술한 『정헌쇄록』 「조선통폐지인」 조에 “내가 

비인현(현감)을 맡았을 때, 오래된 동인(銅印)이 있었는

데, 조선통폐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요동[遼]과 

심양[瀋]의 길이 막혔을 때, 해로(海路)로 조경(朝京)했던 

까닭에 연해(沿海) (고을)에 이 인(印)이 있다”는 등의 내

용 역시 무역에 따른 납세의 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

용되었을 용례를 말해준다. 그리고 “옆 고을에 역시 이 인

(印)이 있다” 내지 “영동 군현에도 역시 간혹 있다” 등의 

기록은 조선통폐지인이 군(郡)은 물론 현(縣)에까지 반강

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헌쇄록』의 기록 중 현(縣)에 이르기까지 반강(頒

降)되었음을 미루어 본다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

인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경국대전』

과 『대전후속록』, 『세조실록』, 『승정원일기』, 『이재난고』, 

『대록지』 등의 기록과, 『탑좌종정지』 말미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별지로 부착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

물은 여태껏 발견된 바가 없다. 다만 최근 기록으로 1928

년 기록된 『부여지』 「제영(題詠)」 조 <조선통폐지인> 항

목에 “수십년 전 어떤 자로부터 (이를) 얻어 현(縣)에 보존

되어 있어 기록한다”는 내용과,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

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을 통해, 당시

까지 조선통폐지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 실

물이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1775년과 1776년 작성된 직

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印

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에 찍혀진 

인영과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 및 원각사 소장의 조선통폐지인 사진을 비교해 보았

던 바, 이들 문서에 압인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각사에 소장된 조선통폐지인은 직뉴(直鈕) 형식으

로, 15세기 초반에 제작된 사직서인(社稷署印) 내지 장악

원제조인(掌樂院提調印)과 같이 낮은 방형의 뉴대(鈕臺) 

위에 뉴가 세워진 형식이다. 전체 인(印)의 높이는 7.5㎝ 

정도이며, 인부(印部)에는 사방 7.3㎝의 정방형 곽(廓)에 

우에서 좌로 2행 3자에 걸쳐 <朝鮮通 / 幣之印>이라는  

6자의 인문(印文)이 전서(篆書)로 새겨져 있다. 이 형태는 

1779년 『대록지』에 실린 “인문(印文)에 조선통폐지인이라

는 6자가 있는데…관찰사의 인(印)과 같이 크다”는 조선

통폐지인 크기에 대한 언급과, 『이재난고』의 「흥덕현고인

설」 중 조선통폐지인의 외형에 대해 “얇고 두툼하며 짧으

면서도 커서…(글자는) 네모나고…조선통폐지인 6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의 모습과 비

견되는 표현이라 여겨진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볼 때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

은 폐포 제작을 목적으로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임

을 알 수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실물 자료라 말할 수 

있다. 이 유물은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

信)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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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ency (國幣) article in GyeongGukDaeJeon (經國大典), the ChoSonT`ongPaeJiIn (朝

鮮通幣之印) was a seal that was imprinted on both ends of  a piece of  hemp fabric (布). It was used for the circulation 

of  hemp fabric as a fabric currency (布幣). The issued fabric currency was used as a currency for trade or as pecuniary 

means to have one's crime exempted or replace one's labor duty. The ChoSonT`ongPaeJiIn would be imprinted on a 

piece of  hemp fabric (布) to collect one-twentieth of  tax.

The ChoSonT`ongPaeJiIn (朝鮮通幣之印) was one of  the historical currencies and seal materials used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Its imprint was a means of  collecting taxes; hence, it was one of  the taxation research materials. 

Despite its value,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undertaken on it. Thus, the investigator conducted 

comprehensive research on it based on related content found in JeonRokTongGo (典錄通考), Dae'JeonHu-Sok'Rok (大

典後續錄), JeongHeonSwaeRok (貞軒瑣錄) and other geography books (地理志) as well as the materials mentioned by 

researchers in previous studies.

The investigator demonstrated that the ChoSonT`ongPaeJiIn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concept of  

circulating Choson fabric notes (朝鮮布貨) with a seal on ChongOseungp`o (正五升布) in entreaty documents 

submitted in 1401 and that the fabric currency (布幣) with the imprint of  the ChoSonT`ongPaeJiIn was used as a 

currency for trade, pecuniary or taxation means of  having one's crime exempted, or replacing one's labor, and as a 

tool of  revenue from ships. The use of  ChoSonT`ongPaeJiIn continued even after a ban on fabric currencies (布

幣) in March 1516 due to a policy on the "use of  Joehwa (paper notes)" in 1515. It was still used as an official seal on 

local official documents in 1598.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祖), it was used to make a military service (軍布) 

hemp fabric. Some records of  1779 indicate that it was used as a means of  taxation for international trade.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30 ChoSonT`ongPaeJiIn were in circulation based on records in 

JeongHeonSwaeRok (貞軒瑣錄). Although there was the imprint of  ChoSonT`ongPaeJiIn in An Inquiry on Choson 

Currency (朝鮮貨幣考) published in 1940, there had been no fabric currencies (布幣) with its imprint on them or 

genuine cases of  the seal. It was recently found among the artifacts of  Wongaksa Temple. The seal imprint was also 

found on historical manuscripts produced at the Jikjisa Temple in 1775.

The investigator compared the seal imprints found on the historical manuscripts of  the Jikjisa Temple, 

attached to TapJwaJongJeonGji (塔左從政志), and published in An Inquiry on Choson Currency with the 

ChoSonT`ongPaeJiIn housed at the Wongaksa Temple. It was found that these seal imprints were the sam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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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one at Wongaksa Temple. In addition, their overall form was the same as the one depicted in Daerokji (大麓

誌) and LiJaeNanGo (頤齋亂藁).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ChoSonT`ongPaeJiIn at Wongaksa Temple 

was a seal made in the 15th century and is, therefore, an important artifact in the study of  Choson's currency history, 

taxation, and seals. There is a need for future research examining its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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