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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정*

 
록: 이 논문은 정조 연간에 제작된 生生字와 整理字를 심으로 조선 

후기 통치자와 지식인들의 국 활자에 한 심과 국 활자 제작 방식의 

도입에 해 고찰한 것이다. 조선시  활자 가운데는 국에서 수입된 서

의 자체를 본떠 만든 활자들이 많았다. 이는 국에서 수입된 서 이 내용

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조선의 인쇄와 출 에 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기에는 국의 활자 제작 방식이 도입되지는 않았다. 

明淸時代 국에서는 목  인쇄 외에도 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 방식

이 사용되었으며, 국의 발 된 문물에 심을 가진 조선 후기의 實學派는 

빠르고 효율 인 국의 인쇄 방식에 심을 갖게 되었다. 정조 연간에 제작

된 生生字와 整理字는 국의 武英殿聚珍版(四庫全書聚珍板)을 인쇄한 목활

자의 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활자의 개량에 어느 정도 성공하 다. 
한편 정조 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국에서 목활자를 구입하 다는 기록

이 있다.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조선시  목활자 가운데 이 때 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활자가 있다. 이들 활자는 腰高大字와 

字, 普通大字와 字로 명명된 것이다. 이들 활자는 기존의 조선 활자가 안고 

있던 組版의 비효율을 일정 부분 개선한 형태로, 조선 후기 통치자와 지식인

들이 인쇄 기술 향상을 해 국의 활자에 심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실물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 국립 앙박물  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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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正祖, 生生字, 整理字, 活字, 武英殿聚珍版程式, 燕貿木字, 實學派, 
國立中央博物館

1. 머리말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 조선의 통치자들은 국에서 입수한 서 을 

통하여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에 활용하고, 유교 문화를 발 시켰다. 국 

서 을 입수한 목 이 본질 으로 내용을 악하려는 것이었고, 한 그것이 조

선의 문물과 제도에 요한 향을 미쳤으므로, 지 까지 국 서  수입에 한 

연구는 내용면에 집 되어 왔다. 반면에 국 서 의 형식, 간행 방식, 인쇄 방식 

등과 같은 형식 인 측면에서의 교류나 향 계 등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조선이 국 서 의 형식 인 면에 심을 보 다는 증거가 많지 않은 것은 사

실이다. 하지만 내용이 형식을 동반한다는 을 고려할 때, 국 서 의 수입이 

형식면에서 조선의 서  간행에 미친 향이나 상호 교류에 해서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에서 먼  조선시 에 만들어진 활자의 자체에 보이는 

국 서 의 자체의 향과 그 의미에 해 살펴볼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實學 들의 술에서는 국 인쇄술을 소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일부 지식인들이 국의 인쇄 방식 는 인쇄 기술에 

상당한 심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正祖 연간 生生字와 整理字를 만드

는 과정에서 국의 활자 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한 를 볼 수 있다. 본고에

서 두 번째로 서술할 부분은 이와 련된 것이다.

정조는 生生字를 제작하기 년과 년에 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목활자를 

구입하 는데, 이는 이 활자가 生生字의 제작과 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지 까지 이 활자의 구입 목 , 존 여부에 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본고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활자 가운데 이 활자로 比定되는 활

자를 소개하여, 조선 후기 출 과 인쇄의 역사에서 국 인쇄술의 향에 한 논

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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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인쇄에 한 심과 활자 제작 방식의 도입 

1) 국 자체의 도입

조선은 건국 후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서 을 국에서 수입해 와서 이를 

바탕으로 자체 으로 책을 간행하 다. 그 방식은 국에서 수입한 서 을 그

로 飜刻하거나 새로 써서 목 에 새기는 방식 는 활자를 사용하여 책 내용을 

다시 간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조선의 통치자들은 국가의 주도하에 활자를 만

들어 量多種의 책을 출 하여 보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 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속활자와 목활자를 제작하 는데, 이 때 국에서 수

입한 板本의 자체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 서 의 수입이 

조선의 출 과 인쇄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도 향을 미쳤음을 의미할 것이다.

기록이나 본을 통해 확인되는 국 서 의 씨를 자본으로 만든 활자는 

다음 몇 가지 종류이다.  

1403년(태종 3)에 조선시  최 로 만들어진 속활자인 癸未字는 經筵에 있던 

詩經 · 書經 ·  左傳의 古註本을 字本으로 삼아 李稷 등에게 명하여 만든 것

이었다.1) 古註本 詩經 · 書經· 左傳이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 

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癸未字를 만들 당시 에 열거한 책들을 입수하

다는 기록이 없으므로2) 고려시 에 입수한 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 남아 

있는 癸未字의 印本을 바탕으로 당시 癸未字의 자본이 된 에 열거한 책들은 

南宋板으로 추정되고 있다.3)

1420년(세종 2)에 만든 庚子字는 癸未字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癸未字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만든 활자이다. 이 활자의 字本에 해서도 역시 經筵에 소장된 

古註本 詩書左氏傳 등에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庚子字의 자체는 元나라 

본의 자체를 따온 것으로 보고 있다.4)

庚子字 역시 세종이 기 한 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다시 활자 개량이 이루

 1)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22, 跋語類 ｢鑄字跋｣.

 2) 신양선, 1999 ｢15세기 조선시 의 서 수입정책｣, 실학사상연구 12, 167-168면.

 3) 천혜 , 2006 한국서지학(개정 ), 민음사, 289면.

 4) 천혜 , 앞의 책, 296-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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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板 孝 事實 甲寅字本 大學衍義

<도  1> 明板 孝 事實과 甲寅字本의 자체 비교

어졌으며, 그 결과 주조된 활자가 1434년(세종 16)에 완성된 甲寅字이다. 甲寅字

는 활자의 주조 방식에서도 주목되지만, 자체도 아름다워 조선시 에 6차례 

같은 자체의 활자가 주조되었을 정도로 리 쓰이던 활자 다. 이 활자는 속칭 

衛夫人字라고도 하는데 衛夫人은 王羲之의 스승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는 속칭일 

뿐이며 이 활자의 자본은 역시 經筵에 소장되어 있던 明板 孝 事實과 爲善

陰騭,論語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자라는 자는 이후 세조가 되

는 晉陽大君이 직  썼다고 한다.5)

孝 事實은 1420년(永樂 18)에 간행되었으며, 爲善陰騭 역시 비슷한 시기

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책은 永樂帝가 백성들을 교화하여 왕조를 

안정시키려는 목 으로 만든 善書의 일종으로 민간에 리 보 하 다고 한다.6) 

1419년(세종 1)에 명나라에 견되었던 聖節使가 爲善陰騭 600권을 하사받았다

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7) 이 책은 간행 후 바로 조선에도 보내졌던 것 같다. 

1432년에 간행한 三綱行實圖의 서문에서는 이 책에 실린 孝子에 한 詩는 명

나라 태종이 보내  孝 事實에 실린 시를 傳 하 다고 기록하 다.8) 孝 事

 5) 世宗實  권65, 세종 16년 7월 丁丑.

 6) 明史 志 권74, 藝文 3.

 7) 世宗實  권4, 세종 1년 6월 己卯.

 8) 한국학 앙연구원편, 2006 조선시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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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이 1420년에 간행되었고 명나라 태종이 1424년 이 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책 역시 간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들어왔음에 틀림없다. 論語는 1419년

에 이미 조선에 도입되었다.

태종 때에 이미 국에서 수 십 종의 책이 수입되었지만 세종은 甲寅字를 만들 

때 자신이 즉 한 후에 국에서 들어온 책을 새로운 활자의 자본으로 삼았다. 

특히 孝 事實과 爲善陰騭은 백성들의 교화를 해 만든 책으로, 永樂帝는 

조선에도 그 교화가 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지체 없이 조선으로 보

냈을 것이며, 세종 역시 유교 국가의 기 를 마련하기 해 백성들을 교화할 필요

성을 느껴 三綱行實圖를 편찬하 다. 따라서 甲寅字의 자체 결정에는 단지 

자체가 훌륭하다는 이유 외에 국과의 계나 당시의 정치  상황 등이 고려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484년(성종 15)에 만든 甲辰字 역시 국 본인 歐陽脩集의 자를 바탕으

로 만들었으며,9) 1493년(성종 24)에 만든 癸丑字는 明板 資治通鑑綱目의 자

를 자본으로 하 다. 이어 종 연간에 주조한 丙子字 역시 明板 資治通鑑의 

자를 바탕으로 만들었다.10) 유교이념이 자리를 잡은 성종 연간에 들어와서 經

史子集 등 유교 서  인쇄가 증가하면서 甲辰字와 丙子字의 에서 보듯이 자

본도 같은 계통의 명나라 본을 바탕으로 만든 이 주목된다.  

조선 후기의 활자 가운데 국 본의 자를 字本으로 한 활자로는 먼  

17~18세기에 校書館이 주 하여 만든 校書館印書體字를 들 수 있다. 校書館印書

體字는 기와 후기로 나 어지며, 명칭 그 로 종래의 붓 씨로 쓴 듯한 筆書體

와 달리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으며, 삐침이나 돌기 등을 생략하여 간소화

시킨 인쇄체인 것이 특징이다.11) 이러한 씨체는 국에서 宋代에 板刻工들이 

각의 효율을 높이기 해 시도한 서체로 宋朝體라고도 한다.12) 국의 본에

서는 명나라 기부터 이런 印書體가 리 사용되었으며, 국에서 수입한 책을 

통해 조선에도 印書體가 소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체는 곧바로 조선

의 활자체에 도입되지는 않았고 어도 1세기 이후에 이 인쇄체가 응용되었던 것 

 9) 成宗實  권169, 성종 15년 8월 乙亥. 

10) 천혜 , 앞의 책, 353-358면.

11) 校書館印書體字에 해서는 이재정, 2007 ｢국립 앙박물  소장 교서 인서체자의 분류  

고증｣, 조선의 속활자-교서 인서체자(국립 앙박물  역사부), 국립 앙박물  참조.

12) 李明君, 1997 中國美術字史圖說 人民美術出版社, 182-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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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校書館印書體字의 서체가 정확히 어떤 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제작된 印書體 活字 가운데 그 자체의 연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정조 때 만들어진 목활자인 生生字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속활자인 整理字이

다. 이 두 활자의 자본은 康熙字典의 자이다. 康熙字典은 1716년에 완성

되었으며, 1726년( 조 2)에 조선에 들어왔다.13) 康熙字典의 자체로 만든 生

生字의 제작 시기는 1792년이다. 그런데 1749년에 洪啓禧가 만든 속활자인 栗

谷全書字에서 이미 康熙字典의 자체를 사용하 으며, 정조가 세손 시 에 栗
谷全書의 활자체로 인쇄를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이 있었다.14) 정조는 이 

때 이미 이 자체에 심을 두었다가 이후 生生字와 整理字를 만들 때 이 자체

를 활용했던 것 같다. 19세기에 이르면, 민간에서 출 에 사용된 목활자뿐 아니라 

목 에 이르기까지도 印書體가 리 확산, 보 되었다.

의 몇 가지 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 에 활자를 제작할 때는 국 본의 

자체를 모방 는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으로부터 서 을 수입하는 

일과 활자의 자체 결정이 한 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  활자 가운데 조선 사람들의 씨체를 바탕으로 만든 활자들도 

있다. 丙辰字, 庚午字, 丁丑字, 乙酉字, 韓構字, 元宗字 등이 그러한 들이다. 이 

가운데 丙辰字, 丁丑字는 세조의 씨를 바탕으로 만든 활자이며, 戊寅字의 씨

도 세조가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庚午字는 安平大君의 씨, 乙酉字는 鄭蘭宗

의 씨를 자본으로 하 다.15) 숙종 때 처음 주조된 韓構字는 당 의 명필 韓構

의 씨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활자이며, 1693년(숙종 19)에 만든 元宗字는 인

조의 아버지인 元宗의 씨체를 바탕으로 만든 활자이다.

특히 세조 연간에 만든 활자들은 모두 조선 사람의 씨를 자본으로 한 , 

乙亥字, 丁丑字, 乙酉字 등이 佛經의 인쇄에 많이 사용된 이 주목된다. 이는 세

조 당시의 정치  분 기, 세조의 취향 등과도 련되어 있는 것 같다.

13) 李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권5, 事大典故 使臣.

14) 明義  권首, 賢閣日記 을미년(1775) 8월 11일. “且於一日 余於書筵  栗谷全書新刊事 

因曰 彼鑄字 如唐板本矣 印出則似好.”

15) 천혜 , 앞의 책, 607-609면 한국 속활자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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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인쇄에 한 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기에는 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 인쇄본의 

자체를 도입한 는 보이지만, 실제 국의 인쇄술에 해 심을 갖거나 그 기

술을 도입한 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인쇄에 심이 많았고 여러 종류의 활자

를 제작했던 세종이 국 활자에 심을 보인 가 있다. 세종은 1435년(세종 17) 

8월에 北京에 聖節使를 보낼 때 南智 일행에게 국에서 서 을 구입해 올 것을 

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게 명하 다.

본국의 鑄字는 蠟을 사용하매 일이 자못 많고, 후에 고친 鑄字는 네 모퉁이가 평

평하고 바른데다가 그 鑄字의 體制가 두 가지 모양이다. 국 鑄字의 字體와 印出하

는 일을 자세히 찾아서 물을 것이다.16)

이 사료에서 세종이 국의 활자 제작 방식과 인쇄술에 해 알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어떤 목 으로 이런 명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庚子字와 甲寅字를 만든 세종이 보다 개량된 활자를 만들기 해 국의 활자를 

참고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435년 12월 조선으로 돌아온 성 사 일행이, 書

狀官 鄭而漢과 명나라 禮部員外郞 蕭 가 문답한 내용을 보고하 는데, 이와 

련된 내용이 있다.

(鄭而漢이)  묻기를, ‘大全(四書大全)은 刊本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니, 蕭

가 답하기를, ‘板本이 南京에 있습니다.’ 하 다.  묻기를, ‘ 자는 銅으로 낱낱이 

鑄造하여 에 따라 활자를 배열하여 印出하 습니까.’ 하니, 蕭 가 답하기를, ‘그

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혹은 銅으로 주조한 자와 板을 서로 붙 으나, 제도는 목

과 일반이되, 功費가 심히 많이 들어, 근래에는 모두 목 을 사용합니다.’ 하

다.17)

鄭而漢의 질문을 통해 세종이 국의 속활자 인쇄 황을 자세히 알고자 했

16) 世宗實  권69, 세종 17년 8월 癸亥. “本國鑄字用蠟 功頗多 後改鑄字 四隅平正 其鑄字體制

二樣矣 中朝鑄字字體印出施爲 備細訪問.”

17) 世宗實  권70, 세종 17년 12월 庚戌. “大全刊在何處? 答曰: 板在南京 又問曰: 字樣以銅

箇箇鑄之 隨書排字而印出乎? 答: 不是 昔 或以銅鑄之字 板相付 制度 木板一般 功費

甚鉅 近來皆用木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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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蕭 의 답을 통해 당시 국에서는 목  인쇄가 성행

하 고 속활자를 주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은 소기의 목

을 달성하지는 못하 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여러 기록에서 국의 인쇄술에 해 언 한 를 확인할 

수 있다. 먼  利用厚生을 주장한 實學派의 선두인 柳壽垣이 자신의 서에서 당

시 조선의 인쇄와 련된 폐단과 이를 개선할 방법을 논하면서 국의 인쇄 황

에 해 언 하 다.

지  唐板은 모두 書房에서 사사롭게 刻印한 것인데, 비단 北京뿐 아니라 13省의 

城에도 모두 書房이 있고, 城뿐 아니라 작은 縣의 僻邑에도 모두 그러하니, (中

略) 이는 그 서책의 매에 이익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中略) 鄕試에 합격된 들

도 모두 傳刻하여 유포하고 있으며, 通報(朝報를 뜻함)의 경우를 보면 活字가 작은 

으로 잠시 동안에 어내어 그 1년의 분량이 우리나라의 1~2달의 朝報보다도 

다. 들은 한 번 排字하여 1만장을 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많은 書吏가 일제히 

베끼면서 모두 料 를 먹고 있으며, 큰 자로 조잡하게 흘려 써서 종이의 소비가 무

한하니, 工費의 번다함과 간소함이 과연 어떠하고 冗費의 약함이 과연 어떠한

가?18)

柳壽垣은 국을 직  방문한 경험이 없으므로, 국의 서  인쇄에 한 정보

는 국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해 들었을 것이다. 

 柳壽垣은 국이 朝報를 활자로 빠른 시간 내에 다량으로 인쇄하는 반면, 조선

에서는 書吏들이 일일이 베껴 써서 효율성이 히 떨어진다는 을 지 하

다. 조선에서는 이미 활자 인쇄가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柳壽垣이 이를 언 한 것

은 인쇄술 자체보다는 朝報를 인쇄함으로써 쓸 데 없는 비용을 일 수 있다는 

을 강조하기 해서 을 것이다. 사실 조선에서는 1578년(선조 11)에 朝報를 활

자로 인쇄하여 유통시켜 문제가 되고 기 설 등을 우려하여 지된 가 있었

다. 이 때 朝報를 인쇄한 사람들은 국에서 通報를 모두 인출하여 매한다는 소

식을 듣고 이를 모방하여 朝報를 인쇄하 다고 한다.19) 당시 국에서는 목 으

18) 柳壽垣, 迂書 권7, 論免稅保率之類. “今之唐板 皆是書坊私刻 不但北京十三省 城 皆有書

坊 不但 城 縣僻邑皆然(中略) 以其鬻書有利而然也 (中略) 鄕試入格文字 皆亦傳刻以  以

通報 之 活字細板 咄嗟印出 彼中一年通報 殆 於吾東一二朔朝報 彼則一番排字 可印萬張 

此則百吏齊書 皆喫料  大字潦草 費紙無限 工費之繁簡省宂 果何如哉.”

19) 宣祖修正實  권12, 선조 11년 2월 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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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邸報를 인쇄하 다고 하며,20) 明末淸初의 학자 顧亭林은 1638년(崇禎 11)에 이

르러 邸報를 활자로 인쇄하 다고 기록하 다.21)     

柳壽垣의 주장에서 국에서 通報를 인쇄하여 유포하는 상황이 효율이라는 측

면에서 조선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에 견된 謝恩 副使 尹趾仁을 수행한 軍官 崔德中도 

국의 서  인쇄에 심을 보이고 특히 通報의 인쇄에 주목하 다.

각색 書冊을 가져다 보니 淸國에서 새로 은 것이 한 많았다. 文字를 없애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刻板이 모두 土板이므로 工役이 매우 수월했다. 책 이

름이 무척 많아 다 볼 수가 없었다. 날마다 나오는 邸報도 土板을 쓰는데, 그 印刻하

는 공역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었다.22)

여기서는 국에서 邸報를 土板으로 인쇄하 다고 하고,  土板으로 인쇄하

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는 을 언 하 다. 

1765년( 조 41) 子弟軍官으로 北京을 방문한 洪大容은 그곳에서 만난 국인

들과 서신교류를 했는데 이 가운데 국 인쇄술과 련된 내용이 있다. 1766년 洪

大容이 北京에서 귀환하던  만나 필담을 나  것을 계기로, 이후 10여 년간 서

신을 통해 교분을 쌓았던 孫蓉洲와 주고받은 서신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러한 이다.

(洪大容) 동방에서는 서 을 각하는 일이 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는 아무리 자질구 한 稗說ㆍ時文 따 까지 인쇄하여 리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鐵鑄活字나 배나무나 추나무에 

새기는 일은 비록 큰 나라의 事力이라 할지라도 응당 이처럼 용이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土板의 방법이 있어서, 비용도 게 들고 사용하기도 편리

하다 하는데, 그 습니까?

孫(孫蓉洲)의 답에 이르기를, ‘서 을 각하는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말

은 아직 듣지 못하 습니다. 새기는 나무 에는 배나무ㆍ 추나무ㆍ느릅나무ㆍ아가

나무 등의 종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직 송나라 때만이 銅版으로 만든 것이 있었

20) 尹韵公, 2004 ｢论明代邸报的传递、发行和印刷｣, 新聞硏究資料 第 48辑.

21) 戈公振, 2003 中國報學史, 上海古籍出版社, 47면.

22) 崔德中, 燕行 , 癸巳年(1713, 숙종 39) 1월 5일. “取見各色書冊 而淸國之新刊 亦多 可知

不廢文具  而凡諸刻板 皆以土板 故工夫甚歇 冊名甚繁 不可盡見矣 逐日邸報 亦用土板其刻工

之便易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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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지  조정에서도 한 우연히 좀 만들었습니다. 무릇 씨나 그림은 모두 石刻

을 사용하는데 간혹 나무나 벽돌로 하기도 합니다. 土板에 한 얘기는 실로 듣지 못

하 습니다. 책 1권  속에는 자의 수가 많고 음이 있으므로 정하기가 어려우

며,  그 工價가 각 지방마다 높고 낮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北京의 시세로 

말하면 가령 자 1만 자에 紋銀 약 10냥이 드나, 浙江에서는 5~6냥쯤이면 족합니

다.’ 하 다.23)

洪大容은 孫蓉洲 외 여러 사람에게 국 인쇄술에 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역시 국에서 교분을 맺은 鄧文軒이 보내온 답신 가운데 “형이 木板과 土板

에 해 묻기에 이와 같이 말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의론이 어떠합니까?’라는 내

용이 있다.24)  앞의 孫蓉洲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도 鄧文軒이, 오직 ‘塘報

만은 활자를 새겨서 때에 따라 인쇄하는데, 개 木字요 鐵字는 아니며, 刻板하는 

비용은 한 자에 약 銀 2~3分이 듭니다.’ 하 다.”25)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어 鄧文

軒에게 국 인쇄 상황에 해 몇 차례 질문을 했음을 알 수 있다.

琉璃廠의 서  주인과 나  화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다.

“들으니, 국의 서 은 개 土板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게 들지만 공은 

배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 습니까?”하 더니, 周가 웃으며 “나무는 닳아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단단한 것을 가려서 써야 하지만 토 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에, “ 국에도 鑄字하는 鐵板이 있습니까?”하니 주가, “모두 목 을 사용하고, 

철  주자는 아직 들어 보지 못하 습니다.”하 다.26) 

 기록들에 따르면 洪大容은 국의 인쇄술에 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조 씩 달랐다. 土板에 해서 孫蓉洲는 들은 바

23) 洪大容, 湛軒書外集 권1, 杭傳尺牘 孫蓉洲書. “東方書籍 板刻極不易 中國雖瑣瑣稗說時

文之類 印 甚廣 此必有簡易之法 鐵鑄活字 梨棗鋟刻 則雖大邦事力 不應若是容易 傳聞有土

板之法 費 而用便 然否 孫答曰 書籍刻版 未聞簡易之法 其木多用梨棗及楡杜之類 惟宋時則

有以銅版  今朝廷亦偶爲之 凡書畫皆用石刻 間有以木以磚  土版之說 實所未聞 一卷中字

有多寡 所費難以 定 且其工價 各處低仰不一 今以京論 如字一萬約紋銀十兩 若在江浙則五

六兩足矣.”

24) 湛軒書外集 권1, 杭傳尺牘 鄧汶軒書 “因吾兄木板土板之詢而及之 此論如何”

25) 湛軒書外集 권1, 杭傳尺牘 孫蓉洲書. “鄧答曰 惟塘報係刻活字 隨時砌印 盖木字非鐵字也 

刻板之費 每一字約銀二三分.”

26) 湛軒書外集 권7, 燕記 蔣周問答 1월 30일. “聞中國書多 以土板費省而功倍 信乎 周笑曰 木

猶易刓 必擇 韌 土板必無之理也 余曰中國亦有鑄字鐵板乎 周曰 皆用木板 鐵字亦未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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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하 으나, 琉璃廠의 서  주인은 土板이 존재하며 실용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邸報 인쇄에 해서는 鄧文軒은 활자로 인쇄한다고 하여, 崔德中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 답을 하 다. 

실제 당시 국의 상황은 어떠하 을까? 국에서는 주로 목  인쇄가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명  이후 목활자도 거의 국에 보 되었다. 명  사람 胡應

麟(1551~1602)은 “지  사람들이 히 인쇄를 하고자 할 때는 목활자를 사용한다”

고 하 다.27) 실제로 남아 있는 명  본 가운데 목활자로 은 것이 10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28) 청나라 사람 龔顯曾도 “명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활자로 책

을 인쇄하는 풍조가 극히 성행하 다”고 하 다.29) 특히 명나라 말기부터 민간에

서 族譜 編纂이 성행하여 목활자 인쇄가 리 보 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새로 인쇄를 해야 하는 족보의 경우 목 보다 목활자 인쇄

가 보다 효율 이기 때문이다.30) 한 弘治(1488~1505)․正德(1506~1521) 연간 無

錫․ 州 일 에서 華燧 등이 속활자를 제작하여 책을 출 하 다. 이 때 강남 

지역을 심으로 제작된 속활자는 조선의 속활자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

측하기도 한다.31)

청  국에서는 출 이 더욱 성행하여 에 인용한 사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다량의 책이 간행되고 유통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국에서 이처럼 많

은 책을 생산할 수 있게 한 인쇄술에 심을 가졌던 것이다. 특히 崔德中과 洪大

容은 편리하고 비용이 게 드는 인쇄 방법으로 土板 인쇄에 주목하고 홍 용은 

그 방법을 매우 알고 싶어 했던 것 같다. 朴齊家도 자신의 문집에서 국에서 서

책을 土板으로 인쇄한다는 설이 있다 하여 토 의 존재에 해 언 하 다.32) 

27) 張樹棟 등 2004, 簡明中華印刷通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62면.

28) 中國印刷博物館, 2000, 中國印刷博物館-印刷之光, 浙江人民美術出版社, 96면; 趙前, 2008  
明代版刻圖典 文物出版社, 33면 참조.

29) 張樹棟 등, 앞의 책, 162면.

30) 趙前, 앞의 책, 33-34면.

31) 徐憶農, 2003 中國板本: 活字本. 江 古籍出版社, 76면; 조형진, 1997 ｢한  양국 활자인쇄

기술의 교류에 한 연구｣ 서지학연구 14, 279면; 吳哲夫, 1983 ｢中國古代印刷交互影向探

硏｣ 民族文化論叢 4집 등 참조. 그러나 박 규, 1991 ｢明 華燧의 活版法 ｣,  국어문학 
19, 270-271면에서는 華燧의 활 법과 조선의 활 법은 인쇄방향과 재료 등에서 차이가 많

은  등을 근거로 華燧의 속활자가 조선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부정하 다. 

32) 朴齊家, 貞蕤閣文集 권1, 記 漫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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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厚生 이라는 책에도 국의 토 에 한 언

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에서 국의 토  인쇄 방식에 심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의 土板은 햇볕에 말려서 반쯤 건조되면, 종이를 취하여 인쇄해야 할 자를 

쓰고, 종이에 랍을 발라서 뒤집어서 법 로 양각한다. 이것이 끝나면 먹을 칠해서 

인쇄하는데 한 에 수 백 장을 인출할 수 있다. 많은 것은 수십 , 은 것은 십여 

을 나열한다. 인쇄가 끝나면 면 에 새긴 자를 제거하고  이 과 같이 자

를 새긴다. 무한정 인출할 수 있으며 제거한 흙은  을 메우는 데 사용된다고 한

다.33) 

지 까지 언 한 여러 기록에서 말하는 토  인쇄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지,  동일한 상을 지칭하는지도 알기 어렵다.34) 그런데 청  국에서는 목

과 활자에 의한 인쇄 외에 厚生  등에서 언 한 토  인쇄와 유사한 인쇄 

방식들이 존재하 던 것 같다. 그것은 랍과 송진을 끓여 목  에 부어 평평하

게 한 다음 어느 정도 굳어지면 자를 새겨 인쇄하는 蠟版 인쇄 방식이다. 이 방

법은 송 부터 나왔으며, 청 에는 그 기술이 더욱 발 하여 인쇄 속도가 빨라져 

리 사용되었다고 한다.35) 

 청 에 官報의 일종인 宮門鈔를 인쇄할 때 刻字에 능한 사람이 그 내용을 

써서 석고와 같이 새기기 쉬운 泥板에 자를 새긴 다음 불에 구워 단단하게 한 

뒤 인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토  인쇄와 유사한 면이 있다.36)  康熙 연간

에 泰安州의 徐志定은 泰山姿版으로 인쇄를 하 고, 乾隆 년에 浙江 新昌 사람 

呂撫은 活字泥版을 이용하여 인쇄를 하 다고 한다. 이는 陶活字를 만들어 泥板

에 활자를 도장처럼 어서 인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37) 활 처럼 많은 활자를 

제작하거나 조 에 많은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에서 이 역시 활  인쇄에 

33) 厚生  鑄字條 中原土板 “中原土板 則日炙半乾 取紙寫 得某字可印字 書紙塗蠟 覄陽刻如

法 訖便漆黑印出 一板數百張 多 列數十板 十餘板 印旣訖 刪去面上刻字 又刻如前法 印

出無限 刪去之土 又治塡板云.”(청주고인쇄박물 , 2006  속활자 주조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337면)

34) 土板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쇄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심을 가졌으므로, 본 논문에서 이를 다루었다. 

35) 張樹棟 등, 앞의 책, 147면.

36) 戈公振, 앞의 책, 49면.

37) 張樹棟 등, 앞의 책. 147-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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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비용과 시간이 감되는 방식이다. 

이들 방식 모두 빠르고 간편한 인쇄에 역 을 둔 인쇄 방식이다. 당시 국을 

방문한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서도 많은 책을 간행하기 해 이러한 효율 인 인

쇄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 을 것이다.

3) 국 활자 제작 방식의 도입

국의 서 에 심이 많았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특히 인상 이었던 것은 康熙

帝의 古今圖書集成 간행과 乾隆帝의 四庫全書 편찬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청

조는 古今圖書集成 간행을 해 동활자를 제작하 고, 四庫全書 간행을 해

서는 목활자 25만여 자를 제작하 다. 국에서 이처럼 많은 활자를 국가가 주도

하여 제작한 것은 례가 없는 일이었으므로 국을 견문한 조선 사람들에게 특

별한 심의 상이 되었을 듯하다. 

1778년(정조 2) 謝恩兼陳奏使 沈念祖의 書狀官으로 北京에 다녀온 李德懋는 자

신의 시문집 靑莊館全書에서 국의 출 , 인쇄 등에 해서 기록하 는데 이 

가운데 武英殿聚珍版定式의 御製 序文을 그 로 옮겨 놓기도 하 다.38) 李德懋

의 손자이며, 조선 후기 표 인 박학가인 李圭景도 그의 문집에서 국의 聚珍

板에 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활자  인쇄법과 비교하 다.39) 李圭景은 자신의 

문집에서 목활자 제작 방식과 조  방식 등에 해서도 서술하고 있어, 인쇄에 상

당한 심과 문성이 있었던 것 같다.  

역시 조선 후기 표  실학자의 한 사람인 徐有榘가 쓴 林園十六志에도 武
英殿聚珍版程式의 내용을 옮겨 었으며, 聚珍版의 제작과 인쇄 방법과 련된 

圖解까지 수록하고 있다. 실제 徐有榘는 聚珍版의 제작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쇄 방법과 비교하는 주석을 달기도 

하 다.40) 이는 徐有榘가 武英殿聚珍版程式을 입수하여 숙독하 음을 의미한

38) 靑莊館全書권32, 淸脾  1 武英殿聚珍版; 靑莊館全書 권56, 盎葉記 3. 四庫全書.

39)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編 技藝類 書畵 鑄字印書辨證說 참조. 그런데 李圭景은 武

英殿聚珍字를 설명하면서, 활자에 구멍을 뚫어 꿰어서 자가 가지런하다고 하 다. 하지만 

武英殿聚珍字의 제작 방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王楨의 農書 권 22, 附  造活字印書

法에 “近世又有鑄錫作字 以鐵條貫之作行”이 있는데, 이 내용을 武英殿聚珍版의 활자 제작 

방법과 혼동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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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徐有榘는 정조  활자 제작에 여한 徐命膺과 徐浩修의 자손으로 활자에 

한 상당한 심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그 집안에는 수 만 자의 활자

가 보유되어 있었다.41)

四庫全書와 그 활자에 구보다 심이 많았던 사람은 正祖 다. 그는 국

에 간 사신을 통해 四庫全書를 구해오고자 했으나 이에는 실패하 고, 신 
四庫全書 가운데 일부를 인쇄하기 해 제작한 武英殿聚珍版 木活字와 그 제작 

방식을 기록한 武英殿聚珍版程式(1776년 간행)에 한 정보를 입수하 다. 그

리고 실제 生生字와 整理字를 제작하면서 그 방식을 도입하여 응용하 다.42) 

1796년 3월 整理字가 완성되자 정조는 다음과 같이 傳敎하 다.

체로 후로 주조한 활자의 銅體가 일정하지 않아 인쇄하려면 젖은 종이를 써서 

고르게 붙이고 한 을 을 때마다 별도로 몇 사람을 세워서 朱墨으로 활 의 형세

에 따라 교정을 하게 하는데도 오히려 비뚤어지는 염려가 있었으며 걸핏하면 시일이 

걸리곤 하 다. 그래서 인쇄를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이 차 이를 말하 다. 壬子年

에 명하여 국의 四庫全書聚珍板式을 모방하여 字典의 자본을 취해서 黃楊木을 사

용하여 크고 작은 자 32만여 자를 새기어 ‘生生字’라고 이름 하 다. 乙卯年에는  

整理 軌  園幸定例 등의 책을 장차 편찬· 간행하려는 계획 아래 명하여 生生

字를 字本으로 삼아서 구리로 활자를 주조하게 하여 크고 작은 것이 모두 30여 만 

자 는데 이를 ‘整理字’라 이름하여 奎瀛의 新府에 보 하 다.43)

弘齋全書에서 정조는 生生字와 整理字에 해 이 게 평하고 있다. 

지 의 生生字와 整理字는 고르고 반듯하며 새겨 주조한 것이 정교하여, 衛夫人字

나 韓構字 등과 비교하면 젖은 종이를 고르게 붙여야 한다든가 자가 삐뚤거나 흔

들리게 인쇄될 근심이 없다. 인쇄가 간편하고 빠르며 비용과 수고를 일 수 있어서 

국의 聚珍板式보다 도리어 더 나으니, 실로 책을 간행한 이래로 드러나지 않았던 

40) 林園十六志 권7, 怡雲志 聚珍版式.

41) 徐有榘, 楓石全集金華知非集 권3, 淵泉洪尙書論桂苑筆耕書 

42) 이에 해서는 이재정, 2010 ｢正祖의 生生字․ 整理字 제작과 中國活字 購入｣ 한국사연구 
151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 개략만 서술하 다.

43) 正祖實  권44, 정조 20년 3월 癸亥. “大抵前後所鑄鑄字 銅體不一 其擺印也 率用濕紙均黏 

每刷一版 另立數人 以朱墨逐勢句抹 猶患欹斜 動費時日 監印諸臣 屢以是爲  壬子命倣中國

四庫書聚珍板式取字典字本 木用黃楊 刻成大 三十二萬餘字 名曰生生字 乙卯 整理 軌及 

園幸定例 等書 編次印行 命以生生字爲本 範銅鑄字大 竝三十餘萬 名之曰整理字 藏于

奎瀛新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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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林園十六志의 銅漏子 圖解

비법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다만 그 자체가 무 모나서 圓厚한 뜻을 자못 잃

은 것이 흠이 될 뿐이다.44)

두 사료에서 生生字와 整理字를 만들 때 武英殿聚珍版程式을 모방하고 자

체는 康熙字典의 자체를 모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 生生字와 整

理字가 衛夫人字나 韓構字와 같은 기존 활자가 안고 있는 문제 , 즉 조 에 시간

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을 해결하려는 목 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45) 이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보다 효율  인쇄 방식을 찾기 해 국의 인

쇄에 심을 가졌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조

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 하 으며, 徐有榘는 林園十六志에서 武英殿聚珍

版의 조  방식보다 生生字의 조  방식이 더 효율 이라고 하 다.46) 

生生字와 整理字가 武英殿聚珍版의 어떤 부분을 모방하여 개량이 이루어졌는

지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종 의 활자가 안고 있던 문제 , 즉 활자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조 을 할 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 을 보완

하는 쪽으로 개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武英殿聚珍版의 활자를 제작할 때 모양

을 일정하게 하기 해 銅漏子(도  2) 즉 

가운데가 빈 6각형의 銅製 容器를 大字와 

字의 크기 로 만들어, 모든 활자를 이곳

에 통과시켜 규격이 일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47) 整理字 제작에 여한 朴齊

家 역시 정조에게 자를 일정하게 하려면 

漏子를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하 으므로,48) 

실제 整理字를 제작할 때 활자의 크기를 통

44) 弘齋全書 권165, 日得  5 文學 5. “今之生生字整理字 均齊方正 刻鑄精工 視衛夫人韓構諸

字 無濕紙墊排攲斜挑動之患 擺印 捿 省費省勞 比之中國聚珍之式 反復勝之 誠刊書以來不

發之祕 悉萃于玆 而但其字體圭角太露 頗失圓厚之意 爲可欠耳.”

45)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編. 技藝類 書畵 鑄字印書辨證說 鑄字 에서도 우리나라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을 문제로 지 하 다.

46) 林園十六志 권7, 怡雲志, “聚珍版式案詳 此法先用套格刷印 旋以印出之紙更印槽板一幅再

印 煩費工力 且方其更印槽版之時 一或失手覆紙歪斜 則線行交錯煤痕疊暗便不可用矣. 我國生

生字法 不用槽版 直就套格 擺字 爲簡捷.” 

47)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成造木字.

48) 朴齊家, 貞蕤閣文集 권2, 文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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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키기 해 이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 남아 있는 整理字와 衛夫人

字를 비교해보면 整理字가 衛夫人字에 비해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다.49) 

한편 정조는 整理字의 장 과 련하여 ‘彙入類出之法’을 언 하 다.50) 이는 

인쇄를 하기 해 활자를 꺼내고 인쇄가 끝난 후 원래의 보  서랍에 활자를 되돌

려 놓는 방법을 뜻한다. 武英殿聚珍版程式에는 활자 보  서랍에서 효율 으로 

활자를 꺼내오기 해 類盤을 사용하여 활자를 類聚하고 사용한 활자는 歸類한다

고 하 다. ‘彙入類出之法’은 이러한 활자 출입 방식을 따랐다는 의미로 보인

다.51) 

한 生生字와 整理字는 보  방식 역시 武英殿聚珍版程式을 따랐다. 재 

남아 있는 生生字譜에 따르면 生生字는 康熙字典의 차례에 따라 활자를 분

류, 보 하 다. 이는 武英殿聚珍版程式의 분류 방식을 따른 것이다. 整理字의 

字譜는 남아 있지 않지만 生生字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 보 했으리라 보는 편이 

합리 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 이 에 만든 壬辰字의 字譜인 新訂字藪, 丁酉字

의 字譜인 奎章字藪, 韓構字의 字譜인 韓構字藪에서 보이는 활자의 분류 방

식과 다르다.52) 生生字와 整理字는 자체 면에서도 종 의 자체와 달리 康熙

字典의 자체를 따른 인쇄체를 사용하 다. 정조는 비록 이 자체가 마음에 들

지 않는다고 하 지만, 활자를 만드는 데 드는 노력을 이고 可讀性이 높은 활자

라는 에서 종 에 비해 개량된 활자라 할 수 있다.

3. 국 활자의 구입과 존 가능성

순조 14년(1814) 7월에 작성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鑄字所應行節目이라는 책

은 鑄字所에서 지켜야 할 시행규칙과 함께 鑄字所에 보 된 活字, 冊版, 冊亐里, 

用器, 冊子, 종이 등의 수량도 기록하고 있다.53) <표 1>과 같이 이 가운데는 1790

49) 국립 앙박물  역사부, 2006, 한 속활자, 184-186면 참조.

50) 日省  정조 20년 3월 丁巳. “分儲七欌 藏于奎瀛新府 蓋其制式齊整無絲髮隙 又有彙入類出

之法 比之前鑄活字 至簡且捷 省費省勞 不啻倍篵.”

51) 상세한 내용은 이재정, 앞의 논문 155-156면 참조.

52) 각 활자의 字譜에 수록된 자의 수와 배열 순서에 해서는 김 선, 2002 ｢활자자보고｣, 
문헌정보학논집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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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명칭 수량

御筆序文大字

孟子眞書字 

諺書字

衛夫人銅字大字 

字

韓構銅字

燕貿木字大字   庚戌貿來

燕貿木字 字

燕貿木字大字   辛亥貿來

燕貿木字 字

生生字大字

生生字 字

整理銅字大字

整理銅字 字

五倫行實諺書字

春秋綱字

435
5,594
4,605

105,638
 44,532
 83,660
11,500 

 11,450
 9,600
 9,900

157,200
164,200
160,000

 140,000
4,400 

 5,260

<표 1> 鑄字所應行節目에 기록된 활자

년(庚戌年)에 국에서 구입한 燕貿木字大字와 字 각각 11,500자와 11,450자, 

1791년(辛亥年)에 구입한 燕貿木字大字와 字 각각 9,600자와 9,900자가 포함되

어 있다. 그런데 이 활자에 해서는 이 외의 다른 기록이 없고 이 활자로 인쇄한 

책도 존재하지 않아, 지 까지 구체 인 고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이 활자가 국 사신으로 간 徐浩修와 朴齊家가 구입한 것으로 추

정하 다. 한 활자의 구입 목 을 정조의 명에 의해 生生字와 整理字 주조에 

여했던 두 사람이, 새롭고 보다 개량된 활자를 만들기 한 참고 자료로 국에서 

실제 만들어진 활자를 구입한 것으로 보았다.54)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존재 여부가 한 번도 거론된 이 없는 이 활자의 존재 

가능성과 그 실물로 추정되는 활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1857년(철종 8) 10월에 昌慶宮 내에 있었던 純元王后의 殯殿都監의 假屋에 불이

53)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1권 1책으로 표제는 板 이다. 순조 14년(1814년) 7월
인 ‘甲戌七月’로 되어 있지만 순조 32년 9월 내용인 <壬辰九月各種紙地>까지 기록되어 있다. 

54) 이재정, 앞의 논문 157-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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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한 鑄字所에 불이 옮겨 붙어, 鑄字所 大廳과 板 이 불에 탔다.55) 이 때 

鑄字所에 보  이던 활자들이 불에 타, 이듬해 새로 활자를 주조하 다.56) 당시 

새로 주조한 활자는 整理字 大字 89,203자, 字 39,416자, 韓構字 31,829자로 총 

160,448자 다. 이를 타고 남은 완 한 활자 175,698자와 함께 鑄字所에 보 하

다.57) 철종 연간 의정을 지낸 鄭元容도 袖香編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 는데, 

새로 주조한 활자와 타고 남은 활자의 수량이 日省 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

어, 整理字 大字와 字, 韓構字 에서 불에 타고 남은 완 한 활자가 각각 

63,969자, 59,307자, 54,256자로 모두 177,532자라고 하 다.58) 이 기록만을 보면, 

나머지 활자들은 모두 불에 탄 것처럼 보인다.

재 國立中央博物館에는 조선시  왕실에서 사용했던 24종 80여만 자의 활자

가 소장되어 있다. 이 활자들은 일제 강 기에 李王家와 련한 사무를 담당하던 

李王職이 보 하고 있던 것을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에서 정리하여 朝鮮總督府

博物館에 이 한 것이다. 복 후 한민국 정부가 조선총독부박물 을 수함에 

따라 이 활자들은 국립 앙박물 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활자들에는 1858년에 

鑄字所에 보 했던 新  整理字와 韓構字, 校書館에 보 해 두었던 壬辰字와 함

께 實 字, 校書館印書體字 등의 속활자와 수 십 만자의 목활자가 포함되어 있

다.59) 한  활자로는 750여 의 속활자와 五倫行實圖를 간행할 때 整理字와 

함께 사용한 한  목활자가 남아 있다. 이 활자들은 鑄字所應行節目에 나와 있

는 諺書字와 五倫行實諺書字로 比定된다.60) 

이 두 활자의 존재는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된 활자 가운데 整理字와 韓構字 

외에도 불에 타지 않고 남은 활자가 있었고, 그것이 재 국립 앙박물  활자 속

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국립 앙박물  소장 활자 가운데는 정

조 때 두 차례에 걸쳐 국에서 수입한 목활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국립 앙박물  소장 목활자는 조선총독부 참사 분실에서 정리할 때 新活字

55) 日省  철종 8년 10월 壬戌.

56) 日省  철종 9년 1월 丁酉, 戊戌.

57) 日省  철종 9년 9월 庚寅.

58) 鄭元容, 袖香編 권5 鑄字新鑄(同文社 인본 375-376면)

59) 이재정, 2004 ｢국립 앙박물  소장 활자에 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29, 313-320면. 

60) 이재정, 2005 ｢국립 앙박물  소장 한 활자 연구｣ 서지학연구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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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活字 腰高大字 腰高 字 普通大字 普通 字

수량 9,797 9,035 10,934 11,221

活字 極大字 大字 字 極 字

수량 533 186,587 58,196 51,790

<표 2> 朝鮮 慣制度調査事業槪要에 수록된 조선총독부박물  소장 목활자의 종류와 

수량

3-1. 박 소장 각종 목활자

(정면)

3-2. 박 소장 각종 목활자

(측면, 뒷면)

3-3. 박 소장 각종 목활자

(뒷면)

<도  3> 국립 앙박물  소장 각종 목활자

와 活字로 구분하 으며 세부 분류는 <표 2>와 같다. 

이 활자들이 각각 어떤 활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목활자의 경우는 종류

가 다양하고 교란된 상태로 조선총독부참사 분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연

와 쓰임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았다.  국립 앙박물 이 조선총독부박물

에서 인수받을 당시의 정확한 분류기 에 한 기록이 없고 6․25를 거치면서 

활자가 일부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자의 명칭을 바탕으로 각 활자의 형

태를 추측해 볼 수 있다. 

新活字는 腰高大 字와 普通大 字로 구분되어 있다. ‘腰高’는 허리가 높다는 

뜻이므로 활자의 높이가 높은 활자를 가리킨다. 普通大 字에서 ‘普通’은 ‘腰高’

와 비하여 일반 으로 통용되는 높이의 활자를 뜻할 것이다. 活字에 포함된 

‘極大字’ ‘大字’ ‘ 字’ ‘極 字’는 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新活字와 

活字를 구분한 기 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형상으로 구분되는 이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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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要高大 字, 普通大 字(정면) 4-2. 要高大 字, 普通大 字(측면)

<도  4> 腰高大字와 普通大字의 정면과 측면

실제 국립 앙박물 에 소장되어 있는 목활자는 활자의 종류와 자의 크기,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활자의 높이가 일반 활자에 비해 높은 일

군의 활자가 있다(도  3-1, 3-2, 3-3의 왼쪽 첫 번째 ).

이 활자들의 높이는 20mm 내외로 일정하다. 大字는 가로와 세로가 14mm×10.7 

mm 내외, 字는 가로와 세로가 7mm×10.7mm이다. 腰高字는 이처럼 활자 높이가 

다른 활자에 비해 높은 활자를 지칭했을 것이다. 이들 腰高字는 공통 으로 활자

의 모든 면이 직선을 이루며 측면과 바닥도 곧은 직선을 이루는 직육면체이다. 이

는 조선시  부분의 목활자의 측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고 

면도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과 조를 이룬다.  

한편 腰高大 字와 마찬가지로 측면이 직선을 이루며 가로 세로가 腰高大 字

와 같고 높이는 8mm 후인 일군의 활자가 존재한다(도  3-1, 3-2, 3-3의 왼쪽 

두 번째 ). 腰高大 字와 모양은 같고 높이만 낮은 이 활자를 普通大 字로 지

칭하 을 것이다. 조선시  활자는 높이가 4mm~8mm까지 다양한데, 보통 6~7mm 

사이이다. 아무리 높은 활자라도 8mm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활자 

역시 조선시  일반 활자에 비해서는 높이가 높은 편이다61)(도  4, 5 참조).

이 두 종류의 활자는 높이와 측면이 기존의 활자와 다르고 사용한 흔 도 없어 

新活字라는 명칭을 붙 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활자들은 活字로 분류하고 

자의 크기에 따라 세부 분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종류의 활자는 자의 모양 면에서도 체 으로 획이 가늘고 새김이 날

카로운 이 活字에 속하는 조선시 의 일반 인 목활자와 다르다(도  6, 7 참

61) 국립 앙박물  역사부, 2006 한 속활자, 국립 앙박물 , 184-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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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각종 活字의 정면 5-2. 각종 活字의 뒷면 5-3. 각종 活字의 측면

<도  5> 국립 앙박물  소장 목활자  活字의 형태

6-1. 要高大 字의 자체 6-2. 普通大 字의 자체(견본인쇄)

<도  6> 腰高大字와 普通大字의 자체

조). 

<도  5>와 같이 活字는 보통 활자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측면이 斜線이기 

때문에 組版을 할 때 바닥에 젖은 종이 등을 깔아 인 으로 높이를 맞추었다. 

실제 국립 앙박물 에 남아 있는 목활자의 뒷면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해 

사용했던 물질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  8-4의 오른쪽).  측면이 

사선이므로 <도  8-1>의 新活字처럼 조 할 때 활자와 활자를 공백 없이 나란히 

놓을 수 없다. <도  8-2>와 같이 자 크기가 비슷한 두 활자를 비교해보면 新活

字는 좌우로 여백이 있지만 活字는 후좌우 여백이 없다. 이는 구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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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普通大字 

(新活字)

8-2. 普通大字(新活字: 
좌)와 大字( 活字: 우) 

비교

8-3. 8-2의 측면 8-4. 8-2의 뒷면

<도  8> 新活字와 活字 비교

7-1. 活字 각종 7-2. 活字 각종

<도  7> 活字의 자체

조 할 때 높이를 맞추면서 활자와 활자 사이에도 충 재를 넣어 공백을 두었기 

때문이다. 반면 腰高大 字와 普通大 字에서는 정면에서 자가 차지하는 비

이 일반 인 조선시  활자에 비해 후좌우, 특히 좌우 여백이 많다(도  4-1, 

6-1 참조). 이 두 종류의 활자는 크기와 모양이 거의 일정하여 조 할 때 활자 사

이에 완충재를 넣어 조정할 필요 없이 활자끼리 맞물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면에 일정한 여백을 두어 인쇄했을 때 자와 자가 여백 없이 맞물리는 폐단

을 없애려 한 것 같다. 

이런 차이 으로 볼 때 新活字인 腰高大 字와 普通大 字는 나머지 활자들과

는 분명 계열이 다른 활자이며 조 방식 역시 나머지 활자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두 활자는 정조가 지 한 기존 활자의 문제 ― 활자의 몸체가 일정

하지 않아 인쇄할 때 비뚤어져 이를 바로 잡기 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 을 해결한 활자이다. 

정조는 武英殿聚珍版 활자를 모방하여 만든 生生字와 整理字에 해 衛夫人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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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韓構字와 같이 젖은 종이를 붙이거나 자가 삐뚤거나 흔들리는 폐단이 없다

고 말하 다. 국 활자의 제작 방식을 모방하여 종 의 활자가 안고 있던 문제

을 해결한 것이었다. 生生字를 만들기 년과 년에 국에서 활자를 수입해

왔다는 사실은 활자 개량을 해 국 활자 실물을 확인하려는 의도 을 것이다. 

腰高大 字와 普通大 字가 종 의 활자가 안고 있던 문제 을 해결한 형태이

며, 남아 있는 조선시  목활자들과는 활자의 모양이나 자체가 다른 계열을 활

자인 을 고려할 때 이 두 종류 활자가 바로 정조 때 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해온 활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腰高大 字의 높이가 20mm 후로 조선시  일반 활자에 비해 2~3배 정

도 높은데, 이는 국 활자의 일반 인 특징과 비슷하다. 四庫全書를 인쇄한 활자

의 높이는 7分으로 腰高大 字와 높이가 비슷하다.62) 이 역시 이 활자가 국에서 

들어온 활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普通大 字의 경우는 8mm 후이나 이 역

시 조선시 의 일반 인 활자에 비해 높이가 높다. 武英殿聚珍版 활자를 모방한 

整理字 역시 다른 활자들에 비해 높이가 높은 편이며, 활자의 측면도 직선에 가깝

다.63) 한 普通大 字의 경우는 자의 새김도 매우 리하여 조선시 의 일반

인 활자의 새김과 뚜렷이 구별되며 국 인쇄본의 느낌이 강하다. 

4. 맺음말

조선시 에 제작된 활자 가운데는 국 板本의 자체를 자본으로 한 활자들

이 많았다. 이는 부분 국에서 수입된 서 의 자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 서 의 수입이 내용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조선의 인쇄와 출 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實學派가 등장하면서 청나라의 발 된 문물에 심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국의 인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국에서 많은 서

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빠르고 효율 인 

국의 인쇄방식에 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정조 연간에 제작된 生生字와 整

62) 국의 度量衡은 시 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明淸時代에 木工의 경우 1尺이 31.3cm 가량 

되므로 7分이면, 약 22mm 가량이 된다.

63) 국립 앙박물  역사부, 2006 한 속활자 국립 앙박물 , 184-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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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字는 국의 武英殿聚珍版(四庫全書聚珍板)을 인쇄한 직육면체 목활자의 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활자의 개량에 어느 정도 성공하 다. 

 정조 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국에서 목활자를 구입하여 보 했다는 기록

이 있다. 재 국립 앙박물 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  목활자 가운데 腰高大

字와 字와 普通大字와 字로 분류되어 있는 활자가 이 때 국에서 들여온 것

으로 추정된다. 이들 활자는 기존의 조선 활자가 안고 있는 組版의 비효율을 일정 

부분 개선한 형태이다. 이 두 종류 활자는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국의 활

자 제작 방식을 참고하기 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활자들은 조선 

후기에 통치자와 지식인들이 인쇄 기술 향상을 해 국의 활자에 심을 가졌

음을 입증하는 실물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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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Chinese Methods of Producing Printing Types 
and the Import of Chinese Types in the Late Joseon Period

Lee Jaejeong

This research concerns the Saengsaengja (生生字) and Jeongnija (整理字) Types 

produced under the reign of King Jeongjo to shed light on the interest expressed by 

rulers and intellectuals in Chinese printing types and the introduction of Chinese 

methods of producing printing types into Korea in the late Joseon Period.

Many of the printing types made during the Joseon Period followed the typeface 

contained in books published in China, showing that Chinese books influenced printing 

and publishing in Korea in terms of appearance as well as content. In the late Joseon 

Period, Silhakpa (Practical Learning School) scholars paid  attention to Chinese methods 

of printing, which were found to be more efficient. The Saengsaengja and Jeongnija Types 

were improved versions of types that followed the methods of production of Wu-yingdian 

juzhenban chengshi (Procedures of Gem Print Editions from the Wu-ying Palace). 

According to certain historical records, the country imported wooden printing types 

from China on two occasions during King Jeongjo’s reign. It is presumed that two 

kinds of wooden types from the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are the types 

which was imported from China during King Jeongjo’s reign. 

They are highly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improved versions of previously made types, 

as well as materials that attest to the interest rulers and intellectuals of Joseon showed in 

Chinese-made printing type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country’s printing skills.

Keywords: King Jeongjo, Saengsaengja (生生字) Types, Jeongnija (整理字) Types, 

Printing Types, Wu-yingdian juzhenban chengshi (Procedures of Gem Print Editions 

from the Wu-ying Palace), Wooden Types imported from China, Silhakpa (Practical 

Learning School),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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