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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 고찰

이 재 정 *

1)

1. 序

2. 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 련 자료 

 연구 황

3. 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의 고증 

  1) 實 字의 형태  특징

  2) 2가지 형태의 활자- 活字와 新活字

  3) 實 字의 세부 분류와 제작 시기 추정

4. 結語

록: 국립 앙박물 (이하 박)에는 조선 시  왕실과 국가에서 사용했던 수십 만 자의 활

자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속활자로 實 字大字와 字가 6만 여자 포함되어 있다.

朝鮮總督府에서 남긴 자료와 재 남아 있는 본 등을 통해 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가  

�顯宗實 �부터 �哲宗實 �까지의 實   �列聖御製�, 각종 誌狀類, 그 외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러 책의 인쇄에 두루 사용되었음이 확인하 다. 그리고 이 활자가 �顯宗實 � 간행에 처음 사

용되었으므로 ‘顯宗實 字’로 명명되어 왔다. 

�顯宗實 �은 민간의 洛東契에서 주조한 활자와 실록 간행을 해 새로 주조한 활자를 혼용하

여 인쇄하 고, 이후 이 활자는 혼합되어 19세기 말까지 200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

서 몇 차례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기록이 없어 그 시기에 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박 소장 활자 실물과 實 字로 간행한 印本들을 비교

하여  추가 제작 시기를 좀 더 명확히 정리하고, 시기에 따른 활자 형태의 차이 등에 한 고찰

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實 字는 외형상으로 크게 신형 활자와 구형 활자로 구분되며, 實

字로 인쇄한 책과 비교를 통해 신형 활자는 1814년 무렵에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립 앙박물  학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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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활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1674년(洛東契字 시기), 1677년(顯宗實  편찬 시

기), 1728년(肅宗實  편찬 시기)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활자의 제작 시기가 내려갈수록 형태가 보다 규격화되고 재료인 구리의 소모량이 감소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17~19세기에 걸쳐 활자의 제작과 서  간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로 단된다.  

핵심어: 國立中央博物館, 朝鮮總督府博物館, 活字, 實 字, 洛東契字

1. 序

국립 앙박물 (이하 박)에는 朝鮮總督府博物館을 거쳐 입수된 수 십 만 자의 

活字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활자는 부분 조선시  앙정부와 왕실에서 사용했

던 것으로 조선시  출 과 인쇄문화, 인쇄술 등의 연구에 요한 자료들이다. 필

자는 박 소장 활자에 한 연차 인 정리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개별 

활자들을 구체 으로 고증하고, 해당 활자와 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

1)  

본 논문은 2011년 박 유물 리부에서 진행한 實 字 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박 소장 활자 가운데 實 字로 명명된 활자가 大字, 字 합하여 

6만 여 자 정도 포함되어 있다. 實 字는 원래 민간에서 만든 洛東契字와 함께 �顯

宗實 � 간행에 사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으므로, 장기간

에 걸쳐 만들어진 활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활자에 

1) 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재정, 2004 ｢국립 앙박물  소장 활자에 한 일고찰｣, �서지

학연구� 29; 2005 ｢국립 앙박물  소장 활자 조사-連刻木活字를 심으로｣, �동원학술논

문집� 7;2005 ｢국립 앙박물  소장 한 활자연구｣, �서지학연구� 31; 2006 ｢국립 앙박

물  소장 한  속활자의 특징｣, 국립 앙박물 , �한 속활자: 국립 앙박물  소장 

역사자료총서 4�; 2007 ｢국립 앙박물  소장 교서 인서체자의 분류  고증｣, 국립 앙

박물 , �조선의 속활자-교서 인서체자 국립 앙박물  소장 역사자료총서 7�; 2009 ｢국

립 앙박물  소장 무신자병용 한  속활자 고증｣, �서지학연구� 44; 2011 ｢조선 후기 

국 활자의 제작 방식의 도입과 활자의 구입｣ �규장각� 38; 이재정, 유혜선, 2007 ｢국립

앙박물  소장 한  속활자의 고증  성분분석｣, �서지학연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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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 까지 상세한 연구와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체가 명확하게 규

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實 字 정리 성과를 바탕으로 활자 실물을 상세히 분류 고찰하

고, 實 字 본과 비교를 통해 구체 인 고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

2. 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 련 자료  연구 황

박 소장 활자들은 奎章閣 등 조선의 앙정부와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일

제강 기에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이 李王職으로부터 인수하여 정리 완료 후, 大正

博覽 에 출품하 고, 박람회가 끝난 후 朝鮮總督府博物館에 입수되었다. 당시 입

수된 총 24종 활자 가운데 속활자로 實 字大字 55,749자, 實 字 字 13,996자

가 기록되어 있다.
3)

3)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활자 字譜 가운데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實 字目 (大字, 字)�에 수록된 자 총수가  實 字大字, 字의 수

량과 거의 일치하여 이 字譜가 박 소장 實 字大 字의 字譜임을 알 수 있다.
4)

4) 

實 字는 실록을 인쇄할 때 사용된 활자를 뜻한다. 조선시  실록은 筆寫本, 木

活字本, 金屬活字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자의 형태도 시기마다 달랐으

며, 實 字 제작에 한 기록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實 字라는 명칭만으로는 

2) 본 논문에서는 實 字 大字만을 상으로 하 다. 字는 종류가 더 다양하고 쓰임새도 다

양하여 별도의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 다.

3) 당시 입수된 활자의 종류와 수량에 해서는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編, �朝鮮總督府參事官

分室書類� 1 事務關係書類(서울 학교 앙도서  청구기호 0500 70 1~3), 中樞院, 1938 

�朝鮮 慣制度調査事業槪要�, 49-52면.

4) 청구기호 奎 26752. 최종 확인한 수량은 大字 55,742자, 字 13,970자로 총독부박물  입

수 당시의 수량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필사본에는 각 자별로 활자의 수를 조사하여 

기록하 고 ‘朝鮮總督府’라는 기 명이 인쇄된 양면 괘지를 사용하여 펜으로 기록하여 놓

았다. 조선 후기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實 字藪�(奎 7929)에는 7장으로 나뉘어 목활자와 

속활자의 수량을 헤아려 두었는데, �實 字目 �에서는 속활자만 따로 분리하여 기록

하 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련 해제 참조)



54 奎 章 閣 40  ․

어떤 실록 간행에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5)

5)다만 參事官分室에서 활자 

정리 후 작성한 자료에 實 字의 재질을 속이라 하여 목활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활자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먼  朝鮮總督府에서 활자를 정리한 후 

간행한 �朝鮮活字見本帖�이 있다. 정리한 활자의 견본을 종류별로 한 씩 인쇄한 

이 자료에 實 字 大字, 字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활자의 모양을 알 수 있다.
6)

6)

(<도  1> 참조) 

               

    <도  1> �朝鮮活字見本帖�의 實 字大字(좌)와 衛夫人字大字(우) 인쇄 부분

�取調局圖書關係書類綴�에 첨부되어 있는 ｢大正博覽 出品說明書｣의 ‘實 字’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 歷代의 實  印刷에 사용되어 이 명칭이 붙음. 顯宗 9년에 鑄造된 것이 많고 

世祖  成宗 때에 鑄造된 것도 포함된다.
7)7)

5) 임진왜란 후 全州史庫本을 底本으로 새로 만든 실록  그 이후 �哲宗實 �까지 실록 간

행에 사용된 활자에 해서는 백린, 1969 ｢조선후기활자본의 형태서지학 연구(상, 하)｣ �한

국사연구� 3, 4 참조.

6) 국립 앙도서  청구기호 한고조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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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에 따르면 實 字란 실록을 인쇄하기 해 주조한 활자를 지칭함이 분

명하다. 그리고 그 에서도 顯宗 9년에 주조된 것이 많다고 하여 조선 후기 실록 

간행에 주로 사용된 활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정확

하지 않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선 역  실록은 제작 형태와 사용된 활자가 

다양한데, 조선총독부에서 實 字를 정리할 당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악하고 있

지는 않았던 듯하다.
8)8) 

조선 世祖와 成宗 때 주조된 활자로는 乙亥字, 丁丑字, 戊寅字, 乙酉字, 甲辰字, 

癸丑字 등이 있다.
9)

9)하지만 이들 활자는 �朝鮮活字見本帖�에 수록된 박 소장 實

字와는 달라, 이들 활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10)

10)  

한편 顯宗 9년에 주조된 것은 四鑄甲寅字인 戊申字인데, 이 활자는 ｢大正博覽

出品說明書｣에서 衛夫人字라고 명명한 활자에 속한다.
11)

11)�朝鮮活字見本帖�의 ‘實

字’를 ‘衛夫人字’와 비교해보면 두 활자는 서로 다른 활자이다.(<도  1> 참조) 

실제로 조선 후기 실록 가운데 �顯宗實 �부터 속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박 

소장 實 字에는 �顯宗實 �에 쓰인 활자와 일치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大

正博覽 出品說明書｣의 實 字에 한 설명은 정확한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후 선학들의 연구와 고증에 의해 박 소장 實 字로 명명된 이 속활자들은 

 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 26764. 明治 44년.

 8) 前間恭作, 1937 �朝鮮の板本� 47면(백린, 앞의 논문 상 138면에서 재인용)에서도 이 활자

의 서체를 甲寅字體와 혼동하 다.

 9) 천혜 , 2006 �한국서지학(개정 )�, 민음사, 부록 연표 607-608면.

10) 국립 앙박물  소장 한 속활자 가운데 乙亥字와 함께 쓴 한 활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재정, 2006 논문 참조) �宣祖實 � 권 162, 宣祖 36년 5월 戊寅에 “春秋館啓曰 校書館

見存鑄字 乙亥字厥數稍優 不大不 正合實 印出”이라 하여 선조 당시에 乙亥字가 상당수 

존재했음을 언 하고 있다. 따라서 乙亥字를 비롯한 조선 기 활자가 박 활자에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1) �大正博覽 出品說明書�에 衛夫人字에 하여 “ 국의 晋代 사람 李充의 어머니 衛夫人

의 필 을 字本으로 하 다는 설로 인하여 이 명칭이 붙었다고 하나 그 사 은 없다. 

조선 태종 16년(498년 ) 국 明代 翰林學士의 필 을 본으로 한 �孝 事實� �爲善陰

騭� �論語� 등의 서 을 字本으로 주조한 銅活字의 殘遺와 조 48년  정조 원년 주조

한 同種의 활자가 혼합된 것”이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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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實 字로 인식되었다.
12)12)  

그런데 �顯宗實 纂修廳 軌�에 의하면 1677년 �顯宗實 �을 인출할 때 私家에

서 활자 3만여 자를 차용하여 왔다고 한다.
13)

13)이 활자와 련하여 동 軌의 다른 

부분에서는 洛東契에서 속활자 35,830개를 가져오고 부족한 자 40,825자는 새

로 만들었다고 하 다.
14)

14)이 두 사료를 연 시켜 보면 �顯宗實 � 인출을 해 私

家에서 가져온 활자가 洛東契에서 가져온 활자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활자는 私家에 돌려주지 않고 새로 주조한 활자와 함께 校書館에 내려

서 새 책들을 게 하 다. 實 廳 郎廳 兪夏益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그는 활자

가 나 어지면 하나의 책도 인쇄할 수 없지만 모아 두면 많은 책을 을 수 있으

므로 실록 인출이 끝난 후에도 활자들을 한군데 모아 놓고 이 활자들로 우선 前後

漢書를 어 나 어 주자고 하 다.
15)15)

따라서 實 字에는 洛東契字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顯宗實 �부터 �哲宗實 �

까지 역  실록과 列聖御製  각종 誌狀類 인쇄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인쇄하는 데 두루 사용되었다.
16)16)

12) 천혜 , 앞의 책, 371-373면; 백린, 앞의 논문 138-139면; 윤병태, 1976 ｢洛東契活字 ｣,  

�도서 � 31-3 43-44면; 1992 ｢洛東契活字와 그 印本들｣,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범우

사, 79-85면. 백린은 규장각에서 편찬한 �實 字藪�(奎 7929)도 顯宗實 字에 한 字譜

라고 하 다.

13) �顯宗實 纂修廳 軌� 丁巳 8월 20일(太白山 史庫本). “實 印出之役 今 垂畢 所印鑄字 

當初取用於私家 其數僅三萬餘字 而自都監加鑄 又至四萬餘字” 顯宗實  제작 과정에 해

서는 최연식, 2003 ｢숙종  종 왕실록의 편찬과 종 왕실록찬수청의궤｣, �한국학보� 

111 참조.

14) �顯宗實 纂修廳 軌� 移文秩 10월 24일조에 “實 印出時 本廳鑄字四萬八百二十五介 及

洛東契取來鑄字三萬五千八百三十介 合七萬六千六百五十五介移 .”이라 하 다.

15) �顯宗實 纂修廳 軌� 丁巳 8월 20일 “實 畢印之後 私家鑄字則 所當還給 本主分而二之則 

不足於印冊 合而用之則 雖卷多之冊 足以印出 鑄字則 幷下校書館而前後漢書之在玉  只

是一件 所當印出廣  故敢此仰達矣 且鑄字本主雖給價不欲受云 以其字所印之冊 隨所印 每

給一件何如 上曰 實 完畢後 幷下校書館 使之印出前後漢書而 隨所印 每給一件事 依爲之.”

16) 實 字로 간행한 책에 해서는 김두종,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299-300면; 

청주고인쇄박물 편, 2010 ｢2009 조선왕실 주조 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인력자, 

종실록자, 교서 인서체자, 정리자의 복원-｣, �조선후기 한국의 속활자�, 청주시/청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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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實 字는 많은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여러 차례 추가 제작

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1850년에 간행한 憲宗의 �列聖御製�
17)
에17)사용된 

‘以’ ‘今’을 보면 여러 형태의 자가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도

 2> 참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일부는 洛東契字 시기의 자 모양과 일치

한다.

   

<도  2> 憲宗 �列聖御製�의 實 字에 사용된 ‘以’, ‘今’ 

그러나 이 활자의 추가 제작에 해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기존의 實

字와 련된 연구에서 �顯宗實 � 인쇄 때 4만 여자를 만든 이후에 추가 제작한 

시기에 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 다. 

윤병태는 소  顯宗實 字로 인출한 책들의 多使用字들에 있어 인 변동

이 4회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고  부분 인 변동이 실록의 인출기에 맞추어 8회 

나타난다고 하 다. 인 변동 시기는 洛東契字期(1674), 顯宗實 期(1677) 그

리고 1729년(英祖 5), 1836년(憲宗 2)으로 분류하 다. 한  洛東契字 集字圖와 

각 시기별 實 字 比 圖를 통하여 각 시기별 표 활자를 제시하 다.
18)18) 

천혜 은 1850년(哲宗 원년)~1851년에 인출한 �列聖御製�(定宗, 純宗, 翼宗)의 

인쇄박물 , 104-107면 참조.

17) 국립 앙도서  소장본 일산 고 3647-33.

18) 윤병태, 앞의 논문 43-44면; 앞의 책, 79-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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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部本 권 96-100, �憲宗御製�, �憲宗實 � 등을 보면 이 의 實 字로 인출한 책

과는 자의 형태, 정교도 등이 달라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규

모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19)19) 

최근 남권희 등은 실물과 사료의 기록 등을 통해 �正祖實 �을 간행한 1805년 

이후에 규모 改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 다. 顯宗, 英祖, 正祖의 실록의 

경우 실록 간행 차와 활자의 사용에 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는 軌가 있으나 

여기에 규모 改鑄나 補鑄 기록이 없기 때문에 1805년 이 의 改鑄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顯宗實 �을 은 후 100년이 넘도록 여러 책을 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1805년 이후

에 이 활자로 은 책 에 1814년에 은 �列聖御製�에서 활자의 모양이 그 이

의 印本과 달라지고 인쇄 상태가 체 으로 정돈된 느낌을 다는 에서 1814년 

무렵을 규모 改鑄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實 字의 제작 시기를 洛東契字(1677

년 이 ) 시기와 前期 顯宗實 字(1677~1805), 後期 顯宗實 字(1805년~1850년, 

1850년 이후)로 구분하 다.
20)2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박 소장 實 字 실물을 통해 實

字의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며,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국립 앙박물  소장 實 字의 고증 

1) 實 字의 형태  특징 

박 소장 활자 가운데 實 字는 韓構字, 整理字, 衛夫人字와 서체와 외형 등에

서 구분된다. 韓構字와 整理字는 씨체와 크기 등에서 實 字와 확연히 구분되며, 

19) 천혜 , 앞의 책, 372면.

20) 청주고인쇄박물 편, 앞의 논문, 86-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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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서체가 유사한 壬辰字(衛夫人字)와 비교했을 때도 명확히 구분된다. 

實 字는 壬辰字에 비해 크기가 좀 더 작으며, 씨체면에서도 壬辰字와 같이 단

아하고 해정한 晉體字이지만,
21)

21)壬辰字가 더 筆書體의 느낌이 강하다. 윤병태는 이 

활자의 서체가 甲寅字體와 닮았으나 자에 따라서는 乙亥字의 씨와 비슷한 字

體도 있으므로, 甲寅字體와 乙亥字體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만 골라서 그 字本을 

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창 인 서체라고 하 다.
22)22) 

   <도  3> 壬辰字( )와 實 字(아래)의 자체  크기 비교

이처럼 이 활자는 체 으로 서체와 활자의 크기 등에서 다른 활자와 구분되는 

공통 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여러 차례 추가 제작 과정에서 서체의 크기

와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 다.23)23)그런데 박 소장 實 字를 고찰한 결과 활자의 

서체뿐 아니라 활자의 외형 등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 

이에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實 字의 다양한 제작 시기와 활자의 유형

의 변화 사이에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활자를 세부 으로 고찰하 다.

2) 2가지 형태의 활자- 活字와 新活字

본 논문에서는 박 소장 實 字의 유형  시기 구분을 시도하면서 今, 以, 而, 

21) 김두종, 앞의 책, 299면.

22) 윤병태, 앞의 논문, 49면.  

23) 윤병태, 앞의 논문 49면에서 �顯宗實 �을 인출할 때 추가 제작한 활자 에는 洛東契字

와 비교할 때 약간씩 서체에 변화가 있고 자형의 크기도 달라졌다(커졌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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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時 5종의 자를 택하여
24)

24)<도  4>와 같이 같은 자 내에서 서체에 따라 유

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활자의 수량, 크기와 무게를 기록하고(단 는 cm, g), 

앞면과 뒷면을 찰하 다. 

今

유형 1형 2형 3형

수량 8 12 45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2 1.4 0.7 5.12 1.2 1.3 0.6 4.63 1.15 1.4 0.6 4.18

1.1 1.3 0.7 5.50 1.2 1.3 0.6 4.74 1.15 1.4 0.6 4.42

1.2 1.3 0.6 4.70 1.1 1.2 0.7 5.62 1.1 1.4 0.65 4.79

1.2 1.3 0.7 5.26 1.1 1.2 0.65 4.92 1.15 1.4 0.65 4.67

1.15 1.3 0.7 5.54 1.2 1.3 0.7 5.12 1.15 1.4 0.6 4.21

1.1 1.4 0.65 4.98 1.1 1.2 0.7 5.28 1.15 1.4 0.65 4.63

1.15 1.2 0.7 6.24 1.2 1.25 0.65 6.08

1.15 1.3 0.7 5.41 1.1 1.3 0.7 5.66

앞면

뒷면

24) 박 소장 實 字는 오랜 기간 여러 책의 간행에 쓰이면서 여러 차례 추가 제작이 이루

어져, 자에 따라 남아 있는 수량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찰을 한 표본 자를 택하

기가 쉽지 않았다. 서체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려면 2종 이상의 유형이 존재하고 활자의 

수량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조건에 합한 5개 표본 자를 택하 다. 

‘以’(165개) ‘而’(198개)는 남은 수량이 100개 이상인 활자 가운데 2개 이상의 유형을 가

진 활자로서 선정된 것이다. 今, 明, 時 역시 수량이 비교  많고 서체의 유형이 2종 이

상이어서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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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

유형 1형 2형 3형

수량 18 61 84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0.9 1.3 0.7 4.41 1.0 1.3 0.65 3.82 1.0 1.25 0.6 3.12

0.9 1.3 0.7 4.62 1.0 1.3 0.7 5.15 0.9 1.2 0.6 3.14

0.9 1.4 0.7 4.25 0.85 1.3 0.6 4.02 0.9 1.2 0.6 3.15

0.8 1.4 0.6 3.58 0.85 1.2 0.6 3.71 1.0 1.25 0.55 3.23

1.0 1.3 0.7 4.71 0.9 1.25 0.65 4.12 1.0 1.25 0.55 3.22

1.1 1.3 0.7 6.71 0.9 1.3 0.6 4.30 1.0 1.25 0.55 3.15

0.9 1.3 0.6 3.98 0.9 1.25 0.6 4.08

0.9 1.3 0.7 4.03 0.9 1.3 0.65 4.49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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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

유형 1형 2형 3형

수량 4 1 59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05 1.35 0.7 5.07 1.05 1.3 0.65 4.32 1.0 1.3 0.7 5.01

1.05 1.35 0.6 4.45 0.95 1.3 0.65 4.42

0.95 1.3 0.65 4.36 0.95 1.35 0.65 4.45

1.05 1.3 0.65 4.67 1.0 1.35 0.7 5.07

0.95 1.3 0.65 4.20

0.9 1.25 0.7 4.98

0.95 1.3 0.65 4.26

0.9 1.2 0.7 4.67

앞면

뒷면

유형 4형 5형 6형

수량 65 32 37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0 1.25 0.6 3.91 0.95 1.2 0.5 3.23 1.05 1.25 0.5 3.50

1.0 1.25 0.6 3.99 1.0 1.2 0.55 2.95 1.05 1.25 0.5 3.77

1.0 1.25 0.6 3.81 1.0 1.25 0.55 3.26 1.0 1.3 0.5 3.53

1.0 1.25 0.6 3.94 1.0 1.25 0.55 3.37 0.95 1.25 0.5 3.32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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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유형 1형 2형

수량 9 6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15 1.35 0.6 4.87 1.05 1.25 0.6 4.71

1.0 1.3 0.65 5.26 1.0 1.2 0.65 4.01

1.15 1.25 0.7 5.00 1.05 1.2 0.7 5.17

1.05 1.35 0.65 4.82 1.05 1.25 0.65 4.90

1.15 1.3 0.7 5.01 1.05 1.3 0.7 4.91

1.05 1.3 0.6 4.87 1.05 1.25 0.65 4.46

1.05 1.3 0.7 4.44

1.05 1.3 0.7 4.52

앞면

뒷면

유형 3형 4형

수량 28 15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1 1.3 0.5 4.06 1.1 1.25 0.55 3.66

1.1 1.4 0.5 4.07 1.1 1.25 0.6 4.01

1.15 1.35 0.5 4.09 1.05 1.2 0.6 3.74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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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유형 1형 2형

수량 12 37

크기

세로 가로 높이 무게 세로 가로 높이 무게

1.25 1.25 0.7 5.29 1.15 1.2 0.55 3.61

1.3 1.3 0.65 5.73 1.1 1.25 0.5 3.65

1.25 1.2 0.65 4.79 1.1 1.25 0.55 3.70

1.25 1.3 0.65 5.60 1.15 1.2 0.5 3.65

1.25 1.3 0.65 5.17 1.15 1.25 0.5 3.72

1.2 1.25 0.65 7.10 1.1 1.25 0.55 3.58

1.15 1.35 0.65 5.26

1.25 1.3 0.65 7.13

앞면

뒷면

<도  4> 5종 활자의 유형별 실측치와 앞뒷면 형태

 5종 활자들은 서체 면에서 각각 2~6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도  5>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今 1-2형과 以 

1-2형, 而 1-3형, 明 1-2형, 時 1형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今 3형과 以 3형, 而 

4-6형, 明 3-4형, 時 2형이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두 번째 그룹의 활자들은 첫 번째 그룹의 활자들에 비해 활자가 새겨진 정면의 

사각형이 네모반듯한 편이다.  자가 없는 여백 면이 어미자의 자를 새길 때 

나타나는 칼질 흔 이 없어 매끄러운 편이다. 활자의 높이도 첫 번째 그룹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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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낮다. 활자의 뒷면 형태에서도 두 그룹은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그룹 

활자의 뒷면은 홈의 깊이와 인 형태가 매우 다양한 반면, 두 번째 그룹은 홈의 

임이 일정할 뿐 아니라 구리를 약하기 해 깊게 여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룹의 활자에 비해 무게도 가볍다. 즉 두 번째 그룹의 활자는 반 으로 활자의 

형태가 일정하고 정교하며, 자면의 마모 흔 도 어 첫 번째 그룹에 비해 더 

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번째 그룹의 활자를 ‘新活字’로 명명하고 나머지는 ‘ 活字’

로 명명하 다. 이처럼 박 소장 實 字는 일단 크게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25)25)

정면 뒷면 1 뒷면 2

구형

신형

<도  5> 活字와 新活字의 형태 비교

25) 청주고인쇄박물 , 앞의 논문 99-100면에서도 박 소장 實 字 일부를 실사하고 기 

주조 활자와 후기 주조로 구분하 다. 신활자와 구활자라는 명칭은 조선총독부 참사 분

실에서 활자를 분류할 때 목활자에 해 구활자와 신활자로 구분한 것을 원용하 다.(이

재정, 2004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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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實 字의 세부 분류와 제작 시기 추정

2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實 字는 여러 차례 추가 제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한 2)에서 5종의 활자를 고찰한 바와 같이 존하는 實 字가 

어도 2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유형이 제작 시기와 련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여기에서는 박 소장 實 字에 한 보다 자세한 찰, 본과의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인 구분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제작 시기를 고증하여 實 字의 

추가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재 남아 있는 實 字大字 5만 여자 체를 상으로 활자의 형태를 세부 분

류하고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日部 1~4획에 속하는 22종 

자의 활자 총 339개를 상으로 印本과 조를 통해 사용 시기를 악하고자 하

다.

앞서도 언 한 바와 같이 �顯宗實 �을 인출할 때 주조한 實 字는 洛東契에서 

가져온  활자와 먼  합해졌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로 제작된 것이 함께 사용되

었다. 따라서 <도  2>에 시한 것처럼 후기에 인쇄된 본에서는 같은 자 내

에서도 자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 즉 洛東契字 시기에 만들어진 자가 후기 즉 �憲宗實 �, �哲宗實 � 간

행 당시에 함께 사용되기도 하 으며, 후에 추가 제작을 하면서 앞선 시기의 자 

형태 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제작 시기 구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자의 모양으로 제작 시기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자 모양의 차이가 제작 시기의 차이와 련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단하 다. 이에  日部 1~4획에 속하는 소장 활자와 實 字로 인쇄한 각 시기

별 표  印本에 나오는 해당 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형별 활자의 제작 시

기를 고증하고자 하 다.

각 활자의 제작 시기 구분을 해 조한 印本은 다음과 같다. 먼  洛東契字 

시기의 印本으로는 �更子增廣司馬榜目�(1674년) �壬子式年司馬榜目�(1673~1674), 

1673년 무렵 간행된 �唐宋八代家文鈔�를 활용하 다.26)26)�顯宗實 �과 그 이후 印

本에 사용된 활자에 해서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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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는 顯宗~哲宗까지의 실록 원문 검색을 통해 확인하 다.

實 字가 실록 이외 다른 여러 서 의 인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자들을 비교 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實 字로 간행된 서  가운

데 역  실록이 가장 기본 인 印本이므로, 實 字의 추가 제작이 실록 제작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 실록은 조선왕조실록 홈페

이지를 통해 검색어를 넣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다른 印本들은 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색의 편의를 해 실록을 비교 상으로 하 다. 

실록의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 다. 日部 1~4획의 소장 활자의 

자들을 �顯宗實 �부터 �哲宗實 �까지 검색어로 넣어 도출된 원문의 자와 소

장 활자의 서체를 각각 비교하 다. 이 때 ① 실록에서 검색된 수량이 은 자

들은 수를 비교하 다. ② 수량이 많은 자들은 각 실록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심으로 검색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가 나타나는 부분을 찾기 해 간 간에 

무작 로 검색하 다.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일반 으로 하나의 실록 

내에서 서체가 다른 자가 복수로 사용될 때는 규칙 없이 혼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었다. 즉 한 자에 서체의 유형이 두 가지 이상일 경

우 한 가지 유형의 서체가 일정 부분까지 사용된 후 새로운 유형의 서체가 등장하

며, 이후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사용되었다. ② 以, 而, 今과 같이 사용 빈도

가 높은 자들은 복수의 서체의 자가 처음부터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 다. ③ 

한 가지 유형의 서체가 �顯宗實 �(때로는 洛東契字 印本)부터 �哲宗實 �까지 계

속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록에 따라 같은 자라도 다른 유형의 서체가 

사용된 도 종종 발견되었다. ④ 실록에 사용된 자 가운데는 소장 활자에는 없

는 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⑤소장 활자 가운데 실록에는 사용되지 않은 활자들

도 포함되어 있다.

26) 洛東契字의 본에 해서는 윤병태, 앞의 두 논문 참조. 활자 조에 사용한 �壬子式年司

馬榜目�은 국립 앙도서 본(고 6024-128)이며 �更子增廣司馬榜目�과 �唐宋八大家文鈔�

는 고려 학교 소장본(청구기호는 각각 B8-A1-1660, 화산 D2-A272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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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서체 

유형
활자 인본 인본의 출처  비고

日 54

1형(2) 顯卽/6/13/4

1~3형은 구형 활자, 4~5형은 신형활자

에 속한다.

윤병태가 洛東契字 集字圖에서 제시한 

활자는 소장활자에 없다. 1형은 顯宗實

의 첫 부분부터 등장한다. 2형, 3형은 肅

宗實 의 첫 부분부터 사용되었다. 4형과 

5형은 純祖實  첫 부분부터 등장한다.  

2형(15) 肅卽 11/29/34

3형(1) 肅卽 8/21/1

4형(17) 純卽 7/4/12

5형(20) 純卽 7/4/11

旦 4 1형
구형. 洛東契字本  實 에 이 활자와 

동일한 서체의 자는 없다. 

早 4 1형
八家文 1/5a

顯卽 5/5/6
구형. 洛東契字本부터 사용되었다. 

旭 11 1형(5) 顯改 5/1/29/3

2형 모두 구형. 종~철종실록까지 총 

42개의 이 자가 나온다. 1형은 顯宗改

修實 에 처음 쓰이고(洛東契字本에서는 

<도  6>은 박 소장 조사 상 활자들을 印本과 비교하여 활자와 印本이 동

일한 자들을 제시한 것이다. 비고란에는 각 자의 유형별 특징과 참고사항을 

기록하 다.
27)27)

27) 활자 사진은 비교 편의를 해 反轉한 것이다. 출처란에는 洛東契字本 �唐宋八大家文鈔�

과 실록의 해당 면을 표시하 다. �唐宋八大家文鈔�는 八家文으로 약칭하고 해당 권, 면

을 표시하 다. 실록은 해당 연/월/일/기사 순서로 표시하 다. 顯卽/6/13/4은 顯宗 卽位

年 6월 13일 네 번째 기사를 뜻한다. 주로 그 자가 처음 사용된 곳을 표시하 다. �唐

宋八大家文鈔�는 1~5책을 상으로 동일한 자를 검색하 으므로, 확인 못한 활자 가

운데 �唐宋八大家文鈔�에 사용된 활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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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6) 肅28/7/11/1
확인 못함) 2형은 肅宗實 에 처음 쓰

다.

旨 26 1형
八家文 4/1b

顯卽 5/4/2

구형. 洛東契字本에서부터 哲宗實 까지 

동일한 형태의 자가 사용되었다.

旬 11 1형 純3/11/10/1
신형. 顯宗實 에 나오는 자와는 다르

며, 純祖實 에 처음 나온다. 

旱 8

1형(3)
八家文 1/12a

顯1/1/3/2

모두 구형. 1형은 洛東契字本에 처음 나

온다. 2형은 顯宗實 에 처음 나온다.(洛

東契字本에서는 확인 못함) 3형은 肅宗

實 에 처음 나온다. 

2형(3) 顯卽/6/5/2

3형(2) 肅3/5/23/2

旰 12 1형 顯6/4/17/2
구형. 顯宗實 부터 나온다.

(洛東契字本에서는 확인 못함)

旴 1 1형
구형 활자. 실록에 같은 자가 없다.(洛

東契字本에서는 확인 못함)

昌 16

1형(4)
八家文 1/1a

顯卽/5/9/2

모두 구형. 1형은 洛東契字本부터 나온

다. 2형은 顯宗實 에 처음 나온다.(洛東

契字本에서는 확인 못함) 3형과 4형은 

肅宗實 에 처음 사용되었다.

2형(1) 顯卽 5/4/1

3형(1)
肅卽/8/25/1

景卽/6/17/2

4형(11)
肅3/9/5/1

旻 4 1형(1)

 

顯改14/4/5/1

모두 구형. 이 자는 顯宗實 에는 나오

지 않으며 顯宗改修實 에 처음 나온다. 

1형은 顯宗改修實 , 2형은 肅宗實 에 

처음 등장한다.(洛東契字本에서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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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3) 肅1/7/9/1 못함)

昻 7

1형(2) 顯改4/11/25/4 모두 구형. 1형은  顯宗改修實 , 2형은 

肅宗實 에 처음 나온다. 洛東契字本과 

顯宗實 에서는 소장 활자와 다른 서체

의 자가 사용되었다.2형(5)
 

肅6/4/3/2

昃 3 1형 顯改1/2/21/2

구형. 顯宗實 에는 이 자가 나오지 않

고 顯宗改修實 에 처음 나온다. 50여개

를 검색하 는데 동일한 활자가 憲宗實

까지 쓰 다. 哲宗實 에는 이 자가 

검색되지 않는다.(洛東契字本은 확인하지 

못함)

昆 3 1형
八家文 13/5a

顯5/1/9/4

구형. 洛東契字本부터 사용되었으며, 顯

宗實 부터 哲宗實 까지 동일한 서체가 

쓰 다.

昇 5 1형
八家文 4/13b

즉/5/4/1

구형. 洛東契字本부터 사용되었다. 顯宗

實 부터 哲宗實 까지 동일한 서체가 

쓰 다.

昊 4

1형(3)
八家文 1/1a

顯8/7/27/6
구형. 1형, 2형 모두 洛東契字本부터 사

용되었다.

2형(1)
八家文10/19a

顯改 15/6/4

易 35

1형(11)
肅45/3/3/3

肅45/8/16/5

1형은 구형, 2,3형은 신형. 1형은 肅宗實

 후반부부터 나오며 3형은 純祖實 부

터 쓰 다. 2형은 확인하지 못하 다.

2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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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23)
純卽 11/18/2

純1/2/21/1

明 58

1형(9)
八家文 8/3b

顯卽/6/13/4

1형과 2형은 구형, 3형과 4형은 신형. 1

형은 洛東契字 集字圖에 나오는 자와 

같으며 洛東契字本부터 쓰 다. 2형은 肅

宗實 , 3형과 4형은 純祖實 에 처음 나

온다.

2형(6) 肅1/4/4/2

3형(28) 純卽 7/30/6

4형(15) 純卽 8/8/2

旺 2

1형(1) 肅6/10/14/3

모두 구형. 이 자는 顯宗實 과 顯宗改

修實 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肅宗實 에 

처음 나온다. 1, 2형 모두 純祖實 까지 

쓰 다. 憲宗, 哲宗實 에는 이 자 나

오지 않는다.

洛東契字本은 확인하지 못하 다.
2형(1) 肅41/7/21/1

昍 5 1형 肅34/11/5/3

구형. 肅宗實  이 에는 이 자가 실록

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실록에 이 자의 

서체와 다른 유형의 자도 있다.

旼 3 1형 英27/3/12/2

구형. 실록에서 이 자는 英祖實 에만 

4번 나오며, 4개  1개만 소장 활자의 

자와 일치한다. 洛東契字本에서는 확인

하지 못하 다.

是 62

1형(6)
八家文권18/9a

顯卽/5/4/7

1형과 2형은 구형, 3형은 신형.  1형은 

洛東契字本부터 등장하며  2형은 肅宗實

부터, 3형은 純祖實 부터 나온다.

2형(11) 肅1/1/27/1

3형(45) 純卽/7/4/12

<도  6> 日部 1~4획 實 字의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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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日部 1~4획에 속하는 활자들은 

活字와 新活字로 나 어지며, 자에 따라 구형만 있는 활자, 신형만  있는 활자, 

구형과 신형이 함께 있는 활자가 있다. 구형과 신형이 다 있는 자는 총 22종 

자 가운데 日(54개), 易(35개), 明(58개), 是(62개) 4개이다. 이 자들은 조사 

상 활자 가운데 수량이 1~4 에 해당하는 많이 사용된 활자들이다. 신형만 있는 

활자는 旬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형 활자만으로 이루어졌고, 구형 활자의 

부분은 10개 이하로 남아 있어 자주 사용되지 않은 활자로 생각된다. 구형 활자들

은 洛東契字本 는 �顯宗實 �부터 �哲宗實 �에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찰 결과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顯宗實 �( 는 洛東契字 印本) 이후 

실록을 인쇄할 때, 사용 가능한 기존 활자는 계속 사용하고, 모자라는 활자들을 필

요할 때 추가 제작하는 방식을 이용하 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체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활자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로 �顯宗實 � 

간행 이후에 �肅宗實 � 간행시기, �純祖實 � 간행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자들

이 등장한다. 그 다면 실제로 이 시기에 다량의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까?  

활자의 형태 등을 통해 實 字의 제작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 

먼  <도  5>에서 印本을 통해 확인된 자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洛東契字本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早, 旨, 旱 1형, 昌 1형, 昆, 昇, 昊 1형, 2

형, 明 1형, 是 1형

② �顯宗實 �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日 1형

③ 洛東契字 印本에 사용여부는 미확인이나 �顯宗實 �부터 사용된 활자 : 旱  

2형, 旰, 昌 2형

④ �顯宗改修實 �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旭 1형, 旻 1형, 昻 1형, 昃

⑤ �肅宗實 �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日 2형, 3형, 旭 2형, 昌 3형, 4형, 旻 2형,  

昻 2형, 易 1형, 明 2형, 旺 1형, 2형, 昍, 是 2형, 旱 3형

⑥ �英祖實 �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旼

⑦ �純祖實 �에 처음 나오는 활자 : 日 4형, 5형, 旬, 明 4형, 5형, 易 2형, 是 3형

<도  7>은 ①~⑦에 해당하는 활자들의 앞면과 뒷면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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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⑦

②

⑤

③

④ ⑥

<도  7> 각 실록에 사용된 활자의 앞뒷면

먼  �純祖實 �부터 사용된 활자들은 22종 가운데 5종이며, 활자 수로는 159개

이다. <도  7>에서 이 활자들의 앞뒷면 형태를 보면, 앞서 언 한 新活字의 특징

을 띤다. 이로써 이 新活字들은 �純祖實 � 간행 시기인 1838년 무렵에 제작된 것

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도  8>과 같이 �純祖實 � 제작 이 인 1814년

에 간행한 �列聖御製�에 이미 �純祖實 �에 사용된 자와 같은 자들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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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이 확인된다.
28)

28)따라서 新活字는 1838년보다는 1814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

로 이 타당하다.

�列聖御製�

수록면 22면 28면 54면 43면 22면

�純祖實 �

 <도  8> 열성어제와 �純祖實 �의 같은 자 

�憲宗實 � 간행 무렵인 1850년 후에 新活字를 다시 만들었을 가능성에 해

서도 고려하 다. 그런데 <도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 상 활자 가운데 

�憲宗實 �에 처음 사용된 자는 없었다. <도  9>에 제시한 恒의 경우 남아 있

는 24개 활자는 구형 3종과 신형 1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형인 4형은 �純祖實

�에 처음 나온다. 

�顯宗實 � �肅宗實 � �景宗實 � �純祖實 �

<도  9> 4개 유형 恒자의 각 실록 최  사용 시기 

반면, �憲宗實 �의 검색 결과 나오는 20개의 恒 가운데 �憲宗實 �에 처음 나

오는 서체의 자는 없다. 한 1850년이라는 시 은 규모 추가 제작이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는 1814년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 이다. 印本과 活字를 모

28) �列聖御製�는 국립 앙도서 본(일산 고 3647-30)을 확인하 다. 청주고인쇄박물 , 앞의 

논문에서 이 때 인쇄형태가 깨끗하고 새로운 자가 등장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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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해보지 않았으므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으로 미루어볼 때 �憲宗

實 � 제작 시 새로 활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일부 새로 제작

했더라도 하더라도, 시기 구분을 할 만큼의 규모나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洛東契字~ �純祖實 � 이 (1814년 이 )에 사용된 활자까지는 앞서 말한 구

형에 속하는 활자이다. 이들 활자는 모양이 다양하며 활자의 형태나 자의 모양 

등에서 명확한 구별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다. 洛東契字와 �顯宗實 � 제작 당시에 

만든 활자는 당시에도 이미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 다.

그 다면 �肅宗實 � 간행 시기의 추가 제작 가능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도  6>에 나오는 22종 자 가운데 �顯宗實 �과 �顯宗改修實 �에는 쓰이

지 않고 �肅宗實 �에 새로 나오는 것이 11종 자이다.(이  旺과 昍은 �顯宗實

�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자이다) 활자 개수로는 339개  79개이다. 이처럼 남

아 있는 활자가 많다는 것은 분명 이 시기에 다량의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肅宗 연간에 다량의 책을 간행한 을 고려한다면, �肅宗實 � 간행 이 인 肅

宗 연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 든 �肅宗實 � 간행이 하나의 기 은 

될 수 있을 것이다.  日部의 자들 외에도, 필자가 실록의 여러 자와 활자들

을 조사해본 결과 서체가 2가지 유형 이상인 활자 가운데 �肅宗實 � 이후에 새로

운 자가 나오는 가 <도  10>과 같이 다수 확인되었다.

앞면 뒷면

肅宗

實

이

肅宗

實

이후

<도  10> 肅宗實  이 과 이후에 사용된 활자의 서체의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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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實 � 이 에 사용된 활자와 �肅宗實 �에 사용된 활자들이 외형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체 으로 정면의 모습을 볼 때 �肅宗實

� 이후의 활자는 그 이  활자에 비해 잘 다듬어져 어미자의 나무로 깎은 흔

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자의 형태에 상 없이 네모난 모양을 비교  잘 유지하

고 있다. 뒷면의 형태는 �肅宗實 �에 사용된 활자들이 이  시기 활자들에 비해 

더 깊이 여진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찰 결과로 볼 때 박 소장 實 字는 크게 1674년(洛東契字 시기), 

1677년(顯宗實  편찬 시기), 1728년(肅宗實  편찬 시기), 1814년(列聖御製 편찬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박 소장 實 字에는 1674년부터 1814년 무렵까지 140여년에 걸쳐 제

작된 활자가 포함되어 있어, 활자 제작 형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조선시 에 기록상 확인되는 최 의 민간 제작 속활자인 洛

東契字가 實 字에 포함되어 있고,
29)

29)이것이 �顯宗實 � 제작 당시 국가에서 만든 

활자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實

字의 형태 변화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자의 형태는 제작 시기가 내려가면서 보다 정형화되었으며, 특히 �列聖御製� 

간행 단계에 만들어진 新活字들은 활자의 형태가 거의 일정하다. 활자의 형태가 

거의 일정한 것은 어미자를 만들 때 규격화된 나무 조각에 자를 먼  새긴 후 

동일한 크기로 재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각의 어미자 제

작에 필요한 나무 조각을 하나하나 자른 후 자를 새기는 방식보다 더 효율 인 

29) 조선시 의 속활자는 원칙 으로 국가가 독 으로 제작하고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

다.(이재정, 2008 �조선출 주식회사� 7장 참조. 洛東契字에 앞서 1668년에 金佐命의 주

도로 戊申字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활자는 민간에서 자체 으로 활용하기 해 만든 활

자라기보다, 당시 호조 서와 병조 서의 자리에 있던 金佐命이 守禦廳의 군사를 이용해

서 만든 것으로 국가를 신하여 만든 측면이 강하다. 조선시 에 민간에서 만든 속활

자로는 이 외에 1749년에 洪啓禧가 만든 栗谷全書字, 1816년에 朴宗慶이 만든 全史字, 19

세기 에 만든 族譜鐵活字 정도가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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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하면 활자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이 있고, 이는 조 할 때 활자 높이를 일일이 맞추기 해 소모해야 하는 공력

을 일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新活字는 뒷면의 홈을 깊

이 서 구리를 약하 는데 이 역시 종 보다 개선된 제작 방식으로 생각된다. 

후기에 제작된 활자일수록 모양이 보다 규격화된 것은, 활자를 제작하고 서 을 

인쇄하는 匠人 등의 노력으로 효율 인 인쇄를 한 활자 개량이 꾸 히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1814년 무렵에 제작된 新活字에 와서 활자의 형태가 

종 과 확실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正祖의 활자 개량 노력과 연 되어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正祖는 활자의 개량에 많은 심을 갖고 국의 聚珍板 木活字 제작 방식을 도

입하여 1792년에 生生字, 1796년에 整理字를 제작하 고, 그 결과 종 에 비해 인

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30)30)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生生字와 整理字는 종 의 

衛夫人字나 韓構字에 비하면 활자의 형태가 고르고 반듯하여 인쇄가 간편하고 빠

르다고 하 다.
31)

31) 재 박에 소장되어 있는 整理字를 보면, 형태가 규격화되고 

뒷면의 홈을 깊이 서 구리를 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신형 실록자와 

유사한 형태이다. 존하는 속활자 가운데 18세기에 제작된 校書館印書體字나 

한  속활자에도 비슷한 형태의 활자들이 있지만,
32)

32) 체 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 正祖 연간의 활자 개량이 신형 實 字의 제작에 

요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30) 이재정, 2010 ｢正祖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中國活字 購入｣ �한국사연구� 151 참조. 整

理字와 국의  聚珍板 木活字는 활자 모양과 높이 등이 서로 다르므로, 활자의 개량 과

정에서 양자의 방식을 혼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1) �弘齋全書� 권 165, ｢日得 ｣ 5, 文學 5.

32) 이재정, 2006 ｢국립 앙박물  소장 한  속활자의 특징｣; 2007, ｢국립 앙박물  소장

교서 인서체자의 분류  고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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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語

국립 앙박물 에는 조선 시  왕실과 국가에서 사용했던 수십 만 자의 활자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속활자로 實 字大字와 字가 6만 여자 포함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에서 實 字를 정리한 후 그 수량을 세어 字譜를 만

들고 당시 수 에서 활자의 실체를 고증하 다.  朝鮮總督府에서 활자를 정리한 

후 제작한 �朝鮮活字見本帖�에 實 字가 수록되어 있어, 활자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實 字라는 명칭은 史料에 정확히 언 되지 않으며, 언제 어떤 서 을 

간행할 때 사용한 활자인지에 한 정확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字譜 가운데 조선 후기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實 字

藪�가 있어 규장각에 實 字가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朝鮮總督府에서 남긴 자료와 재 남아 있는 본 등을 통해 박 소장 實 字

가 �顯宗實 �부터 �哲宗實 �까지의 實   �列聖御製�, 각종 誌狀類, 그 외 조

선 후기에 간행된 여러 책의 인쇄에 두루 사용되었음이 확인하 다. 그리고 이 활

자가 �顯宗實 � 간행에 처음 사용되었으므로 ‘顯宗實 字’로 명명되어 왔다. 

�顯宗實 �은 민간의 洛東契에서 주조한 활자와 실록 간행을 해 새로 주조한 

활자를 혼용하여 인쇄하 고, 이후 이 활자는 혼합되어 19세기 말까지 200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추가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

만, 명확한 기록이 없어 그 시기에 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박 소장 활자 실물과 實 字로 간행한 

印本들을 비교하여 추가 제작 시기를 좀 더 명확히 정리하고, 시기에 따른 활자 

형태의 차이 등에 한 고찰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實 字는 활자의 형태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유형의 활자를 비교할 때 두 번째 유형의 활자가 첫 번째 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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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자면이 많이 닳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형태도 비

교  규격화되어 있다. 한 뒷면의 홈을 깊이 서 활자 재료인 구리를 약하여 

무게가 가벼웠다. 즉 육안으로 비교 확인했을 때 두 번째 그룹의 활자가 첫 번째 

것보다 나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본과의 비교를 통해 두 번째 

그룹의 활자들은 1814년 이후에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박 소장 實

字를 活字와 新活字로 구분하 다.

1814년 무렵 주조된 新活字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活字로 분류하 지만, �顯

宗實 � 간행 이후 實 字로 많은 서 을 간행하 으므로 活字가 모두 같은 시

기에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洛東契에서 가져온 활자와 �顯宗實 � 간행 

당시 만든 활자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活字의 형태는 매우 다양

하여 구분의 포인트를 찾기 어려웠고, 특히 洛東契에서 가져온 활자와 �顯宗實 � 

간행 당시 만든 활자는 거의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 에 기록상 확인되

는 최 의 민간 제작 속활자인 洛東契字가 實 字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顯

宗實 � 제작 당시 국가에서 만든 활자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

한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實 字와 련 印本 등을 비교, 조하여 活字 내부의 시기 구

분을 시도하 다. 그 결과 박 소장 實 字의 제작 시기는 크게 1674년(洛東契字 

시기), 1677년(顯宗實  편찬 시기), 1728년(肅宗實  편찬 시기), 1814년(列聖御

製 편찬 시기)으로 추정되었다.

박 소장 實 字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활자의 제작 시기가 내려갈수록 활자

의 형태가 보다 규격화되고 활자 재료인 구리의 소모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는 17~19세기에 걸쳐 활자의 제작과 서  간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로 단된다.

조선은 속활자 제작과 사용을 시하여 太宗 때 癸未字를 만든 이후 수 십 

차례 활자를 제작하고, 이 과정에서 출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활자의 개량을 

추구하 다. 그러나 구체 으로 어떤 개량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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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박 소장 實 字는 1674년 무렵에 제작된 것부터 1814년 무렵에 제작

된 것까지 140년간의 활자를 포 하고 있어 활자의 개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귀 한 자료이다.  

논문투고일(2012. 4. 30),   심사일(2012. 5. 28),   게재확정일(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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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illokja(實錄字) Types in the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Lee, Jae-Jeo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eeps hundreds of thousands of printing types, which 

were used by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more than 60,000 metal types known as Sillokja Types(實 字: both large types and small 

types). These types are composed of those collected by a private organization named 

Nakdonggye(洛東契)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Hyeonjong sillok(顯宗實 : 

Veritable Records of King Hyeonjong) in 1677 and those replenished for Hyeonjong sillok. 

Further these types were produced and supplied up until the 19th century for the printing 

of numerous books, including annals. 

Sillokja Types are divided into old and new printing types. Close examination of the 

books printed with Sillokja Types revealed that the new printing types were made around 

1814. 

The shapes of the old printing types are diverse, and the timing of their production can 

be chiefly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1674 (types made by Nakdonggye) 

1677 (types made for the compilation of Hyeonjong sillok), and 1728 (types made for the 

compilation of Sukjong sillok(肅宗實 )).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shapes of the printing types became more standardized 

and smaller quantities of copper were used in their production, apparently as a result of 

efforts for greater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of types and the publication of books in the 

17th ~19th centuries.

Key words : National Museum of Korea,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ype(活字), Sillokja Types(實 字), Nakdonggyeja Types(洛東契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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