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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인쇄 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1)

  均字匠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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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유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그것을 직접 수행한 수많은 匠人들의 축적된 기술과 그

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통 방식에 의한 서책의 인쇄에도 이러한 장
인의 노력과 기술은 그 로 반영되었고 오늘날까지 왕실, 중앙 및 지방의 관아, 사찰, 서원, 문
중 등의 주도에 의한 간본으로 남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활자인쇄의 전통을 이룩한 조선시  인쇄문화에 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印本과 구성에 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인쇄를 이루는 주체 중의 하나인 기술자, 
즉 장인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쇄와 관련된 장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신분의 제약 등으로 그들의 활약과 업무에 하여 수록하고 있는 
기록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기록도 부분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체제
나 운영방식은 몇 가지 제한된 기록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인쇄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인쇄된 책의 형태와 내용에 치중하다보면 그 책을 인쇄한 
* 이 논문은 2008년 9월4일 청주에서 개최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복원사업 관련학술회의  조선시  인

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에서 발표한 “인쇄관청의 활자인쇄 匠人에 하여-균자장을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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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중앙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책의 간행에
는 일부 남아 있는 기록을 제외하고 그것을 수행한 장인의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활자인
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인쇄된 책에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고 그나마 극히 일부 남아 
있는 발문의 기록에서 간행기간과 발행부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서적의 인쇄에 있어서 장인의 역할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초기에 19세기와 20세기 중반
까지 성행하였던 목활자인쇄와 인쇄용구에 한 연구,1)1)사찰판의 刻手에 관한 연구2)가2)있다. 중
앙관청의 인쇄장인에 관한 언급은 실록의 편찬방법과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다루었으며3)

3) 
최근들어 조선시  왕실활자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활자의 조판과 관련하여 장인의 기록과 쓰이
는 용구에 한 기록을 소개하기도 하였다.4)4)특히 책을 장황하는 장책제원과 도침하는 장인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5)5)미술사 및 향·의례 관련연구6)에서6)일부나마 연구가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2001년에는 박문렬 교수가 金屬活字匠 7)을7)집필하면서 동시에 밀랍주조법과 주물사
주조법에 관한 기록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전통의 활자인쇄 장인에 한 본격적인 연
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활자제작이나 공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자주조가 마무리되고 인
쇄공정에 들어간 이후 활자의 배열로부터 인쇄되고 책이 장정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해서
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없었다. 활자 장인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조 이후의 공정을 연구
하는 의미도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인쇄와 관련이 있는 장인, 그 중에서도 활자인쇄의 均字匠을 중심으로 논의해보
고자 한다. 균자장 외에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장인이 모두 의미 있지만 균자장은 무엇보
다도 활자인쇄와 목판인쇄를 구분할 수 있는 장인이면서 활자인쇄의 핵심작업 중에 하나인 조판
작업을 담당하는 장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 로 알려지지 않은 활자인쇄의 장인에 하여 그 직제와 범위 등을 살펴서 인력조달
방식, 유형 등을 살피고, 특히 균자장의 역할과 가치, 문헌상에 전해지는 균자장의 명단도 파악
해보도록 하겠다. 
1) 柳鐸一, 1979 嶺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  3.
2) 김상호, 1991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 성균관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3) 배현숙, 2002 朝鮮實錄硏究序說 , 구: 태일사.
4) 남권희, 2007 조선시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甲寅字와 한글活字 , 청주: 청주고인쇄박

물관. 
5) 조계영,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 과 保存硏究 : 璿源系譜紀略 과 國朝寶鑑 을 중심으로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계영, 2007 서책 粧 時의 搗砧에 관한 고찰  古文書硏
究 31집.

6) 張慶姬, 1999 朝鮮後期 凶禮 ‘都監’의 匠人 硏究  美術史論壇 第8號, 한국미술연구소 ; 張慶姬, 2001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硏究  美術史硏究 第15號, 미술사연구회.

7) 朴文烈, 2001 金屬活字匠 , 大田 : 文化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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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자인쇄 장인의 직제와 유형
1) 인쇄장인의 범 와 직제

인쇄장인의 역할과 실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장인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로 그 범위와 직
제에 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장인은 법제적으로 어
떠한 근거를 지녔으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 것인지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
문이다.  

조선시 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관청의 인쇄장인이라 함은 인쇄업무에 종사한 상설아문에 소
속된 京工匠이나 外工匠의 장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교서관이 중심이 
되고, 인쇄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서적의 인쇄업무가 있는 중앙관청(관상감, 실록청, 시강원, 
사역원 등)과 그 밖에 임시로 설치되는 각종 都監 등에 차출된 장인을 포함한다. 

경국 전 (1485년) 공전 과 전회통 , 육전조례  등에 나타난 장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인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잡직에 하여 법에서 규정한 직제를 살펴볼 수 있다. 

경국 전 의 吏典 雜職은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근무 평정을 하는 四都目을 적용하였다. 
장인의 근무일수와 인사에 하여 인원수는 工典에 나타나는 로 하되 2番으로 나누어 교  근
무하게 하였다. 원근무일수 900일이 차면(尙衣院의 綾羅匠, 造紙署의 紙匠은 3番으로 나누어 근
무하게 하고 근무일수는 600일이다) 품계를 올려주되 종6품에서 그치게 하였다.8)8)종8품의 工造 
1員과 종9품 工作 2員도 공조 소속으로 두었다. 

잡직의 교서관조에는 해당하는 관원으로는 守藏난員 44員과 粧冊난員 20員을 두었다. 수장제
원은 교서관에 소장된 冊板·祭祀用 香祝·活字 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장책제원은 서책
을 장정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수장제원과 장책제원은 각각 2番으로 나누며 출근일수가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종6품이 되면 물러나게 하였다. 계속 근무하려는 사람에 해서
는 모두 출근일수가 293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정3품 이상 더 올리지 못하였다.9)9)종8품으로 
司準 1員과 종9품 司勘 1員도 교서관 소속 수장제원의 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전후속록 이나 
규장각지 에서 사준은 補字官, 사감은 唱準을 칭하는 것임을10)

10)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인쇄와 관련한 잡직의 범위는 직책의 성격에 따라 크게 官員과 匠

人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수장제원, 장책제원, 창준, 보자관, 사자관 등은 관원에 해당하며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장인으로 보기 어렵다. 법전에서도 공조의 장인과 구분하여 수장제원과 

 8) 經國大典 吏典, 雜織 工典條.
 9) 經國大典 吏典, 雜織 校書館條.
10) 大典後續錄 卷3 禮典. 雜令 ; 前揭書 雜織條 司準十員今稱唱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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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책제원, 사준, 사감으로 한정하였고 이들 중에는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하여서 녹봉을 
주려고 만든 체아직도 있었으며, 각 공장의 장인은 별도로 인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들을 칭할 때에도 “○○官”, “○○○員”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장인은 모두 “○○
匠”으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인쇄장인의 범위는 인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장인 즉 균자장, 인
출장, 각자장, 주장 등과 같은 법전의 공조에 수록된 장인으로 정해진다.

장인은 삼국시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제도상으로 정착된 것은 고려시 부터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고려시 의 장인은 세습제로서 중앙 각 관청에 다양한 명목으로 일정수가 배속되어 
있었다.11)11) 

조선시  장인의 직제 역시 공장제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공장제도는 官工匠과 私匠으로 
크게 구분되고, 관공장은 다시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도감의 장인도 이들 
가운데 차출하였는데 행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감의 장인은 各房 및 別工作에 소속
되어 의례 행사에 필요한 의물을 제작하는 데 동원된 전문기술자로 통칭 난色工匠 또는 各樣匠
人으로 칭해지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경공장은 工曹에 소속되어 서울에 거주하며 직종에 따라 공조 屬衙門에 소속되었는
데, 교서관, 봉상시, 내의원, 관상감, 상의원 등 총 30개 중앙아문의 129개 종목에 2,841명이 배
속되었다.12)12)외공장은 팔도의 병영 및 주·군·현에 소속되었으며 27개 종목에 3,476명 이었
다.13)13)외공장은 지방관서에서 필요한 관납산품이나 군수품, 정부의 전매품 등을 생산하였는데14)

14) 
필요할 경우 외방의 솜씨 좋은 장인에 하여 해당 관아에 공문을 보내어 차출하는 형식이었다.

각자장의 차출은 조선시  세자교육기관인 시강원에서 책을 간행할 때 종사했던 장인 중에 
각자장을 차출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의 侍講院冊役所日記 에는 
監董官 이하 書吏, 使令, 房直, 使喚軍을 한 줄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어서 寫字官, 畵員, 唱準, 
計士, 粧冊난員, 印出匠, 刻字匠, 守欌난員, 均字匠, 校正匠, 小木匠, 除刻匠, 粧頭匠, 多繪匠, 豆
錫匠, 推造匠, 分類匠, 搗砧匠 등의 명단을 두 줄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으
며 이들은 모두 공역이 끝나는 시기에 임금으로부터 상품을 하사 받았다. 특히 각자장의 명단에 
11) 高麗史 百官志나 食貨志 등에는 供造署, 掌冶署, 都校署, 軍器監, 都染署, 雜職署, 掖庭局, 奉車署 등에 

배속된 다양한 유형의 장인이 나타난다. 小木匠, 草匠, 紅 匠, 朱紅匠, 彫刻匠, 螺鈿匠, 漆匠, 花匠, 紙
匠, 珠簾匠, 竹 匠, 御盖匠, 黃丹匠, 梳匠, 磨匠, 등을 비롯하여 금속세공을 맡은 掌冶署에는 려匠, 和
匠, 白銅匠, 赤銅匠, 鏡匠, 皮帶匠, 金箔匠, 生鐵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都校署에는 木業, 石業, 彫刻
匠, 石匠, 粧覆匠, 泥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掌服署는 御衣製作을 맡았다. 그 외에도 繡匠, 頭匠, 靴
匠, 帶匠, 花匠, 鞋匠, 笏袋匠 등이 있었다, 軍器監, 都染署, 雜職署, 掖庭局, 奉車署 등에도 여러 工匠
이 배속되어 있었다.

12) 경국 전 工典, 京工匠 條.
13) 경국 전 工典, 外工匠 條.
14) 임영주, 2000 한국의 工匠考  아시아민족 조형학보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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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 병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역소의 서책간행공역에 차출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해당 
지방관아에 내린 공문서와 그 내용까지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15)15)

표 1 侍講院冊役所日記 에 실린 인쇄 련 종사자 명단(1879년)

監董官 輔德 朴定陽, 兼輔德 문泳翊, 弼善 洪英植, 兼弼善 趙同熙, 文學 沈相學

書吏 
朴致柄 姜在熙 朴毅鎬
李輔淵 金復源 金然在
梁錫  梁鎭赫 宋亨基
徐慶植 吳昌元 金殷植

寫字官
金載傳 李兢鉉 徐寅杓 李斗赫 劉漢健 白萬奭 
白萬玉 金光  金東勛 劉漢敏 劉漢謙 李熙圭 
金漢朝 李源益 金永燮 劉綺祜 趙顯喆 李鐘益 
李鐘禎

使令 徐慶植 吳昌元 金殷植 畵員 白殷培 安道榮
房直 金成甲 朴千萬 計士 金弘圭

使喚軍
金漢貞 曺金釗 申太俊
李在吉 金興吉 
(上直軍)梁長龍 鄭興釗

唱準
金光鉉 高命祚 金昌賢 鄭奎鎭 金潤植 崔衡埴
張龍煥 金鐘九 金鼎植 金千鎰 林廷旭 崔重顯 
朴寬弘 金洙鉉 河楨軫

守欌난員 金士俊 金壽逸 文學周 韓致一
粧冊난員 金壽眞 吳興俊 金潤相 李春成
印出匠 趙常容 劉應煥

刻字匠

宋興日 李萬祚 張麟祥 宋興奎 盧亨埴 安載九 李容元 李承億 盧元埴 金殷錫 
田鳴國 田在容 李承玉 洪箕煥 韓景民 金季述 玄容云 吳錫胤 李壽民 黃在淵 
鄭大興(善山) 黃完石(善山) 劉長守(榮州) 權允之(榮州) 田又碩(安東) 裴相辰(安東)
張啓春(尙州) 金巖石(尙州) 吳世根(醴川) 金興俊(醴川) 許泳(河陽)   安良碩(河陽)
成日天(義城) 金昌根(義城) 裴允哲(밀川) 金應先(星州) 金明振(大邱) 張次俊(大邱)
金益魯(大邱) 李長年(晉州) 朴有鳳(新寧)

均字匠 金昌寧 宋昌玉
校正匠 宋昌基 盧應煥
小木匠 金聲基 金完石 金貞石 金好石
除刻匠 盧仁國 金順南 李東植 宋昌植
粧頭匠 鄭元成
多繪匠 李鎭元
豆錫匠 金明錫
推造匠 鄭重鉉
分類匠 李春福
搗砧匠 徐命昌 邊鍾善 崔銓 金奭濟

중앙관청이나 도감의 일에 외공장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경공장의 부족한 인
원을 우선적으로 私匠이나 軍匠으로16)

16)충당하기도 하고, 유경험자를 우선하여 차출하되 가급적 
15) 옥영정, 1999 侍講院의 編纂書籍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硏究  第18輯.
16) 私匠은 官이나 軍에 소속되지 않은 自家 수공기술자를 말하고 軍匠은 장인의 형태로 역을 부담하거나 

병사 중에서 장인의 재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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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출을 기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외공장 차출시의 소요시간과 경비, 미숙련공 문제 때문인
데, 특히 외공장이 도감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 특정 의물의 제작이 지연될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해 전체 행사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장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을까? 중앙관청에서 장인이 
필요할 경우 소속장인을 우선 배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해당관청의 소속이 아
니거나 임시기구로 만들어지는 도감의 경우 장인의 배정을 위해서는 차출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
였다. 

도감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竹冊의 작성절차를 통하여 살펴본 연구17)에17)의하면 공장운
영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都廳과 各房, 各司가 상호간에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처리하였다. 그 절차는 체로 各房에서 도제조나 도감당상에게 手本이나 稟目의 형태로 공문을 
보내어 甘結을 받은 후에 공장이 소속된 各司에 감결을 보내거나, 도감당상이 各房의 요청에 근
거하여 직접 各司에 감결을 보내어 공장을 차출하였다.

각 종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장인의 운용에 관한 내용은 해당 의궤의 事目으로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부분 상설아문에 소속된 경공장이나 외공장이 해당아문으로부터 차출
되는 것이었다. 특별히 차출에 관련된 문서를 의궤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당 공장의 신
변에 변동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책의 인쇄와 관련된 장인의 경우도 이러한 공장의 일반적 운영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
며 주로 교서관에 소속된 경공장이 차출되었고 간행사업의 규모에 따라 私匠 및 각 지방의 외공
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도 이러한 방식은 유지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각 관
청마다 장인이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인쇄관련 장인 중에 교서관소속인원의 수가 폭 
줄어들기도 하였다. 

법전 및 관서지에 나타난 인쇄관련 관원과 장인의 소속관서와 인원을 표로 나타내면 표-2와 
같다.18)18) 경국 전 의 공전에 나타나는 인쇄와 관련된 장인은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으로 주장 
14명, 조각장 8명, 야장 6명, 균자장 40명, 인출장 20명, 각자장 14명, 지장 4명이었다. 

17) 張乙演, 2008 조선시  왕세자 책봉문서 연구 : 竹冊의 작성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학 학원 석사학위논문.

18) 표에는 경공장만을 포함시켰다. 외공장 중에서 활자나 인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
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공장에 수록된 장인 중에 인쇄와 간접적이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장인은 
漆匠, 木匠, 紙匠, 彫刻匠, 冶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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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쇄 련 원과 장인의 소속 서와 인원

출처문헌 세부항목 편찬
연도 시기 소속

기관
官員 匠人名

守藏
난員

粧冊
난員

司勘
(唱準)

司
准

均
字
匠

印
出
匠

刻
字
匠

木
匠

除
刻
匠

紙
匠 匠

雕
刻
匠

冶
匠

鑄
匠

經國大典

吏典-雜織 1485 校書館 44 20 1 1

工典
京工匠

校書館 校書館 4 1 40 20 14 2 4 8 6 8
司贍寺 司贍寺 2
本曹 工曹 2 4 12
尙衣院 尙衣院 4 8 4
軍器寺 軍器寺 4 130 20
歸厚署 歸厚署 4 2
繕工監 繕工監 60 10 40
內需司 內需司 2 2 10
造紙署 造紙署 2 81

大典會通 공전-경공장-校
書館 1865 校書館 44 20 1 1 40 20 14 2 4 8 6 8

六典條例

1867 校書館 10 12 4 7 6 10 1
觀象監 1 6 2 1
軍器寺 16
摠戎廳 1
弘文館 1
侍講院 1

增補文獻
備考

직관고7-관각-
校書館 1908 1750 校書館 8
직관고7-관각-
校書館 1770 校書館 14
직관고7-관각-
校書館 1782 外閣 10
직관고8-관각-
弘文館

연산군
이후 弘文館 1

직관고12-제사 
-侍講院 1893 侍講院 1

書雲觀志 吏隸 1818 書雲觀 1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국 전 에 규정된 인쇄관련 장인의 소속과 인원은 전회
통 에서도 변함없이 교서관의 소속으로 均字匠, 印出匠, 刻字匠, 木匠, 除刻匠, 紙匠, 匠, 彫刻
匠, 冶匠, 鑄匠 등을 두고 있다. 경국 전 의 체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수치가 기본적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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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국 전 의 장인 수가 그 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회통 이 경국 전 의 
본문에 증보한 형식이기 때문에 장인의 수에 차이가 없는 것일 뿐이다. 전회통 에서 증보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에 혁파된 관청도 있고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전설사, 
장원서, 사포서, 양현고, 도화서에서는 工匠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공장의 帳籍을 작성하여 工
曹에 보존하여 두는 법도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나 續大典  편찬 시에 이를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모두 옛법에 따르고 고치지 아니한다고19)

19)하였다. 즉 실제로 정해진 장인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청의 장인에 한 장적도 남아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籍을 각 道에 비장하는 법이 없고 官에서 使役이 있
을 때는 私工을 賃用한다고 하였다.20)20) 

인조 4년(1626) 7월 20일에 교서관 제조 李民宬(1570-1629)이 올린 啓에는 교서관의 인원이 
현재 부족하므로 인원을 시급히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21)

21)이 당시 교서관의 장인은 각자
장 1명 인출장 2명이 고작이었다.  

六典條例 (1867년)에는 교서관에 장인으로 균자장 7명, 인출장 6명, 각자장 1명, 除刻匠 1명, 
彫刻匠 1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는 경국 전 에 규정되어 있는 장인의 수보다 많이 감원된 것
으로 당시에 실존한 장인의 수를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서관 외에도 관상감에 균자장 1명, 
인출장 6명, 각자장 2명의 공장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당시 冊曆의 인출과 깊은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인쇄장인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지위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  왕실에서는 노동자를 크게 범주화시켜서 임금 지급 표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임금
경제를 운영하였는데22)

22)日給으로 實役日子에 따라 料米와 價布를 지급하였다. 영조 의 員役과 
장인들이 평균적으로 받은 요미와 가포는 料米 3升과 價布 木 1尺 1寸이었다.23)23)이는 전체적으
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이었다. 장인은 자신이 소속된 관청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국가적 사안에 동원될 때 요미와 가포 외에 點心米나 飯饌價(鹽과 醬), 賞格이 특별히 지급되기

19) 大典會通 工典 京工匠條.
20) 大典會通 工典 外工匠條.
21) 承政院日記  인조 4년 7월 20일 경인, “李民宬, 以校書館提調意啓曰, 號牌廳啓辭內, 各司난員匠人, 令

各其司提調, 將大典額數, 量宜裁減, 稟旨啓下事, 蒙允矣  大典內本館守藏난員四十四, 粧冊난員二十, 均
字匠四十, 印出匠二十, 刻字匠十四, 冶匠六, 木匠二, 鑄匠八, 而目今見存之數, 京外竝計, 只守藏난員十
九名, 未准元數二十五名, 粧冊난員十九名, 未準一名, 印出匠一名, 未准十九名, 刻字匠二名, 未准十二名, 
其餘匠人, 則元無一名. 每當印書之時, 募聚私匠, 給料使喚, 以此印出之事, 不成貌樣, 常患生事, 極爲可
慮.…”

22) 박이택, 2004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 1600-1909 의궤 자료를 중심으로  수량경제사
로 다시 본 조선후기 , 서울 출판부, 42-45면 참조.

23) 조계영, 2005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한 연구 : 영조  璿源譜略修正儀軌  분석을 중심으
로  書誌學硏究  3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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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외공장의 경우 취사를 하기 위한 방과 땔감(炊飯木) 및 도구 등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명목의 지급을 받기도 하였다.24)24) 

인쇄장인의 지위도 매우 미천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교서관을 書籍校印都監으로 변경하
기를 청하는 교서관제조 이정구(1564-1635)의 啓辭를 통해 당시 교서관 인쇄장인의 낮은 지위와 
형편없는 우를 확인할 수 있다.  

各司 및 사 부 집안의 도서를 새기고 서책을 찍어내며 종이를 재단하는 등의 크고 작은 일까지 
모두 본관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조금만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결박하여 
구속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관은 각사 중에서도 지위가 미천한 곳이라서 감히 그 사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못한 채 공역을 놔두고 그 요구들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이런 폐단이 있다고 누차 진달하여 금단하라는 承傳을 받든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승전을 받든 뒤로 더욱 침해하는 일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감히 종종 품달드릴 수도 없었습
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까지 되었고 보면 신들도 어떻게 계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5)25)

이와 같이 장인이 公役을 놔두고 私役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구타나 구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어지는 기사에서 교서관제조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책을 간행하는 동
안만이라도 당상관이 책임자가 되는 ‘서적교인도감’으로 교서관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폐단을 없
앨 뿐만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틀 뒤에 다시 
예조에서 이를 시행하기를 권하였고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한편 인쇄장인의 상벌에 한 규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중종 때인 전후속록 에서는 監印官, 
監校官, 唱准, 守藏, 均字匠에게 한 권당 한 자의 착오가 있으면 笞 30에 처하고 한 글자마다 한 
等을 더하여 그 字數에 따라 治罪하고 인출장은 한 글자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한 것이 있을 때 
같은 벌을 내리며, 官員은 5字 이상이 틀렸을 때 파직시키고 唱準 이하 匠人은 苔를 때린 뒤에 
50일의 근무일수를 깎는 벌칙까지 규정하였다.26)26) 

이러한 벌칙규정은 전회통 에 와서는 “교서관 서책을 간인한 뒤에 監印官 이하는 잘하고 
못한 것을 상고하여 賞罰한다. 誤錯된 것이 없으면 감인관을 啓達하여 論賞하고 唱準人은 특별
24) 장인의 요미와 가포에 해서는 선원보략수정의궤 의궤에 나타나는 장인의 임금을 연구한 선행연구

(조계영, 앞의 논문)에 보다 자세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25) 光海君日記 光海君 2年 11月 20日 “校書館以提調意啓曰 … 난各司及士大夫家圖書刊刻, 書冊印裝, 紙楮

裁 等大小之事, 皆於本館責出, 少不及, 則鞭朴狼藉, 繫累 屬, 本館以各司中微賤之地, 不敢齟齬於其間, 
不得不廢公役而應之. 曾將此弊, 屢有陳瀆, 捧承傳禁斷, 亦非一再, 而承傳之後, 侵責尤甚, 旣不敢種種稟
達. 國綱到此, 臣等亦不知所以爲計...”

26) 大典後續錄  卷3 禮典 雜令條. “…書冊印出時 監印官監校官唱準守藏均字匠 每一卷一字 誤錯者 笞三十
每一字 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 或濃墨或熹微者 笞三十 每一字 加一等 竝計字數治罪 官員五字以上罷
黜 唱準以下匠人 論罪後削任五十 竝勿揀赦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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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別仕)를 許給하며 每一卷에 三字 이상을 誤錯한 것이 있으면 監印官은 論罰하고 唱準
人과 守藏·均字匠·印出匠은 모두 근무일수를 삭감한다”라고27)

27)하여 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육전조례 에도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실제로 선조 7년(1573) 2월에 인쇄한 황화집 과 내훈 의 자획이 희미하고 바르지 않아 교
서관 관원과 인출자를 推治하였는데,28)28)이 일로 당시 교서관 제조였던 유희춘은 그 다음날 스스
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9)29)이 추고건에 하여 같은 해 3월 17일 형조에서 법적용의 조
율이 어려워 묻는 내용 중 전후속록 의 규정을 언급하고 그 로 논죄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어서 과거에 적절히 조정한 예를 들기도 하였으며 이에 하여 왕은 흐린 글자의 원인이 먹에 
있음을 언급하고 참작해서 조율하게 하였다.30)30)이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때 중종 이후 명종·
선조를 거치면서 인쇄장인에 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에 하여 그 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완화시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춘은 자신의 일기에 이 사건으로 唱準 31명의 각 2개월의 급료 절반이 삭감되고, 수장제
원, 인출장, 균자장 등은 1개월의 급료 절반이 삭감된 사실을31) 기록해놓았다.31)

2) 활자인쇄장인의 유형과 기능 

1종의 책이 간행되기까지는 간행의 공정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보유한 장인들이 많이 동원되
었다. 인쇄관련 장인에 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록은 용재총화 와 이를 다시 인용하고 있
는 여러 기록이 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자를 刻字匠, 활자를 주조해 내는 자를 鑄匠이라 하고, 여러 활자를 나누
어 藏櫃에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를 守藏이라 하였으며 이는 나이 어린 公奴가 담당하였다. 
원고인 書草를 불러서 맞추는 자를 唱准이라 하였는데, 모두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자가 맡았다. 
守藏이 활자를 書草 위에 나열하면 이를 인판에 옮기는 것을 上板이라 하였으며, 활자를 배열하고 
고정할 때 나무·나무·파지로 여백을 채워서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자를 均字匠, 

27) 大典會通 卷之三 禮典 奬勸條. “…書冊刊印後 監印官以下考其能不賞罰 無誤錯 則監印官論賞 唱準許給
仕 每卷三字以上誤錯 則監印官論罰 唱準及守欌均字印出匠 削仕”

28) 宣祖實錄 宣祖 6年 2月 25日 丙子.
29) 宣祖實錄 宣祖 6年 2月 26日 丁丑.
30) 宣祖實錄 宣祖 7年 3月 17日 丁酉. “… 癸亥三月十三日承傳內, 冊出時, 雖多有誤錯處, 必不能詳察之過, 

而非有情之事也. 以文書差錯, 若至於一罪, 則過重, 不可也. 以杖一百, 不能詳察之過, 適中照律可也. 今此
校書館官員推考承傳內, 字數不錄, 照律輕重爲難. 敢稟.” (曰: “其冊皆墨不甚黑而熹微, 何可一一計數乎? 
以其熹微之字, 參酌照律可也.”

31) 眉巖日記 癸酉年(1573) 4월 1일 “內訓皇華集字 熹微纖斷不端 唱准三十一名 各兩朔削料一半 守藏印出
匠均字匠等 各削一月料一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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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심겨진 판을 인쇄하는 자를 印出匠이라 하고 인쇄과정을 감독하는 監印官은 校書館員이 맡
았다. 監校官은 따로 文臣을 명하여 맡게 하였다.32)3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활자인쇄와 관련된 구성원의 유형을 강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刻
字匠, 鑄匠, 守藏난員, 唱准, 均字匠, 印出匠이 그것이다. 이 중에 수장제원과 창준은 엄밀한 의
미에서 장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앞서 직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工匠과 구별되는 員役의 인
원으로 배정된 사람들로 공장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자 인쇄와 관련이 있는 장인의 유형은 앞서 법전의 내용까지 참고하면 均字匠, 印出
匠, 刻字匠, 木匠, 除刻匠, 紙匠, 匠, 彫刻匠, 冶匠, 鑄匠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인의 유형보다도 훨씬 많은 유형의 장인이 책의 간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직접적인 책의 간행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노동을 제공하거
나 간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의물의 제작에 참여한 경우가 부분이다. 

인쇄와 관련이 있는 장인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인 기록이 의궤이다. 의궤는 주로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를 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즉, 행사 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
나 딴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궤 중에는 왕실에서 책을 간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인쇄 관련 의궤가 상당 수 남아 있는
데, 주로 실록, 공신녹권, 왕실족보 등을 비롯하여 국조보감, 각종 어제·어정서 등의 서책을 간
행할 때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인쇄장인의 유형과 용구 등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인쇄관련 장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3
과 같고 원역의 유형은 표 4와 같다. 표 5는 의궤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장인 중 균자장의 명
단을 표시한 것이다. 

32) 齋叢話 卷七, “…遂刻剔重複而整之 刻木者 曰刻字 鑄成者 曰鑄匠 遂分난字 貯於藏  其守字者 曰守
藏 年少公奴爲之 其書草唱准者 曰唱准 皆解文者爲之 守藏列字於書草上 移之於板 曰上板 用竹木破紙塡
空而堅緻之 使不搖動者 曰均字匠 受而印之者 曰印出匠 其監印官則校書館員爲之 監校官則別命文臣爲之” 



82·한국문화 47

표 3-1 인쇄 련 의궤에 나타난 장인의 유형

       장인
출처 의궤명

편찬
년도 匠

均
字
匠

印
出
匠

朴
排
匠

小
爐
匠

繪
匠

刻
手
匠

小
木
匠

木
手

推
造
匠

多
會
匠

除
刻
匠

豆
錫
匠

漆
匠

針
線
婢

粧
冊
匠

蹄
刻
匠

磨
鏡
匠

紙
匠

려
匠

闡義昭鑑纂修廳儀軌 1755 ○ ○ ○ ○ ○ ○ ○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782  ○ ○ ○ ○ ○ ○ ○ ○ ○ ○ ○ ○
璿源譜略改修儀軌 1735 ○ ○ ○ ○ ○ ○ ○ ○ ○ ○ ○ ○ ○
璿源譜略修正時校正
廳儀軌 1747 ○ ○ ○ ○ ○ ○ ○ ○ ○ ○ ○ ○ ○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781 ○ ○ ○ ○ ○ ○ ○ ○
宣祖實錄修正廳儀軌 1657 ○ ○ ○ ○ ○ ○ ○
仁祖大王實錄纂修廳
儀軌 1653 ○ ○ ○ ○ ○ ○ ○ ○
孝宗大王實錄纂修廳
儀軌 1661 ○ ○ ○ ○ ○ ○ ○
錄勳都監儀軌 1646 ○ ○ ○ ○ ○ ○

표 3-2 인쇄 련 의궤에 나타난 장인의 유형 

         장인
출처 의궤명

편찬
년도

匙
匠

鑄
匠

穿
穴
匠

屛
風
匠

鉅
匠

雕
刻
匠

鎖
匠

小
漏
匠

冶
匠 匠 匠

大
引
鉅
匠

小
引
鉅
匠

刻
字
匠

造
字
匠

斜
笠
匠

銅
鐵
匠

銅
匠

注
匠

石
手

闡義昭鑑纂修廳儀軌1755
國朝寶鑑監印廳儀軌1782
璿源譜略改修儀軌 1735 ○ ○ ○ ○ ○ ○
璿源譜略修正時校正
廳儀軌 1747 ○ ○ ○ ○ ○ ○ ○ ○
英宗大王實錄廳儀軌1781 ○ ○ ○ ○ ○ ○
宣祖實錄修正廳儀軌1657 ○ ○ ○ ○ ○ ○
仁祖大王實錄纂修廳
儀軌 1653 ○ ○ ○ ○ ○ ○ ○ ○ ○
孝宗大王實錄纂修廳
儀軌 1661 ○ ○ ○ ○ ○ ○ ○ ○
錄勳都監儀軌 1646 ○ ○ ○

분석 상으로 삼은 의궤는 금속활자본을 간행한 의궤로 闡義昭鑑纂修廳儀軌, 國朝寶鑑監印
廳儀軌 , 英宗大王實錄廳儀軌 를, 목판본을 간행한 의궤로 璿源譜略改修儀軌 , 璿源譜略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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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궤명

편찬
년도 寫字官 補字官 守欌

난員 唱准 畵員 印札
畵員

上板
난員

粧冊
난員

闡義昭鑑纂修廳儀軌 1755 ○ ○  ○ ○ ○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782 ○ ○  ○ ○ ○ ○ ○
璿源譜略改修儀軌 1735 ○ ○ ○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 1747 ○ ○ ○ ○

時校正廳儀軌 를 목활자본을 간행한 의궤로 宣祖實錄修正廳儀軌 ,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 錄勳都監儀軌  등이다. 
그리고 이들 장인 중 톱질장에 해당하는 大引鉅匠 小引鉅匠, 鉅匠 등과 같이 다른 업무에도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서책의 인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인을 제외하면 주요 인쇄장인의 범
위는 匠, 均字匠, 印出匠, 刻手匠, 除刻匠, 刻字匠, 造字匠, 紙匠, 粧冊匠 등으로 정해볼 수 있
겠다. 이 중에서도 활자장인은 均字匠, 刻字匠, 造字匠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책의 인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장인 명칭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들은 國朝寶鑑監印廳儀軌 나 각 실록청의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國朝寶鑑監 이나 
실록의 보관용 궤를 제작하기 위한 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록의 경우 실록 궤 제작 담당
에 小木匠,33)33)木手, 穿穴匠, 鎖 匠, 銅鐵匠, 匙匠, 蹄刻匠 ,多繪匠(끈짜기 장인), 漆匠, 注匠, 冶
匠 등의 장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관용 궤를 제작하지 않은 闡義昭鑑纂修廳儀軌 에는 위
의 장인에 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 의 경우 國朝寶鑑監 을 활자로 
먼저 간행하고 이를 다시 목판으로 복각하여 책을 간행하였기 때문에 활자인쇄관련 장인과 목판
인쇄관련 장인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목판인쇄의 경우는 균자장이 없고 인출장은 빠짐없이 소속되어 있으며, 목활자인쇄의 경
우 刻字匠, 造字匠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별한 장인 중에 문짝을 맞추고 다는 朴排匠이 있는데 이는 책보관용 欌을 짤 때의 장인으
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인쇄업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조판용 木于
里의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표 4  인쇄 련 의궤에 나타난 員役의 유형

33) 小木匠은 大木匠에 칭하는 말로 장롱·궤·경 ·책상·문갑 등 목가구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장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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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宗大王實錄廳儀軌 1781 ○ ○ ○ ○ ○
宣祖實錄修正廳儀軌 1657 ○ ○ ○ ○ ○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53 ○ ○ ○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61 ○ ○ ○ ○ ○
錄勳都監儀軌 1646 ○ ○ ○

표 5  의궤에 나타난 균자장 명단

 의궤명 유형 이름 소속 및 
지역 비고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均字匠 孔聖 , 林春芳, 任大福, 金致福
郭萬年, 孟世雲, 郭萬千, 金應燁 校書館  8名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均字匠  孔聖麟 등 19名
宣祖實錄修正廳儀軌 均字匠 宋義順, 洪夢龍, 奇龍石, 韓義業

宋世民, 朱  立, 郭  信 7名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均字匠
宋義順, 金志英, 奇武善, 金大吉
宋世民, 韓汝逸, 韓義業, 奇龍石
郭  信, 李  點, 梁廷男, 朱  立
南之成, 張大男, 韓弘元, 全戒業
韓弘望

17名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均字匠
奇龍錫, 韓義業, 洪夢龍, 李應點
柳嗜相, 推士仁, 金俊逸, 韓  望
韓儉同, 桂  宋, 鄭斗萬, 李厚命
咸  男, 李楨益, 趙貴璧, 朴三順

觀象監 16名

錄勳都監儀軌 均字匠 朴天成 등 3名

3. 균자장의 역할과 업무의 실제
1) 균자장의 기록과 도구

균자장이 사용한 도구와 재료에 해서는 앞서 살펴본 의궤에는 ‘균자장소용’이라 하여 塡空
傷休紙, 塡空休紙, 初再三見白紙, 均刀, 執巨, 執鉅, 복竹, 廣頭丁, 登床, 長床, 小刀, 沙板, 均字



 조선시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85

板 등의 물품이 등장한다. 
이 중에 均字板은 활자를 벌려 놓고 배열하고 고르는 판, 塡空休紙는 빈 공간을 메우는 종이, 

均字匠所用長床은 활자를 놓고 고르는 기술자가 사용하는 긴 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塡空 傷
休紙는 균자장의 塡空 작업에 쓸 白休紙에 비해 경비가 훨씬 적게 드는 재료로 쓰였다. 그 외에
도 빈 공간을 메우는 나무 조각으로 복竹, 균자장이 균자에 쓰던 칼은 均刀임을 알 수 있다. 
의궤에 나타난 균자장 소용 도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의궤에 보이는 균자장 소용 도구

            의 명
  항목 國朝寶鑑監印廳儀軌 闡義昭鑑纂修廳儀軌 錄勳都監儀軌
塡空 傷休紙 每板 8 式
塡空休紙 每1板 2兩式
初再3見白紙 5卷
均刀 7介 7介

執巨 各 1介
執鉅 2介
복竹 2節
廣頭丁 12介
登床 3坐
長床 1坐
小刀 5介
沙板 1立
均字板10部所用 自作板
 
그 밖에도 균자장의 기록이 나타나는 각종기록을 조사해보면 17세기 초반부터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1604년에 간행한 扈聖, 宣武, 淸難功臣錄券은 趙巨 松이 균자장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그는 

조선시  인물 중에 균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17세기에는 
실록청에서도 실록인쇄작업에 동원된 여러 인쇄장인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균자장은 宋義順, 
韓義業, 奇龍石, 金大吉 등이 선조수정실록 에, 韓成建은 현종실록 에, 韓義業, 朴英, 金貴善, 
全從吉, 金貞傑, 梁順方, 權克, 禹相元, 李碩蕃, 徐直連, 韓豪相, 金承健 등은 현종개수실록 에 
참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韓好善，韓永俊은 1699년 文谷集 의 간행에 참여한 서울의 균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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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영준은 그 후에 단종실록 의 인쇄에도 참여하였다. 韓義業은 1657년 선조개수실록 부
터 참여하여 1680년 현종개수실록 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한 인물이다. 1687년부터 
1712년까지 禮曹에서 담당한 사무에 관한 啓·單子들을 모은 남錄인 儀曹別남錄 에도 그 이름
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최고의 균자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명단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고 참여인원수만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록을 통해 端宗大王實錄 , 景宗修正實錄 , 英宗實錄  등의 인쇄에 동원된 균자장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로를 포양한 내용을 기록한 奮武原從功臣錄券 의 인
쇄에도 李豪鳴, 李乙丑 등의 인물이 균자장으로 참여하였다. 정조 때 간행된 國朝寶鑑 의 인쇄
에는 孔聖麟, 林春芳, 任大福, 金致復, 郭萬年, 孟世雲, 郭萬千, 金應燁 등 8명의 균자장이 참여하
였다. 이 중 孔聖麟은 정조의 명으로 교서관에서 편집 간행한 남유용의 雷淵集  간행에도 참여
하였다. 孔聖麟, 林春芳, 任大福 등의 인물은 정조시기에 많이 활약한 균자장으로 이 시기에 중
앙에서 간행된 금속활자 인쇄본의 상당 부분이 그의 손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임 복은 
朱書百選 , 발奏約選 , 杜律分韻 , 발律分韻 의 균자장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정조시기에 활약한 균자장으로는 雅頌 , 太學恩杯詩集  등을 인쇄한 李得珍,  
史記英選 을 인쇄한 孔快  등이 있다. 함께 일한 장인이 더 있었지만 기록으로 실명을 거론하

지 않고 인원수만 기록하고 있어서 모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정조 때 국조보감 의 간
행에 거명되었던 인물의 부분이 함께 참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에 간행된 책으로 균자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순조 초기에 姜興周 등이 御定大
學類義 , 열성지장  등을 인쇄할 때 참여하였다. 1829년에 헌종이 東宮으로 있을 때 강습하기 
위하여 만든 책으로 朴宗薰이 왕명을 받아 찬집한 文史咀英 의 인쇄에는 安道元 등 5명이 균
자장으로 참여하였다. 순조실록 의 간행에도 申鳳文, 李東杓 등이 참여하였고 헌종 에 간행된 
국조보감 에는 申永祿, 文敬淳, 朴基鎬, 文祺淳, 崔巨福, 廉載壽, 吳國仁, 金洪植, 金泰弘 등 9명

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880년에 시강원에서 세자교육을 위하여 책을 간행할 때에는 金昌
寧, 宋昌玉 등이 참여하였다.

표 7은 각 문헌에 나타나는 균자장의 기록과 그 명단을 정리해본 것이다. 조선전기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역  균자장의 명단을 확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87

시기 균자장 명단 출처 수록 내용 간행한 서적 비고
1604 趙巨 松 [扈聖宣武淸難三]功

臣都監儀軌 均字匠趙巨 松… 扈聖 宣武 
淸難功臣錄券 功臣都鑑字

1657 宋義順,韓義業,奇
龍石,金大吉

宣祖大王實錄修正廳
儀軌

均字匠宋義順韓義業奇龍
石金大吉… 宣祖大王實錄 宣祖實錄字 

1677~ 韓成建 顯宗大王實錄纂修廳
儀軌

均字匠韓成建亦 貴都監
中軍所旗手是如爲置 顯宗實錄  顯宗實錄字

1680~
韓義業,朴英,金貴
善,全從吉,金貞傑,
梁順方,權克,禹相
元,李碩蕃,徐直連,
韓豪相,金承健

顯宗大王實錄改修廳
義軌

均字匠韓義業朴英金貴善
全從吉金貞傑梁順方權克
禹相元李碩蕃徐直連韓豪
相金承健 

顯宗改修實錄 顯宗實錄字

1689 韓義業 儀曹別남錄 均字匠韓義業老除本韓山
官奴金壽寬身乙…   1689년 

9월 10일
1699.
12 韓好善，韓永俊 三淵集

韓好善 韓永俊 韓業祥 
劉彦墨 皆南面東上 好善
永俊等 是均字匠

文谷集 芸閣印書體
字

1704 韓永俊, 趙甲辰 端宗大王實錄附錄撰
輯廳儀軌 均字匠韓永俊趙甲辰… 端宗大王實錄

附錄 
顯宗實錄字 
 

1728 李豪鳴等五名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均字匠李豪鳴等五名… 奮武原從功臣

錄券 顯宗實錄字 
1728 李乙丑等五名 奮武錄勳都監儀軌

(下) 均字匠李乙丑等五名… 奮武原從功臣
錄券   

顯宗實錄字 
 

1778 孔聖麟,林春光,
郭萬年,孟世雲

景宗大王修正實錄儀
軌

均字匠孔聖麟林春光郭萬
年孟世雲

景宗大王修正
實錄  

顯宗實錄字 
 

1781 十二名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均字匠十二名 英宗大王實錄   
1782 八名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均字匠八名 國朝寶鑑 丁酉字  
1783.
6.1. 孔聖麟等六名 內閣日曆 均字匠孔聖麟等六名… 雷淵集 再鑄韓構字

1783
孔聖麟,林春芳,任
大福,金致復,郭萬
年,孟世雲,郭萬千,
金應燁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均字匠孔聖麟林春芳任大
福金致復郭萬年孟世雲郭
萬千金應燁… 

國朝寶鑑  丁酉字  

1785
孔聖麟,林春芳,任
大福,金致復,郭萬
金,金鐵金

宮園儀監印廳儀軌34)
34)

員役工匠秩 均字匠 孔聖
麟,林春芳,任大福,金致復, 
郭萬金, 金鐵金

宮園儀

1794.
11.4 四名 內閣日曆 均字匠四名… 綸音 丁酉字

표 7  각 문헌에 나타나는 균자장의 기록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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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12.29 任大福等六名 內閣日曆 均字匠任大福等六名各木

一疋米三斗… 御定朱書百選 壬辰字
1796.
12.25 孔快 等六名 日省錄, 內閣日曆 均字匠孔快 等六名各木

一疋米三斗… 御定史記英選 壬辰字
1797.
6.12 任大福等六名 日省錄

均字匠任大福等六名竝實
役十日各木一匹內下扇一
柄…

御定발奏約選 整理字

1797.
12.20

任大福等七名, 
私均字匠金啓章等
三名

日省錄, 內閣日曆 均字匠任大福等七名私均
字匠金啓章等三名…   1797년

12월 20일
1797.
6.20 任大福等六名 內閣日曆

均字匠任大福等六名竝實
役十日各木一疋內下扇一
柄

발奏約選 整理字

1798.
7.22

任大福等七名, 
金致福等三名 日省錄

均字匠任大福等七名各木
一匹…均字匠金致福等三
名各木一匹…

杜발律分韻 整理字
1799.
4.14 李得鎭 日省錄 均字匠李得鎭... 恩杯詩集 整理字
1799.
10.1 李東植等九名 內閣日曆 均字匠李東植等九名各木

一疋帽一立… 雅誦 壬辰字
1799.
10.3 李東植等九名 日省錄 均字匠李東植等九名各木

一疋帽一立 雅誦 壬辰字
1800 李得鎭等二十名 正宗大王實錄刪節廳

義軌 均字匠李得鎭等二十名     
1800 金鼎三 正宗大王實錄刪節廳

義軌
均字匠金鼎三不可一時暫
離…     

1801 十八名 正宗大王實錄刪節廳
義軌

均字匠十八名自五月初二
日至二十九日…     

1805.
10.12 姜興周等六名 日省錄 均字匠姜興周等六名… 御定大學類義 整理字
1805.
11.30 姜興周等八名 日省錄 均字匠姜興周等八名… 先朝誌狀
1805.
11.30 姜興周等八名 內閣日曆 均字匠姜興周等八名… 正宗大王誌狀

1814 田得畯等十三名 內閣日曆 均字匠田得畯等十三名…   1814년 
3월 23일

1814.
6.24 田得畯等十三名 內閣日曆 均字匠田得畯等十三名…

正宗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
本

1814 金弼得,鄭義甲,權
致大 禁衛營남錄

均字匠金弼得鄭義甲權致
大經年使役效勞甚多乙仍
于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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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12.14 安道元等五名 內閣日曆 均字匠安道元等五名… 文史咀英
1835~ 申鳳文等 純宗大王實錄刪節廳

儀軌
御營軍均字匠申鳳文等 
限畢役間 … 純宗大王實錄   

1835~ 李東杓等三十二名 純宗大王實錄刪節廳
儀軌 均字匠李東杓等三十二名 純宗大王實錄   

1838 李東杓等三十二名 純宗大王實錄儀軌 均字匠李東杓等三十二
名… 純宗大王實錄   

1848
申永祿, 文敬淳, 
朴基鎬, 文祺淳, 
崔巨福, 廉載壽, 
吳國仁, 金洪植, 
金泰弘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均字匠申永祿文敬淳朴基
鎬文祺淳崔巨福廉載壽吳
國仁金洪植金泰弘… 

國朝寶鑑    

1864~ 申永錫等二十一名 實錄廳儀軌 均字匠申永錫等二十一名     
1880 金昌寧, 宋昌玉 侍講院冊役所日記 均字匠金昌寧宋昌玉竝帖

加     

2) 균자장의 역할과 가치

앞서 살펴본 로 인쇄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장인이 있지만 활자인쇄에 있어서 균자장이 단
연 돋보이는 이유는 그 역할을 목판인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활자인쇄된 책의 형태
적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 에 활자조판이라는 범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판짜
기에 동원되는 均字匠의 역할이 활자를 관리하며 필요시 찾아내는 守藏난員, 조판 , 鐵亐里, 銅
印札을 만들고 다듬는 사람, 빈 공간을 채울 竹木, 破紙의 공급, 不足한 글자를 임시로 만드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균자장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조판의 순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35)  

   1) 책의 行字數에 맞추어 조판에 사용할 鐵亐里와 鐵亐里冊版을 고른다.
   2) 亐里의 형태에 따라 쌍변일 경우는 얇은 竹片을 변란 안쪽에 끼우고 銅印札을 세운다.
   3) 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원고를 순서 로 불러준다. (唱準)
   4) 창준이 불러준 글자를 字欌(활자보관함)에서 나무 젓가락으로 골라내어 小沙板 (井間이 

없는 板) 위에 차례 로 놓는다. (守欌난員)
   5) 순서 로 놓인 판을 판짜기를 위하여 鐵亐里冊版으로 옮긴다. 
   6) 版心部分의 空木, 魚尾, 版心題(경우에 따라 목판 및 連刻活字), 卷次, 張次의 활자를 배열

34) 조계영, 2006 조선후기 宮園儀 의 刊印과 장황  서지학연구 35, 83-112면 참조.
35) 남권희,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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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空木을 끼워 공간을 확보한다.
   7) 鐵亐里 내에서 활자의 높이, 활자간의 간격, 활자와 銅印札(계선)과의 간격을 젖은 종이, 

字間朴只(나무· 나무 조각) 등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均字匠)
   8) 활자가 없는 부분은 空木(복竹 등을 사용)을 끼워 고정시킨다.
   9) 어느 정도 판짜기를 마치면 균자판을 이용하여 판면을 일정하게 고른다.
  10) 완성된 판에 먹을 바르고 시험 인쇄를 한다. (印出匠)
  11) 첫 印出紙에 의거하여 글자의 교정과 인쇄의 상태를 점검한다. (監校官) 
  12) 洗補에 의하여 朱墨으로 교정된 부분에 따라 均字匠이 판과 활자를 고친다. 일반적으로 

初見, 再見, 三見을 거치고 이때 담당자를 표기한다.
  13) 점검이 끝난 판은 본격적인 인출작업에 들어간다.
  14) 한 판이 인출되는 동안 다른 판의 조판이 끝나면 번갈아 찍기와 해체를 반복한다.

위의 과정에서 6), 7), 8), 9)와 12)번의 과정이 균자장의 역할이다. 활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판의 활자높이가 같도록 평평하게 고르는 것인데 다른 공정의 장인에 비해서 가장 
힘든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인쇄장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흥미로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조선후기 세도가로 알려진 삼연 김창흡(1653-1722)이 아버지 김수항(1629-1689)의 
문집을 활자로 간행한 이듬해에 간행에 참여한 장인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 당시의 정경
을 매우 소상히 남기고 있는 글이다.

 
先集 인출 役所를 강화도에 설치한 것이 기묘년 팔월 중순이었는데, 그 해 12월 그믐께에 끝났

다. 략 5개월이 채 안된 기간에 문집 13책이 완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일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
어서 집안 사람들의 의론이 다 일이 지연될 것을 걱정하였으나 이렇게 빨리 완성되었으니 실로 조
상의 도움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찌 감독하는 자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겠으며, 또한 여러 장인
들의 재빠른 솜씨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고도 여력이 있어, 澤齋遺唾 와 蟄 遺  두 원고를 
계속 작성하여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으니, 이것이경진년 2월 21일이었다. 익일로 넘어와 마침내 
府 뒤에 있는 세심재에서 여러 장인들에게 연회를 열어 주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세
심재의 위치는 그늘진 언덕에 연못을 접하여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었다.

좌우로 넓게 동실과 서당이 있었고, 당이 실보다는 더 커서 방패처럼 길죽했다. 자리가 다 마련
되자 나와 조카 제겸은 의관을 정제하고 들어가 실의 서쪽을 향하여 앉았다. 본부의  교련관 두 명 
차유기와 김만일이 따라와 나란히 남쪽을 향하여 앉았다. 장인들 중 堂에 있는 자들은 한호선, 한
영준, 한업상, 유언묵으로 모두 남면하여 앉았는데 동쪽이 上座였다. 한호선과 한영준 등은 균자장
으로 한호선이 나이가 연장자였기에 앞자리에 앉았다. 한업상은 각수이고, 유언묵은 인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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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김수강, 김두한, 박수검, 차오달, 차철은 모두 북면하였는데 동쪽이 上座였다. 이 사람들은 
열자장으로 각자 나이로써 차례를 삼았다. 논공의 정한 차례를 종합하면, 균자장이 최고요, 각자장
과 인출장이 그 다음이었다. 더군다나 모두들 한양에서 와서 그런지 손님의 도리가 있었으므로 그
들을 모두 남면하게 하였다. 열자장들의 공은 그들만 못하고 또한 우리 본부의 서리 소속인 까닭에 
모두 북면하게 하였다. 차, 김 두 사람의 교련관은 모두 초안을 잡은 사람들로 그 노고가 열자장과 
같고, 용모도 조금 나았으므로 입실은 시켰으나, 내려서 계단 아래에 위치하게 하였다.…(후략)36)36)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듯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인 중에 균자장을 
으뜸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작업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균자업무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수항의 문곡집 은 김창집이 강화 유수로 나가면서 비용을 마련하였고 1699년에 芸閣印書
體字로 8월에 印役을 시작해서 12월에 마쳤으며 모두 28권 13책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강
화의 洗心齋에서 간역에 참여한 장인들을 위한 잔치를 저자의 아들 金昌翕과 손자 金濟謙의 주
도로 베풀었던 것이다. 

강화도의 세심재는 강화 행궁 본관 뒷건물로 외규장각을 그려놓은 고지도를 통하여 그 모양
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2 참조)  

   

36) 金昌翕, 三淵集  拾遺 卷之二十四, 先集印役匠人宴飮時小記  “先集印出之役. 設于江都者. 載自己卯之
八月月半. 以厥十二月晦告訖. 盖未滿五朔. 而集有十三冊成矣. 始以其事鉅而用弘. 一家僉議. 莫不遷延之
爲憂. 玆 成. 實若有所바相. 豈不以監董之勤. 而 난工之克敏是늘. 猶有餘力. 則以澤齋·蟄窩兩稿爲
繼. 又不日而斷手. 乃庚辰二月二十一日也. 越翌日遂宴난工于府後洗心齋. 所以勞之也. 齋之爲處. 蔭므臨
池. 其宇面陽. 翼然東室而西堂. 堂之 于室者. 有若干 焉. 席者鋪設訖. 余與姪濟謙整衣冠. 入卽于室西
向坐. 本府敎鍊官二人曰車有紀·金萬鎰. 隨而방坐面南焉. 난工在堂者曰韓好善·韓永俊·韓業祥·劉彦
墨. 皆南面東上. 好善·永俊等. 是均字匠. 而好善年長故首坐. 業祥刻手 而彦墨印匠也. 曰金成胤·金壽
剛·金斗漢·朴守儉·車五達·車등. 皆北面東上. 是爲列字匠 而序各以齒. 之論功定次. 均字爲最. 而刻
與印亞之. 又咸自京來. 有賓之道焉. 故使皆南面. 列字者功較歇. 而又本府吏屬. 故使皆北面. 車·金二敎
鍊皆起草者. 勞如列字. 而 貌稍尊. 故使之入室. 而降而及階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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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江華府宮殿圖 (1881)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 경기도 - 

江華府全圖 

4. 결언
조선시  중앙의 인쇄장인은 부분 교서관 소속으로 다른 중앙기구나 도감의 서적 간행시 

인쇄기술자로 활동하였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기술과 능력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신
분상으로도 제 로 된 우를 받지 못하였지만 만들어낸 서책과 인쇄방식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서 문화유산으로 남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쇄장인들을 출판문화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책의 
간행주체 중의 하나로 새롭게 조명하려 하였으며, 특히 균자장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서적인
쇄사에 장인연구의 기초적 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글이 책을 전통방식의 활자로 인쇄하는 장인에 한 기초자료의 일부가 되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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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보지만 보다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특히 책의 간행추이와 
함께 변화되는 인쇄장인의 시기별 변천이나 시 의 변화에 따라 그 체제나 유형이 변화되는 것
에 한 종합적 견해를 제시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앞으로 보다 망라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균자장을 비롯한 다른 인쇄장인의 명단과 변화까지도 체계 있게 확보
하는 데 보다 노력하여야 가능해질 것이다. 

목판인쇄와 더불어 활자인쇄에 기반을 둔 한국의 고인쇄문화의 전통에도 어김없이 장인의 손
길은 닿아 있고, 오늘날 우리는 전해지는 서책을 통하여 그 시기를 추정하고, 간행배경을 알고, 
인쇄되는 순간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서지학의 바탕이 그러한 인쇄장인의 손길을 느
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주제어 : 均字匠, 活字印刷, 匠人, 인쇄장인, 출판문화, 인쇄문화, 校書館

투고일(2009. 8. 18), 심사시작일(2009. 8. 19), 심사완료일(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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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rtisans of Letterpress Printing at the Printing 
Agency during Chosun Dynasty
- With a focus on Gyunjajangs(均字匠) -

37)Ok, Young-Jung *
This study set out to shed new light onto printing artisans as one of the subjects 

to publish books by focusing on the history of publication culture during Chosun 
Dynasty. The main focus was placed on Gyunjajangs(均字匠) to set up a basic 
framework for researches on artisans in the history of book printing. Gyunjajang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ability to tell letterpress printing from block printing and 
the responsibility for typesetting, which is one of the core tasks in letterpress 
printing.

In Chosun, a good number of artisans with different skills were put to the many 
different processes of publishing a book. Investigated in the study were the staff 
organization, scope, procurement methods and types of letterpress printing artisans. 
And furthermore the roles, values, and documented lists of Gyunjajangs were also 
examined.

Key Words : Gyunjajangs(均字匠), letterpress printing, artisans, printing artisans, 
publication culture, printing culture, Gyoseogwan(校書館)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aleography(Bibliograph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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